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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립해양조사원은 ’15년부터 ’18년 까지 제1단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반의‘필리핀 해양수산 인프라시설 구축 및 기술연수’연구 사업을 수행하

였다. 그리고‘20년부터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필

리핀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침식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양영토 관리와 대응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을 추진

함에 앞서, 우리나라 해양수직기준면 모델에 대하여 분석하고 지난 4년간의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ODA) 연구 사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인프라와 해양자료를 기반으로 필리핀의 해양수직기준면 체

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필리핀의 Sulu Sea 해역을 연구 구역으로 선정하여 총 22

개의 조위관측소 정점에 대하여 조석 조화분해를 실시하고 개정수 분석 및 필리핀 조석격자망(모

델) 구축을 위한 시범제작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조석특성이 유사한 해역을 기준으로 두 

정점간의 개정수를 적용하여 예측과 실측조위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조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제2단계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한-필리핀 국가 

간의 우호증진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에 사용될 것이다.

주요어 : 조석격자망, 수직기준면, 4대분조, 조석조화분해, 개정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ABSTRACT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KHOA) carried out a research project 
named‘Marine Fisherie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Technology Training for the 
Philippines’as part of the 1s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rom 2015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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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t is preparing for the 2nd ODA project which will begin in 2020.  Besides, 
recently, the Philippines is paying attention to marine territory management and 
response capability due to problems such as the sea-level rise and coastal erosion 
caused by climate change. Therefore, before 2nd ODA to the Philippines, this study 
analyzed the vertical ocean model on the vertical datum in Korea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vertical ocean modeling system for the vertical datum in 
the Philippines using the observed data from the permanent tide station which was built 
by the Philippines ODA research project over the last four years. Moreover, as a pilot 
study, the Sulu Sea in the Philippines was selected and analyzed by harmonic analysis 
method. At each tide station, constants for correction had been computed. And the 
grid-based tidal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similar tidal characteristic were observed when the prediction and the measured tide 
were compared by applying the constants for correction between two station in the sea 
area with similar tidal level.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2nd ODA 
to the Philippines, and contributed to construct and maintain a close cooperation and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KEYWORDS : TideBed, Vertical datum, Four major tidal constituents, Harmonic analysis of 

tides, Constants for correc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서  론

국립해양조사원은 ’15년부터 ’18년 까지 제1

단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반의‘필리핀 해양수산 

인프라시설 구축 및 기술연수’연구 사업을 수

행하였다. 그리고 ’20년부터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립해양조사원은 한-필리핀 간 해양 인

프라시설(조위관측소) 구축 및 해양조사 기술연

수 등의 교류를 통하여 필리핀 해상교통안전과 

해양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최근 

필리핀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침식 등의 해양영토 관리와 이에 따른 대응역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해양영토 관리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해양수직기준면 체계와 관련하

여 국립해양조사원의‘조석격자망(TideBed)’과 

최근 몇 년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연속해양

수직기준면’체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

원조 연구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우리나라 해

양수직기준면에 대하여 분석하고 지난 4년간의 

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연구 사업을 기반

으로 구축된 인프라와 해양자료를 활용하여 필

리핀의 해양수직기준면 체계 발전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또한 필리핀의 Sulu Sea 해역을 연

구 구역으로 선정하여 필리핀 조석격자망(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제작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제2단계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한-필리핀 국가 간의 우

호증진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할 것

이다.

1. 조석격자망(TideBed) 

우리나라는 육지 면적(남한)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해양 영토를 소유하고 있으며 안전한 

항해와 해양환경보전 및 발전을 위해 매년 국립

해양조사원에서 수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렇게 조사된 자료 중에 안전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수심자료를 최상의 품질로 관리하기 위해

서는 일관성 있는 조석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황해, 남해, 동해의 순서로 조석에너

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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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 승강현상, 조석이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

한 항해를 위하여 해수면의 승강현상(조석)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음향측심기의 관측 수심

을 기본수준면(Datum Level, DL) 하의 수심으

로 보정하는 조석보정(tide correction)을 수행

해야 한다. 즉, 조석보정이란 그림 1과 같이 수

로측량에서 취득한 Raw 측심값(Sounding)에서 

조석성분(Tide)을 제거하여 동일한 기준면의 

수심(Depth)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FIGURE 1. Tidal Correction(FIG, 2014)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의 수로측량표준(S-44)에 

따라 표준서에는 조석보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조석보정(Reductions for Tides)은 

조위관측기에 의해 직접 해수면을 관측하거나, 

필요한 경우 등조석 수정(co-tidal corrections)

