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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해저경사가 완만한 특징을 가진 

서남해 연안역은 해역이용에 매우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

으며 그 활용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Jeong et al., 

2019). 그러나, 이러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해양이용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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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및 조석특성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문제점

(Koo, 1998; Choi and Kang, 1990)으로 대두되고 있고 자연현

상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해수유동을 정도 깊게 재현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연안역에서 해양환경변화를 예측

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모든 분조를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조석 재현식을 도입하였다. 현재 해수유동에 

관한 보편적인 수치실험에서는 주요 4대분조를 활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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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역에서 해수유동을 재현하기 위해 모든 분조를 포함하고 절점변조진폭, 위상보정인자 및 천문인수를 적

용한 완전한 형태의 실조석(Real Tide)을 도입하였다. 실조석으로 해수유동을 재현한 결과, 조석의 관측치와 계산치의 상관계수는 1.0으로 

진폭 및 위상의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였고, 성분 및 성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조류는 각각 평균 0.883과 0.936의 높은 상관도를 보여 

실조석으로 재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잔차류의 관측치와 계산치의 차는 평균 0.006 m/s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그 진

행방향은 서로 매우 유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계산결과에서 관측치와 계산치 간에 나타난 유속성분 오차는 주로 고파랑이나 폭풍을 

비롯한 남풍계열의 강한 바람과 같은 기상적 요인에 의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해수유동 수치모형 실험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는 기상적 요인을 고려하고 본 연구의 실조석을 재현한다면 계산결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해수유동, 분조, 실조석, 간이조석, 수치모형

Abstract : In this study, a computed tide of a real tide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numerical solutions for tides and tidal flow simulations. The real 

tide was defined considering the nodal modulation amplitude, phase correction factor, astronomical argument, and tidal harmonic constants of all the 

constituents. The numerical simul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real tide parameters for the west-south coastal waters of Korea, where the observation

data for tides, tidal currents, waves, and winds over two seasons exist. The tidal flow simulation of the real tide was simulated successful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observed and calculated values was 1.0, which indicated both accurate amplitude and phase. The U- and V-components

of the tidal current obtained for the real tide had average valid correlations of 0.83 and 0.936, respectively. The speed error for the residual current was 

0.006 m/s on the average, which indicated an insignificant difference, and the directional behavior of the residual current was very similar. In addition, 

the velocity error was attributed to various weather effects, such as high waves and wind storms. Therefore, this model is expected to improve current 

solutions provided that weathering forces, such as waves and winds, a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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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몇 개의 부가적인 분조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경

우가 일반적인데 이에 따른 해수유동의 계산결과는 해당해

역의 조석 특성을 고려하여 재현되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간과 시행착

오적 계산의 반복을 줄이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0일 정도의 관측에서 얻어지는 27개의 

주요분조와 8개의 상대분조를 모두 적용하여 조석을 재현하

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천문과 관련된 절점변조진폭 , 

위상보정인자  및 천문인수 를 고려한 것을 실조석(Real 

Tide)이라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간이조석(Simple Tide)이

라 정의한다. 본 연구와 같이 실조석을 고려한 경우에 대한 

계산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조석과 간이조석에 대해 해

수유동 수치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실험의 절차는 주요 

4대분조 만을 고려한 Case 1, 8개의 주요분조를 고려한 Case 

2 그리고 27개의 주요분조 및 8개의 상대분조를 모두 적용

한 Case 3로 나누어 각각 계산하였다. 그리고 조석 · 조류의 

계산치와 관측치를 상관계수 및 RMS 오차를 통해 검증한 

후 재현 정도 및 조석잔차류의 진행양상을 분석하여 그 적

용성을 토의하였다.

2. 실조석의 재현

2.1 조석조화분해

Fig. 1의 대상해역에서 북측은 위도항과 격포항 그리고 동

측은 구시포항과 같은 국가어항이 있으며, 북동측으로 곰소

만 그리고 남측은 수심이 얕은 백수조간대가 위치한다(Jeong 

et al., 2019). 조석은 하얀색 원으로 표시된 St. P1에서 2016년 

추계와 2017년 춘계에 약 30일 동안 관측되었으며, 관측기기

인 FlowQuest(LinkQuest Inc., USA)는 자료를 매 10분 간격으로 

자기기기록하도록 설정되었다(Table 1). 취득된 조석관측자

료는 영국의 해양연구소(Proudman Oceanographic Laboratory, 

Permanent Service for Mean Sea Level)에서 Bell et al.,(1999) 등

에 의해 개발된 TASK - 2000(Tidal Analysis Software Kit)을 사

용하여 조석조화분해를 하였고 분석된 자료는 총 27개의 주

요분조와 8개의 상대분조로 구분된다.

