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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occurrence probability (OP) distributions of tide levels using harmonic constants of six tidal

gauging stations in Korean coastal zone were estimated and analysed in detail. OP analysis using

harmonic constants data of Incheon(Youldo), Mokpo, Yeosu, Pusan, Pohang and Sokcho was carried out

and compared with the OP using hourly tidal elevation data which were served through the Internet

Homepage by the National Ocean Research Institute. The tidal elevation data were divided by the

AHHW (ALLW) value referenced to MSL in order to compare the OP patterns in a relative scale. The

OP of the tidal elevation calculated using 38 harmonic tidal constituents relatively well agreed with those

of hourly observed tidal elevation data. However, the OP results using four harmonic tidal constituents

overestimate the occurrence probability at the peak points and underestimate at the tail-regions of the

OP. Especially, the OP patterns of the Sokcho and Pohang tidal gauging stations on the East Sea show

totally different patterns and the estimation method using four harmonic constants should be modified

and application should be strictly limited on the East Sea areas. The OP patterns are considerably well

generated in case of the OP generation using the additional two or three dominant tidal constituents,

Keywords :::: harmonic constants, occurrence probability density of tidal levels, tidal

components, dimensionless tidal levels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조위의 발생확률 발생빈도 은 해안 및 항만구조물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또한 최근 해안항( ) . ,

만구조물 설계에 신뢰성 설계기법이 적용되면서 조위의 발생확률 추정 및 해석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사안

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뢰성 설계기법을 사용하면 파괴 안전율에 근거한 기존 결정론적 설계기법보다 경제적.

인 설계가 가능하다 항만구조물의 신뢰성 설계과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항목은 심해파고의 출현 확률분포. ,

조위의 발생 확률분포 파랑변형 파력 항만구조물의 자중 그리고 마찰계수 등으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 , , , ( ,

특히 조위의 발생확률분포는 해양구조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2000).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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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의 발생확률분포는 년 이상 장기간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장기1 ,

간의 조위자료가 부족한 지점에서는 일 정도 단기간의 실측자료 또는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조위 발생15 30 ,～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해양수산부 에 의하면 외곽시설의 안정계산을 수행. ( , 2000) , “

하는 경우에는 주요 개 분조, 4 (M2, S2, O1, K1 분조 를 이용하여 조위를 계산하고 내용기간 중에 조) , ( )耐 期間

위의 발생확률분포를 추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 분조를 이용한 경우의 조위 발생확률분포 추정” . , 4

결과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한 사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구조물 설계시 필요한 극치해면 산정을 위한 연구로는 와 등 심Pugh Vassie(1978, 1980), Walden (1982),

등 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조석과 성분을 동시에 고려하여 극치해석 또는 결합확률을 이(1992) . Surge

용하여 극치해면을 산정하였다 한편 최 는 우리나라 주요 개 항만에 대하여 년과 년 재현기간. , (1981) 10 50 100

에 대하여 이상고극해면과 이상저극해면을 산정하고 인천항에 대해서는 이상해면의 초과확률을 재현년수로,

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항에 대해서는 년간의 시간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해면의 빈도분포가 쌍봉. , 14 1

형 분포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조위의 발생빈도분포가 반일주조 우세 일주조 우세에 따라 쌍봉형(bimodal) . , ,

단봉형 형태를 가진다는 사실은 조석분야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위분포 함수에 대한. ,

실질적인 추정방법 및 구체적인 함수로 표현되는 확률밀도함수 제안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조 등 최근 최노 는 년 이후의 자료에 년까지의 자료를 추가하여 주요 항만의 최( , 2004). , (1996) 1979 1992

극해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진석 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극치해면 추정을 실시한 바 있다 등, (1988) . Kawai

은 주요 개 분조를 이용하여 일본 연안 개 지점을 대상으로 년부터 년까지 분 간격으로(1996) 4 96 1950 1999 20

조위를 계산하여 일본 연안해역 조위의 시간적 변화와 발생확률분포 함수형태를 도식적으로 분류하여 정

리제안하였다 그러나 연구범위가 개 분조를 이용한 경우와 개 분조를 이용한 경우의 상대적인 조위. , 4 60

발생확률 분포형태의 도식적인 비교로 제한되어 장기간의 관측자료를 이용한 조위발생확률 분포와의 비교를

통한 정량적인 오차분석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 등 은 우리나라 조위자료의 발생확률 밀도. , (2004)