방법에 의해 측량해역을 포함한 적절한 분석모델 

또는 요구되는 수심기준면(Sounding) datum)에 

연관된 3차원(3D) 위치 측정기술 등을 통해 수

행할 수 있다.’(IHO, 2008).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 업무규정에서는‘조

석보정의 경우에는 측량지에 조석관측을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하나 기준검조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표준 조석도에 의한 조

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조석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조위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되

어 있다. 이와 같이 수로측량 시, 조사구역과 동

일한 구역 및 시점에 조석관측을 수행한 후 조

석보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

나 광범위한 해양환경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구

역에 대해 동일한 시점에 조석관측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조석격자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표

준 조석도에 의한 조석보정을 위하여 기준항 또

는 임시조위관측소에서 취득한 조위자료를 조화

분석한 후 개정수1)를 적용하여 각 시간 및 위

치에 따라 조고 자료를 수로측량 측심값

(Sounding)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준항(조위관측소)으로부터 임의 관측지점의 

조위자료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시차(Time 

difference for tide)와 조고비(Height ratio 

for tide)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수

(constants for correction)라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개정수(조시차ᆞ조고비)를 적

용하여 조석보정을 하는 방법은 작업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조석분할을 할 수 있으며, 개정수 

산정에 사용되는 조화상수 값이 다를 수 있고, 

넓은 지역에서는 경계면에서 불연속 현상이 발

생하는 문제 등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

서 일관성 있는 조석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조석

격자망(TideBed)과 같은 미리 프로그램화된 데

이터베이스(충분히 조밀한 크기)를 구축하여 조

석 분할 격자를 사전에 정의하고 각 격자마다 가

지고 있는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개정수를 산출함

으로서 임의의 정점(구역)에 대한 조석보정 과정

을 자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im, 2013).

TideBed는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하여 평

균해수면(Mean Ssea Level, MSL)과 기본수

준면(Datum Level, DL), 평균해수면(MSL)과 

인천평균해수면(IMSL) 과의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격자형식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TideBed의 각 격자에는 3개 기준면(IMSL, 

DL, MSL) 간의 옵셋(offset) 속성과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조화상수, 대조차, 평균

고조간격 등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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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ideBed database(KO,2014)

2. 연속해양수직기준면

우리나라의 조석정보 표준화 및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수로기구(IHO)의 범용 수로데이

터 모델(S-100) 기반의 항해용 조석정보(S- 

104)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해양

수직기준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타

원체 기반의 해양조사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수

로정보의 새로운 국가해양수직기준체계 재정립 

및 다양한 산업분야의 융·복합 활용 확대기반

을 조성하여 新 가치창출을 위해 해양 공간적으

로 결절없는(Seamless) 기준면체계 구축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절없는 기준면체계를 기반으로 활용

하는 방법은 GNSS 조석이 있다. 수로측량은 동

일한 구역에 대해 상이한 시점에 여러 번 측량

을 하더라도 조석보정 후 모든 수심자료는 동일

하게 산출되어야 한다(단, 해저지형은 시간에 

따라 변함이 없다는 가정). 기존의 기준조위관

측소를 기준으로 임의의 정점에 개정수(조시차, 

조고비)를 적용하여 조석보정을 수행할 경우, 

기준조위관측소의 조석특성과 해양환경이 그대

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로측량 구역의 조

석특성 및 해양환경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또한 조석보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수준면(DL)상 실시간 조위는 시ᆞ공간적으

로 변화(해수면 상승 등)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

는 수로측량 자료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원체 기반의 수로

측량은 선박에 설치된 GNSS 안테나에서 실시

간으로 수신한 타원체고와 음향측심기의 측심값

(Sounding)을 가감하여 그림 3과 같이 산출할 

FIGURE 3. Tidal correction by continuous ocean vertical model(FI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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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수로측량 구

역의 해수면 승강현상에 따른 높이변화를 실시

간으로 취득(저장)하여 연속해양수직기준면을 

적용(타원체면과 기본수준면과의 차이)함으로서 

조석보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타원체면을 

기준으로 수로측량 자료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에 기본수준면(DL)과 달리 기준측량기준면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립해양조사원은 TideBed와 함