Observed Period Location
Mean

depth (m)

Fall, 2016
2016. 10. 16.
   ~ 11. 15. 35° 29 ' 10.6 ''N

126° 16 ' 30.6 ''E
14.6

Spring, 2017
2017. 04. 06.
   ~ 05. 06.

Table 1. Summary of the tide and tidal current observation

Fig. 1에서 St. P1으로부터 서측으로 약 10 km 떨어진 초록

색 원으로 표시된 파고부이(KMA, 2017)의 파랑자료와 육상

의 구시포항과 계마항 사이에 초록색 원으로 표시된 조위관

측소(KHOA, 2017)에서 동기간의 바람 자료를 취득하여 수치

모형 실험결과와 기상조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and observation stations.

2.2 조석의 재현

일반적으로 조석에 의한 매시간별 수위 는 조석의 조

화상수, 조석보정 및 천문과 관련된 각종 계수를 고려한 완

전한 형태로 식(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SL  
  



cos           (1)

여기서, 와 는 번째 조석분조의 진폭과 지각, 는 

번째 조석분조에 관한 각속도, 는 번째 조석분조에 관

한 절점변조진폭(Nodal Modulation Amplitude), 는 번째 조

석분조에 관한 위상보정인자(Phase Correction Factor) 그리고 

는 번째 조석분조에 대한 천문인수(Astronomical Argument)

이다. 위와 같은 식(1)에 의해 재현된 조석을 실조석(Real Tide)

이라 한다.

한편 는 거의 1에 근접한 값이며 와 는 무시 가능

한 값으로써 이들을 제거하면 식(2)와 같이 간단화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천문과 관련된 값을 제거한 후 재현된 조

석을 간이조석(Simple Tide)이라 정의한다.

 ≈ MSL  
  



co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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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조석 재현에 사용된 각 Case별 분조의 구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주요 4대분조만을 고려한 

Case 1, 8개의 주요분조로 구성된 Case 2 그리고 30일 조석관

측에서 얻을 수 있는 27개의 주요분조와 8개의 상대분조를 

포함한 Case 3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구성된, 각 Case를 바탕

으로 계산결과에 대한 조석의 재현성을 검토하고 관측치와 

계산치 사이에서 RMS 오차를 산정하여 두 변수의 상관도를 

나타내었다.

Division Constituents

Case 1 M S K O

Case 2 M S K O N K P Q

Case 3

M S K O N K P Q Z MM

MSF M J   L SM MO T

M MK MN M SN MS MN M

MSN MS SM    N 

Table 2. Harmonic constituents for tide reproduction form with

30 days observation.

2.3 간이조석의 재현

식(2)와 같이 천문과 관련된 상수값이 제거된 간이조석의 

재현결과를 Table 3에 2016년 추계와 2017년 춘계에 대해 각 

Case별로 나타내었다.

2016년 추계의 관측치와 계산치에 대한 두 변수 간의 상

관계수와 RMS 오차는 주요 4대분조만을 고려한 Case 1에서 

상관계수 0.932, RMS 오차 0.456, Case 2에서 상관계수 0.939, 

RMS 오차 0.413으로 나타나 분조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

고 오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나, 조위의 진폭은 증가하여 관

측치와의 상관도는 미소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7개의 주

요분조와 8개의 상대분조를 모두 적용한 Case 3의 상관계수

는 0.935, RMS 오차는 0.434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오히려 계

산치가 관측치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그 오차가 증가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Fig. 2).

Division Constituents Correlation RMSE

Case 1 4 0.932 0.456

Case 2 8 0.939 0.413

Case 3 35 0.935 0.434

Table 3. The Statistics for the Simple Tide results in fall 

seas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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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ime series of the Simple Tide results in fall 

season, 2016.

2017년 춘계에 간이조석에 의한 재현결과는 Fig. 3과 같으

며, Table 4와 같이 Case별 상관계수와 RMS 오차를 살펴보면 

주요 4대분조만을 고려한 Case 1에서 상관계수 0.890, RMS 

오차 0.497, Case 2에서 상관계수 0.871, RMS 오차는 0.536로 

오차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27개의 주요분조와 8개의 

상대분조를 모두 적용한 Case 3의 상관계수는 0.873, RMS 오

차는 0.529로 나타났다.