함수로 쌍봉형 정규분포함수를 제안하고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분포함수의 재현우수성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조화상수 및 조화상수와 확률분포 매개변수와의 관계분석을 수행하여 상관관계. ,

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관측 자료가 없는 해역의 분포추정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수행되지

않아 설계 적용에는 곤란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안 및 항만구조물 설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 개 분조를 이용한 방법 및, (4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시하는 개 분조를 이용한 조위 발생확률분포 추정오차를 관측자료를 이용한 발생확38

률분포와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조위의 중요한 기준면에 해당하는 약최고고조위 이상의 조. ,

위 발생확률 및 약최저저조위 이하의 조위발생확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현재 설계,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의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조위자료의 발생확률분포 분석조위자료의 발생확률분포 분석조위자료의 발생확률분포 분석조위자료의 발생확률분포 분석2.2.2.2.

조화상수를 산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관측자료와 주요 개 분조 및 개 분조를 이용하여 추정된 무차원4 38

발생확률분포 함수 그리고 조 등 의 결과를 개 검조소 중 인천 율도 여수 포항을 그림 그림 에, (2004) 6 , , 1 3～

제시하였다.

그림 조위 발생확률그림 조위 발생확률그림 조위 발생확률그림 조위 발생확률1.1.1.1.

분포 대비도 인천 율도분포 대비도 인천 율도분포 대비도 인천 율도분포 대비도 인천 율도( )( )( )( )

그림 조위 발생확률그림 조위 발생확률그림 조위 발생확률그림 조위 발생확률2.2.2.2.

분포 대비도 여수분포 대비도 여수분포 대비도 여수분포 대비도 여수( )( )( )( )

그림 조위 발생확률 분포그림 조위 발생확률 분포그림 조위 발생확률 분포그림 조위 발생확률 분포3.3.3.3.

대비도 포항대비도 포항대비도 포항대비도 포항( )( )( )( )



그림 그림 에 함께 도시된 조 등 의 결과는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가장 근접하는 양상을 보1 3 (2004)～

이고 있다 조 등 이 제안한 쌍봉형 정규분포함수 식 의 개 변수 값은 다음 표 에 정리하였다 여기. (2004) (4) 4 2 .

서, μ1, μ2 각각 평균에 해당하는 매개변수= , σ1, σ2 각각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매개변수로= μ1, μ2는 각각

쌍봉형 분포함수의 첨두가 위치하는 조위와 유사하다.

한편 그림 는 포항의 우세한 분조 성분인, 4 SA, SAA 성분을 추가하여 조위발생확률을 추정한 결과이다.

단 개의 우세분조를 추가하였지만 그 결과는 개 분조를 이용한 결과에 매우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2 , 38

다 따라서 보다 많은 분조성분을 이용하여 조위 발생확률을 추정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제시하지만. , ,

우세한 분조성분을 적절하게 추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요 개 분조에 개 정도의 우세한 분조를 추가4 2 3～

하면 조위 발생확률 분포 재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pT(x) =
1
2 { 1
σ1 2π

exp [- 12 (
x-μ1
σ1 )

2

]
+

1
σ2 2π

exp [- 12 (
x-μ2
σ2 )

2

]}
(4)

물론 장기간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발생확률분포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관측기간이, ,

짧은 경우 및 관측자료가 없는 해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짧은 기간의 관측 및 해역의. ,

조석분포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발생확률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적은 정보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된다.

관측값을 기준으로 분포추정에 사용한 조화상수 개수에 따른 발생확률 절대오차를 계산하여 표 에 제시3

하였다.

지 점 μ1 μ2 σ1 σ2

인천 율도( ) -0.41563 0.42528 0.32076 0.29669

목포 -0.36689 0.35903 0.36511 0.29125

여수 -0.34064 0.33698 0.33003 0.33780

부산 -0.37718 0.38023 0.37449 0.39097

포항 -0.55312 0.50081 0.70661 0.81681

속초 -0.37818 0.36822 0.54606 0.57569

표 쌍봉형 정규분포함수의 추정매개변수표 쌍봉형 정규분포함수의 추정매개변수표 쌍봉형 정규분포함수의 추정매개변수표 쌍봉형 정규분포함수의 추정매개변수2.2.2.2.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SSSSAAAA 분조 및분조 및분조 및분조 및 SSSSAAAAAAAA 분조를 추가하여분조를 추가하여분조를 추가하여분조를 추가하여