께 지구타원체면(WGS84)을 기준으로 그림 4

와 같이 연속된 해상수직기준면(AHHW, MSL, 

DL)과의 관계를 정립한 연속해양수직기준면 데

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연속해양수직기준

면의 범위는 우리나라 영해, 그리고 배타적경제

수역(EEZ)을 포함하고 있다. 각 수직기준면과

의 관계 정립은 TideBed와 유사하며 이러한 수

직기준면들의 기준을 지구타원체 면으로 정립한 

것이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는 

‘V-Datum’이라는 연속해양수직기준면을 구

축하여 해저지형과 육상지형간의 수직차이를 해

결하였다. 해저와 육상지형의 단일 기준면을 사

용함으로서 연안해역의 자원 및 해상재해 관리 

등과 같은 공간관리계획 수립에 폭 넓게 활용되

고 있다. 영국의‘VORF(Vertical Offshore 

Reference Frame)’연속해양수직기준면 역시 

조위관측자료, GPS 자료, 위성고도계 자료, 중력

장모델, 조석모델 등을 이용하여 타원체

(WGS84) 기반의 단일 수직기준면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안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연구 방법

1. 조석 조화분해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격자망(TideBed) 모

델의 수직체계 분석을 기반으로 필리핀 조석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를 위하여 그

림 5와 같이 Sulu Sea 해역을 선정하였다. 또

한 조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약 22

개의 조위관측소 정점을 선정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많은 섬으로 구성된 해안선이 복잡한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석데이터 역시 많은 

정점의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외 자료이기 

때문에 조위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따라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최상의 연

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비교적 단순한 해안

선을 가지고 있는 Sulu Sea 해역을 연구구역으

로 선정하였다.

조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석 

조화분해를 실시해야 하며 15일 이상의 조석관

측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필리핀 

국립지도자원정보청 수로국(NAMRIA, HD)에

FIGURE 4. Vertical Ellipsoid datum(FI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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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한 Sulu Sea 연안에 있는 조위관측소의 

최근 1년간 조위관측자료(20개소)를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성과향상을 위해 말레이시아 2개소

(S21, S22) 조위자료는 UHSLC(University of 

Hawaii Sea Level Center)와 IOC Sea Level 

Station Mornitoring Facility에서 제공받았다.

조위관측소 조위자료 분석을 위해 자료처리 

전 자료의 시계열 분석과 패턴 변화 분석을 통

해 품질을 파악하고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압

력식 조위계를 사용하여 조석관측을 수행하였을 

Num Tide Gauge Station  Name Start Date Duration

S01 CEBU CITY 2017-01-01 1 year

S02 SAN JOSE OCC. MINDORO 2012-01-01 1 year

S03 PUERTO PRINCESA,  PALAWAN 2013-01-01 1 year

S04 ZAMBOANGA CITY 2016-01-01 1 year

S05 CATICLAN,  MALAY AKLAN 2014-01-01 1 year

S06 CORON, PALAWAN 2017-01-01 1 year

S07 PULUPANDAN, NEGROS  OCC. 2015-01-01 1 year

S08 BALINTANG, QUEZON,  PALAWAN 2017-01-01 1 year

S09 CALAPAN, OR. MINDORO 2011-11-17 1 year

S10 TAGBILARAN CITY,  BOHOL 2016-01-01 1 year

S11 PAGADIAN CITY,  ZAMBOANGA DEL SUR 2014-09-17 1 year

S12 DUMAGUETE CITY,  NEGROS OCC. 2011-10-03 1 year

S13 SAN CARLOS CITY,  NEGROS OCC. 2017-01-01 1 year

S14 MAMBURAO, OCC.  MINDORO 2017-01-01 1 year

S15 EL NIDO, PALAWAN 2017-01-01 1 year

S16 BROOKES POINT,  PALAWAN 2016-01-01 1 year

S17 SAN JOSE, ANTIQUE 2017-01-01 1 year

S18 ODIONGAN, ROMBLON 2017-01-01 3 months

S19 TAWI-TAWI 2013-01-01 1 year

S20 JOLO, SULU 1995-12-05 1 year

S21 SANDAKAN (Malaysia) 2015-01-01 1 year

S22 KUDAT (Malaysia) 2015-10-29  1 month

TABLE 1. Tidal Information of Tide Station 

FIGURE 5. Study area (Sulu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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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수압과 해면기압이 함께 관측되기 때

문에 실제 해수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

측된 압력에서 해면기압을 감하여 보정을 수행

해야 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석자료는 

부표식 조위계로 관측하였으며 별도로 기압보정 

수행하지 않았다. 품질분석이 완료된 자료는 조

석자료처리 프로그램(TASK2000)을 이용하여 

20개 이상의 조화상수를 산출하였다. 조석 조화

분석은 임의 시(時)의 조위(ht)를 다음과 같이 

여러 분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cos       (1)

 : 관측평균해면

 : 각 분조의 각속도

t : 시각

 : 각 분조의 진폭(semi-range)

 : 각 분조의 기준 지각(phase lag)