2017년 춘계의 계산결과는 분조의 적용개수에 따라서 진

폭의 변동은 분명히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관측치와 비교하

였을 때 과소 혹은 과대평가되는 등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

에 대한 결과로 상관계수와 RMS 오차의 범위는 2016년 추

계보다 미소하게 증가하였다.

Division Constituents Correlation RMSE

Case 1 4 0.890 0.497

Case 2 8 0.871 0.536

Case 3 35 0.873 0.529

Table 4. The Statistics for the Simple Tide results in spring 

sea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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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ime series of the Simple Tide results in spring 

season, 2017.

2.4 실조석의 재현

앞서 계산된 간이조석의 계산치는 관측치와의 오차가 비

교적 크게 나타나 실해역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식 (1)과 

같이 절점변조진폭 와 위상보정인자 , 그리고 천문인수 

를 고려한 실조석을 도입하여 조석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Fig. 4 와 Fig. 5). Table 5와 같이 2016년 추계 실조석 재현의 

결과는 Case 1에서 상관계수 0.945, RMS 오차 0.408, Case 2에

서 상관계수 0.990, RMS 오차 0.164로 간이조석 재현결과보

다 개선된 상관계수와 오차를 보였고 27개의 주요분조와 8

개의 상대분조를 모두 적용한 Case 3의 상관계수는 1.000, 

RMS 오차는 0.002로 관측치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Division Constituents Correlation RMSE

Case 1 4 0.945 0.408

Case 2 8 0.990 0.164

Case 3 35 1.000 0.002

Table 5. The Statistics for the Real Tide results in fall seas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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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time series of the Real Tide results in fall season, 

2016.

실조석으로 재현한 2017년 춘계의 계산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주요 4대분조만을 고려한 Case 1에서 상관계수 0.951, 

RMS 오차 0.335, Case 2에서 상관계수 0.992, RMS 오차 0.134

로 2016년 추계와 같이 계산결과가 우수하였고 27개의 주요

분조와 8개의 상대분조를 모두 적용한 Case 3의 상관계수는 

1.000, RMS 오차는 0.001 나타나 Case 3에서 관측치와 계산치

의 정확도가 매우 높았다. 실조석으로 재현한 계산결과를 

간이조석으로 재현된 계산결과와 비교해 보면 Case 1의 

RMS 오차는 0.048로 감소폭의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Case 2

와 Case 3의 경우 분조의 수가 더해짐에 따라 RMS 오차는 

각각 0.249와 0.432로 주요 4대분조를 고려한 Case 1보다 큰 

감소폭을 보였다.

Division Constituents Correlation RMSE

Case 1 4 0.951 0.335

Case 2 8 0.992 0.134

Case 3 35 1.000 0.001

Table 6. The Statistics for the Real Tide results in spring sea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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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time series of the Real Tide results in spring 

season, 2017.

3. 실조석에 의한 해수유동 재현

3.1 수치모형의 개요

서남해 연안역에서 실조석에 의한 해수유동 재현에 사용

된 수치모형은 DIVAST(Falconer, 1976; Falconer and Owens, 

1987; Falconer, 1991)의 Code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여 물체에 

의한 유수저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모형(Jeong et al., 

2019; Cho et al., 2010; Park, 2004; Park et al., 1998; Lee and 

Park, 1995)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기본방정식 및 구성

은 3차원 Navier - 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수심적분된 

형태로 나타내었으며, 식(3) ~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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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시간, 와 는 와 방향의 수심적분된 속도

성분, 는 운동량보정계수, 와 는 와 방향의 수심 평균

된 속도성분, 는 Coriolis 계수, 는 중력가속도, 는 전수심, 

는 자유수면 변위, 는 수심, 와 는 와 방향의 전단응

력성분, 는 해수의 밀도, 은 수심 평균된 와동점성계수이다.

본 모형의 기본방정식은 ADI 법으로 풀어지고 공간적으

로 엇갈린 격자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산영역의 경계는 

육상부의 폐경계와 하천이나 외해와 접한 개경계로 나뉜다. 