, , : 각 분조의 천문상수

각 관측지점에 대하여 매시별 조위를 최소자

승법 방식으로 조화분해하여 26개 분조의 진폭

()과 지각()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약 22개

의 조위관측소 조석자료에 대하여 조석 조화분

해를 수행하여 추출된 조화상수를 정리하였다

(표 2). 필리핀은 약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되

어 복잡한 해안선 및 해역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석 특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Sulu Sea 해역

의 경우 조화상수를 활용한 조석형태수(Form 

Factor: F)를 분석한 결과 주로 반일주조, 일주

조가 우세한 혼합형의 조석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임의 지역의 조석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조석 형태수는, 이는 일주조(M2, S2) 진폭의 

합과 반일주조(K1, O1) 진폭의 합에 대한 비

(ratio)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태수

가 0~0.25 이면 반일주조형, 0.25~1.50 이면 

Num
M2 S2 K1  O1

H(cm) g(Deg.) H(cm) g(Deg.) H(cm) g(Deg.) H(cm) g(Deg.)

S01 41.4 315.7 22.7 9.2 31.4 325.9 28.9 279.6

S02 24.6 300.3 10.6 342.8 30.1 316.6 26.5 269.3

S03 29.1 302.9 16.0 343.5 34.6 321.8 30.1 273.9

S04 20.6 198.8 13.0 241.2 23.9 295.6 21.3 253.0

S05 36.5 305.0 17.9 355.0 34.0 319.7 29.6 267.9

S06 28.1 303.4 12.7 345.6 33.2 316.8 28.8 268.2

S07 46.5 324.0 23.0 16.0 34.4 327.0 29.8 281.7

S08 20.3 307.2 8.3 343.0 33.5 312.8 28.6 263.3

S09 33.4 312.8 15.3 1.9 32.0 318.4 27.7 271.4

S10 34.0 308.9 18.2 357.6 29.7 323.7 28.3 278.9

S11 63.4 159.5 36.3 205.5 14.6 257.1 12.5 226.9

S12 33.9 303.7 18.7 352.7 31.0 322.0 28.9 277.6

S13 51.7 322.0 28.5 16.8 32.6 327.9 30.1 281.1

S14 16.8 293.1 6.1 327.4 28.6 313.1 25.3 265.5

S15 19.9 300.2 7.9 338.2 31.2 313.1 27.0 262.6

S16 26.4 337.9 15.3 352.4 34.0 322.0 27.8 303.8

S17 32.4 300.9 16.6 344.2 34.0 320.8 30.2 276.1

S18 37.9 309.0 21.2 7.4 31.6 333.0 29.8 274.3

S19 42.6 160.6 25.5 208.3 18.1 275.4 16.6 243.1

S20 17.7 233.4 9.5 285.4 28.4 329.8 26.4 276.3

S21 41.6 84.1 23.1 118.2 35.5 204.3 32.3 167.9

S22 32.4 89.7 14.8 87.8 42.2 164.1 27.9 158.4

TABLE 2. Tidal Information of Tid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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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주조가 우세한 혼합형, 1.50~3.00 이면 일

주조가 우세한 혼합형, 3.0 보다 크면 일주조형

의 조석특성을 나타낸다.

2. 개정수 조위산출 검증

위에서 분석한 주요 4대분조 조화상수를 이용

하여 Sulu Sea 해역에서 임의의 표준 조위정점

과 알고자 하는 임의의 정점간의 개정수 적용 테

스트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6과 같이 조석 

특성이 유사한 Palawan에 있는 BROOKES 

POINT, PUERTO PRINCESA 조위관측소를 

임의로 지정하여 개정수(조시차ᆞ조고비) 적용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BROOKES POINT 관측소를 기준조위관측소

(Reference Tide Station)로 지정하고, S16으

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PUERTO PRINCESA 

관측소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임의의 a Point 

로서 S03으로 명명하였다. BROOKES 

POINT(S16) 관측소를 기준으로 PUERTO 

PRINCESA(S03: a Point) 관측소간의 조시차

는 –0.3 시간(약 –18분), 조고비는 1.03으로 산

출되었다.

개정수(조시차·조고비)를 적용하여 산출된 

조위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임의의 a 

Point는 PUERTO PRINCESA(S03) 조위관측

소이므로 실제로 동일한 시간에 관측한 자료를 

그림 7과 같이 비교·검증 하였다. 산출된 조위

의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분석 자

료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필리

핀 해역에 개정수(조시차·조고비)를 적용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정성적으로 관측 조위자

료와 개정수 산출 조위자료간에 높은 신뢰성을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조석 데이터베이스의 신

뢰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

3. 조석 데이터베이스 시범제작

조석 데이터베이스는 ArcGIS Pro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내삽을 실시하였으며 육지와 해상

의 경계를 고려할 수 있는 커널 보간법(Kernel 

Interpolation with Barrier)을 사용하였다. 

Barrier를 고려한 커널 보간법은 조석특성의 공

간적 분포를 보간하기 위해서 육지와 같은 물리

적 장벽(Barrier)에 의해 변량의 흐름이 차단되

는 실제 현상을 고려할 수 있다. 육지(Barrier)

를 고려한 커널 보간법은 실제 표면의 특성을 

FIGURE 6. Study area(Constants for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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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지

역을 분할한 후, 분할된 각 구역(patch)들을 대

상으로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정치를 

산출해 내는 국지적 보간법의 일종이다. 일반적

인 역거리가중치 보간법에 데이터 간에 단절되

지 않고 연결된 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커널 함수 중 5차수 다

항식(Polynomial of Order 5)을 사용하였으며, 

출력 셀 사이즈는 500m로 하였다. 5차수 다항

식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for 


≺   

                                    (2)

 : 구하고자 하는 점으로부터의 반경(radius)

 : 대역폭(bandwidth)                     

이와 같이 Barrier(육지)를 고려한 커널 보간

법을 이용하여 필리핀 Sulu Sea 해역의 약 22

FIGURE 7. Observed tide and application of the constant for correction of tide at S03 

FIGURE 8. Grid based tidal modeling for M2, S2 con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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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조위관측소 정점을 기반으로 위에서 분석

한 주요 4대분조 조화상수의 조석격자망을 그림

8, 9와 같이 시범제작하였다. 각 격자 간격은 

500m 이며, 주요 4대분조의 진폭과 지각 속성

자료를 기반으로 조석격자망을 구축하였다. 따

라서 4대분조의 조화상수 속성정보가 있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평균해면(MSL), 기본수준면(DL) 

등의 수직기준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

다. 또한, TideBed와 연속해양수직기준면 모델

처럼 각 정점마다 수직기준면간의 속성정보가 

있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기반으로 통합수직기

준면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단, 내삽을 위해서는 많은 정점의 자료가 필

요하며 최적의 보간 방법연구 및 다양한 측면에

서 오류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연구가 수

반되어야 한다. 그림 8, 9와 같이 시범 구축된 

조석격자망의 속성은 주요 4대분조의 진폭 및 

지각으로 구성된 것이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격

자망(TideBed)과 연속해양수직기준면의 구

축 현황 및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필리핀 Sulu 

Sea 해역을 사전연구 구역으로 선정하여 약 

22개의 조위관측소에서 관측한 조석자료의 

조화분석, 두 정점간의 개정수(조시차ᆞ조고

비) 적용 테스트 및 산출조위 검증, 주요 4

대분조 조화상수를 기반으로 한 조석 격자

망 시범 제작 등과 같은 사전 연구를 수행

하였다. 사전 연구 결과 조석특성(조석형태

수)이 유사한 해역을 기준으로 두 정점간의 

개정수를 적용하여 예측과 실측조위를 비교

하였을 때 유사한 조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 주변 해역에서 약 22개의 정점 보다 

많은 정점의 조석자료를 활용하여 조석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우리나라의 TideBed와 

같이 수로측량 후 시간과 공간적으로 조석보정

을 수행하여 산출 수심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Sulu Sea를 횡

단하는 수로측량을 실시한다면, 각 기준조위관

측소들과 수로측량 위치간의 조시차·조고비를 

격자별로 적용하여, 시간과 공간적으로 신뢰성

이 향상된 조석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 단, 각 

FIGURE 9. Grid based tidal modeling for K1, O1 constit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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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조위관측소 구역 경계에 따른 수심 불일치

와 기본수준면 변동에 따른 수심단차 현상이 발

생할 수 있지만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의 수직기준면 구축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리핀은 지난 ’16년부터 

’20년 까지 국가수직기준 시스템 구축을 계획

하고 있으며 현재 구축하고 있는 지오이드 모델

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석격자망 모델을 통합

한다면 좀 더 발전된 국가수직기준 시스템이 구

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향후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

업을 기반으로 필리핀의 지오이드 모델 구축방

법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양국 간의 논의 

및 연구가 수반 된다면 우리나라 해상의 지오이

드모델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량적인 관점 보다

는 필리핀 해역의 해양수직기준면 구축 사전 연

구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해양수직기준면 구축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함으로서 양 국가 간의 신

뢰와 해양발전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주

1) 개정수: 표준항(조위관측소)과 알고자 하는 

임의의 정점 간의 조시차·조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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