육상부의 경계는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 수위의 변화

에 따라서 폐경계의 위치가 변동될 수 있는 이동경계를 취

하고 있고 외해와 접한 개경계에서의 경계조건은 반복계산

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수위나 유속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해수유동 재현에 사용된 수치

모형의 계산결과는 수심적분된 형태의 결과이므로 현장 관

측치는 중층의 값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3.2 실조석 해수유동의 재현

수치모형의 계산영역은 주변해역을 100 m의 격자간격으로 

405 × 300 (40.5 km × 30 km)으로 분할한 정격자망으로 구성하였

고, 수심과 지형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수치해도 

No. K-3411과 No. K-3451 등을 적용하였다(Fig. 1). 대상해역의 

경계조건은 Fig. 1과 같이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된 개경계 5

개의 점에서 절점변조진폭 와 위상보정인자 , 그리고 천문

인수 를 고려한 완전한 형태의 식과 앞서 검증된 Case 3의 

실조석에 의한 수위 변화를 주었다. 모형해역의 개경계 값을 

입력하기에 앞서 Fig. 1에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곳은 국립

해양조사원의 조위관측소를 의미하는데 이곳에서 관측한 주

변 해역의 총 5지점의 4대분조에 대한 조석 조화상수 값을 참

고하여 진폭과 위상의 비를 선정하였다. 개경계역이 넓어 한 

점의 값으로 개경계에서 모든 Cell의 수위 결정이 어려울 경

우 두 점 이상의 알려진 값으로부터 선형보간하여 반복 계산

을 통해 선정된 최종 개경계의 입력값을 부여하였다.

실조석으로 재현된 해수유동 계산결과는 2016년 추계 대

조기의 최대유속은 창조류시 1.15 m/s, 낙조류시 1.04 m/s로 

나타났고, 소조기의 최대유속은 창조류시 0.61 m/s, 낙조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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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m/s를 보였다. 2017년 춘계 대조기의 최대유속은 창조류

시 0.90 m/s, 낙조류시 0.78 m/s로 나타났고 소조기의 최대유

속은 창조류시 0.48 m/s, 낙조류시 0.42 m/s로 모두 창조류가 

우세하였다(Table 7). 재현된 흐름은 창조류시 북동방향과 낙

조류시 남서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 주를 이루어 대조기와 

소조기에 비슷한 유동형태를 보였으며, 해당해역에서의 유

속은 북동방향의 곰소만 입구에서 순간 유속이 가장 빨랐

다. 그 이유는 수심이 가장 깊고 수로가 좁아지는 곰소만의 

입구 특성상 많은 유량이 유입되면서 순간 유속이 빠르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Fig. 6 과 Fig. 7).

Division
Fall, 2016 Spring, 2017

Spring Neap Spring Neap

Max Flood (m/s) 1.15 0.61 0.90 0.48

Max ebb (m/s) 1.04 0.54 0.78 0.42

Table 7. The maximum velocities by numerical simulation

(a) Flood flow

(b) Ebb flow

Fig. 6. Tidal current pattern for spring tide in fall season, 2016.

(a) Flood flow

(b) Ebb flow

Fig. 7. Tidal current pattern for spring tide in spring season, 2016.

3.3 기상조 비교검증

기상조 비교검증은 상관계수가 높고 RMS 오차가 적어 정

확도가 가장 우수한 실조석의 Case 3을 적용하였다. Table 8

과 Fig. 8에 나타난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추계에 조

석 상관계수는 0.998, RMS 오차는 0.104로 나타났고 유속의 

성분 상관계수는 0.954, RMS 오차는 0.106 그리고 성분의 

상관계수는 0.811, RMS 오차는 0.144로 나타났다.

Components Correlation RMSE

Tide 0.998 0.104

 velocity 0.954 0.106

 velocity 0.811 0.144

Table 8. The correlation and RMSE by the Real Tide at St. P1 

in fall seas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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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time series of the components velocities at St. P1 

in fall season, 2016.

또한, 계산치와 기상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Fig. 1

에 초록색 원으로 표시된 St. P1으로부터 약 10 km 떨어진 파

고부이(KMA, 2017)와 구시포와 계마항 사이에 위치한 조위

관측소(KHOA, 2017)에서 수치모형 실험과 동기간의 파랑 및 

바람의 기상자료를 취득하여 각각 유의파고 및 풍속 그리고 

풍향으로 구분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2016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서남해 연안역은 해

황이 정온하지 못하였고 이때 최대유의파고는 4.1 m로서 고

파가 출현하였다. 바람 또한 10월 24일 늦은 오후부터 풍속

이 점차 빨라지기 시작하여 때때로 바람이 잦아지는 구간도 

있었지만, 계산이 종료되는 10월 31일 사이에 북북서와 북방

향에서 불어오는 최대풍속 13.1 m/s의 강풍이 불어왔다.

이러한 기상현상은 본 연구의 해수유동 수치모형 실험에

서 고려하지 못하므로 관측치와 계산치의 유속성분 상관도

와 RMS 오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실조석으로 

재현된 해수유동 계산결과에서 유속 성분의 상관계수는 

0.811로 성분의 상관계수 0.954보다 0.143 작은 결과를 보

였는데, 그 원인은 Fig. 8과 같이 초록색 테두리 영역으로 표

시된 해당 시기와 Fig. 9와 같이 동시간에 관측된 기상조의 

변수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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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observed waves by KMA and observed winds by 

KHOA in fall season, 2016.

2016년 추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2017년 춘계에 해

수유동 수치모형 실험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관측치와 계

산치의 조석 상관계수는 0.984로 매우 정확하였고 유속의 

성분과 성분은 0.958과 0.914의 상관도로 이때 평균 상관도

는 0.936을 보이며 조석과 조류의 검증 모두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10). 이와 동기간에 발생한 파랑 및 기상자

료는 Fig. 11과 같으며, 이 시기에 초록색 테두리로 표시된 

영역에서 최대유의파고는 1.6 m로 나타났고 최대풍속은 9.4

m/s로 북풍과 남풍의 바람이 주를 이루었다. 설정된 계산영

역은 지형적으로 북풍과 남풍이 불어올 때 파고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고 북풍이 불면 성분과 남풍이 불면 성분의 

오차가 커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Components Correlation RMSE

Tide 0.984 0.268

 velocity 0.958 0.094

 velocity 0.914 0.097

Table 9. The correlation and RMSE by the Real Tide at St. P1 

in spring sea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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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time series of the components velocities at St. P1 

in spring sea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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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observed waves by KMA and observed winds by 

KHOA in spring season, 2017.

Table 10과 같이 파랑과 바람에 대한 비교검증 결과는 

2016년 추계에 계산치와 관측치의 유속 Speed에 대한 RMS 

오차와 파고의 상관계수가 0.110, 풍속과의 상관계수는 0.055

를 보였고 2017년 춘계에 파고에 대한 상관계수는 0.270 그

리고 풍속과의 상관계수는 0.050으로 나타나 해당해역에서

는 파랑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유속성분 와 의 RMS 오차와 풍속을  성분과 

 성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6 추계에 파고

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067과 0.179이었고 풍속과 상관계수

는 각각 0.008과 0.075로 나타났으며, 유속 와 풍속  성

분과 유속 와 풍속  성분에 대한 상관계수는 각각 0.037

과 0.027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7년 춘계에 파고의 상관계

수는 각각 0.223과 0.209이었고 풍속과 상관계수는 각각 

0.065와 0.027, 유속 와 풍속  성분과 유속 와 풍속 

 성분에 대한 상관계수는 각각 0.103과 0.058이었다. 이상

과 같이 기상조 비교검증 결과에서 언급한 성분과 성분

의 오차에 대한 원인은 기상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제

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떠한 외력인자와의 긴밀한 관련보다도 계산과

정 내에서 외력인자의 영향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외부에서 작용하는 파랑이나 바람 등과 같이 외력인자

에 의한 변화를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개

선된 계산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Division Current

Wave
Height
()

Wind

Speed  

Fall 

2016

RMSE  0.067 0.008 0.034 -

RMSE  0.179 0.075 - 0.027

RMSE Speed 0.110 0.055 - -

Spring 

2017

RMSE  0.223 0.065 0.103 -

RMSE  0.209 0.027 - 0.058

RMSE Speed 0.270 0.050 - -

Table 10.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imulation results and the 

observed in fall season, 2016 and spring season, 2017

3.4 잔차류 비교검증

조류벡터진행의 시작점과 종료점으로부터 평균이동속도

인 조석잔차류의 관측치와 계산치는 Table 11에 나타낸 바와 



실조석에 의한 한국 서남해 연안역에서 해수유동의 재현특성

- 539 -

같이 2016년 조석잔차류는 관측치에서 평균 0.039 m/s, 방향

은 192°로 남남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실조석을 고려한 각 

분조 구성에 따른 Case별 잔차류 흐름을 살펴보면, 주요 4대

분조만을 고려한 Case 1의 잔차류는 평균 0.022 m/s, 방향은 

173°로 관측치보다 0.017 m/s 느리고 동측으로 19°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8개 주요분조를 사용한 Case 2의 잔차류는 평균 

0.028 m/s, 방향은 177°로 관측치보다 0.011 m/s 느리고 동측으

로 15° 치우쳤으며, 27개의 주요분조와 8개의 상대분조를 적

용한 Case 3의 잔차류는 평균 0.049 cm/s, 방향 195°로 계산치

가 관측치보다 평균 0.01 m/s 빠르고, 서쪽방향으로 3°의 오

차로 진행양상이 관측치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12).

그리고 Table 11에 제시된 2017년 춘계에 관측된 잔차류는 

평균 0.015 m/s, 방향은 194°로 2016년 추계와 진행 방향은 유

사하나 흐름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Case 1의 잔차류

는 평균 0.002 m/s, 방향은 358°로 관측치보다 0.013 m/s로 관

측지와 상이하였고 Case 2의 잔차류는 평균 0.002 m/s, 방향

은 204°로 서쪽방향으로 10° 치우쳤지만 방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Case 3의 잔차류는 평균 0.016 m/s, 방향 

200°로 계산치가 관측치보다 평균 0.001 m/s 빠르고 서쪽방향

으로 6°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관측치와 

가장 유사하였다(Fig. 13).

이때 계산된 잔차류는 관측치와 같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파랑이나 바람 등과 같은 외력인자에 의해 그 진행속도가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질 수 없고 이동 방향 또한 규칙적이

지 않은 것을 재현할 수 없으나, 계산치의 평균적인 이동속

도와 그 진행방향의 편차는 관측치와 미미한 차이를 보여 

이 결과가 잘 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Division
Fall 2016 Spring 2017

Speed (m/s) Deg (°) Speed (m/s) Deg (°)

Observed 0.039 192 0.015 194

Case 1 0.022 173 0.002 358

Case 2 0.028 177 0.002 204

Case 3 0.049 195 0.016 200

Table 11. The observed and simulated residual current at St. P1 

in fall season, 2016

(a) Observed

(b) Case 1

(c) Case 2

(d) Case 3

Fig. 12. The observed and simulated progressive vector at St. P1 

in fall seas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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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bserved

(b) Case 1

(c) Case 2

(d) Case 3

Fig. 13. The observed and simulated progressive vector at St. P1 

in spring season, 2017.

4.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역에서 해수유동을 재현하기 위해 

모든 분조와 절점변조진폭 및 천문과 관계된 상수를 적용하

여 실조석을 재현하였다.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Case 3을 해

수유동 수치모형 실험에 적용한 결과, 2016년 추계에 조석 

상관계수는 0.998, 유속은 성분 0.954, 성분 0.811로 나타

났고 2017년 춘계의 조석 상관계수는 0.984, 성분 0.958, 

성분 0.914로 나타났다. 성분의 상관계수는 성분보다 다

소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파랑 및 바람의 기상자

료에서 최대유의파고 4.1 m, 최대풍속 13.1 m/s의 강풍이 불

어온 것이 오차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한 2016년 

추계에 유속과 파고에 대한 상관계수는 0.110, 풍속과의 상

관계수는 0.055를 보였고 2017년 춘계에 파고에 대한 상관계

수는 0.270 그리고 풍속과의 상관계수는 0.050으로 나타나 

해당해역에서는 파랑에 의한 영향이 바람보다 지배적이었

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간 변화에 따라 작용하는 기상조

가 하나의 변수로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

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잔차류는 2016년 추계에 계산치가 평균 0.01 m/s 빠

르고 서측으로 3°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2017년 춘계는 계산

치가 평균 0.001 m/s 미미하게 빠르고 서측으로 6° 정도를 오

차를 보였으나, 흐름속도와 진행양상은 관측치와 유사하였

다. 이때 계산된 잔차류는 관측치와 같이 외부에서 작용하

는 파랑이나 바람 등과 같은 외력인자에 의해 진행속도가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질 수 없고 이동 방향 또한 규칙적이

지 않은 것을 재현할 수 없으나, 계산치의 평균적인 이동속

도와 그 진행방향의 편차는 관측치와 미미한 차이를 보여 

실조석으로 재현한 계산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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