추정한 조위발생확률분포포항추정한 조위발생확률분포포항추정한 조위발생확률분포포항추정한 조위발생확률분포포항( )( )( )( )

표 조위 발생확률의 평균절대오차 및 오차 관측자료 기준표 조위 발생확률의 평균절대오차 및 오차 관측자료 기준표 조위 발생확률의 평균절대오차 및 오차 관측자료 기준표 조위 발생확률의 평균절대오차 및 오차 관측자료 기준3. RMS ( )3. RMS ( )3. RMS ( )3. RMS ( )

관측자료 및 개분조이용4
관측자료 및 개분조이용6

우세분조 개 추가( 2 )
관측자료 및 개분조이용38

평균절대오차 오차RMS 평균절대오차 오차RMS 평균절대오차 오차RMS

인천 율도( ) -0.061 0.091 - - 0.039 0.087

목포 -0.124 0.197 - - 0.019 0.052

여수 -0.120 0.172 - - 0.016 0.037

부산 -0.164 0.224 - - -0.030 0.043

포항 -0.455 0.631 -0.164 0.182 -0.132 0.176

속초 -0.348 0.418 -0.121 0.138 -0.081 0.113

서남해안에 위치한 검조소의 조위 발생확률 분포는 약최저저조위에서 약최고고조위 사이에 이상의95%

조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서는 중앙에 조위자료가 정도. , 70 85%～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무차원 조위의 분산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무차원 조위의 절대값이 을 상. , 1.0

회하는 영역은 극치 조위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조물 설계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비율

이 미미한 서남해안 영역을 포함한 전 해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개 분조만을. 4

이용한 경우 조위 발생확률 분포가 관측자료를 이용한 경우에 비하여 과소 추정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위험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조위 기준면 산정시 조화상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명확하고 모든 해역에 일관성, ,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학적인 설계기준 또는 발생확률빈도에 대한 측. ,

면에서는 일관성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약최고고조위라는 해수면을 연안 구조물 설계의 기준면으로 사용.

하는 경우 조석현상을 고려한 물리적인 의미의 일관성은 있지만 약최고고조위를 상회하는 조위발생확률 침, (

수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빈도의 설계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동일한 물리적인 기준에 의한) . ,

수위기준면의 초과확률이 인천 목포 여수에서는 미만에 해당하며 포항 속초 등에서는 정도로 제, , 1% , , 10%

시되고 있는 바 설계빈도를 구조물의 중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본다면 해역마다 구조물에 대한 조위설,

계빈도가 다르게 반영되며 동일한 구조물에 대하여 다른 중요도 내구연한 가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따, ( ) .

라서 연안 해역 구조물의 설계 조위 결정과정에서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확률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설계기준,

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3.3.3.3.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개 검조소 지점의 관측자료 및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조위6

발생확률분포 양상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병호 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인천의 경우 뚜렷한 쌍봉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목포 여수(1981) , (bimodal) , , ,

부산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약화되어 동해안에서는 단봉형의 형태가 된다 또한 인천과 목포의 경우 낙.

조우세 경향을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다1, 2 .

해안 및 항만 설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개의 분조만을 고려하여 조위 발생확률 분포를 추정하는4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분포의 첨두부분 및 평균해면 부분에 대하여 발생확률분포를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

조위가 크거나 작은 영역 무차원 조위의 절대값이 보다 큰 영역과 보다 작은 영역 발생확률 분포도 , ( 1.0 -1.0 ,

의 양쪽 꼬리 영역 의 조위 발생확률분포 재현성이 매우 미흡하고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 , . ,

뢰성 설계과정에서 파괴확률이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남해안의 경우 개 분조를 이용한 조위 발생확률 분포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시 4 ,

한 개 분조를 모두 사용하여 조위 발생확률 분포를 산정하여야 하며 제시된 조화상수가 없는 경우에는38 ,

현장관측을 실시하여 직접 산정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해안의 경우 주요 개 분조에 우세한 분조- 4 SA, SAA를 추가하면 조위 발생확률 분포 재현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현행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상의 기준 외곽시설의 안정계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요 개 분조, “ , 4

를 써서 조위를 계산하고 내용기간 중에 조위의 발생분포를 추정한다 라는 부분은 외곽시설의 안, ( ) ” “耐 期間

정계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년 이상의 관측자료를 활용하거나 개 이상의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조위의, 1 , 38

발생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가용한 자료 및 분조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달 미만의 단기관측을 통. 1

하여 주요 개 분조를 추출하여 조위 발생확률 분포를 추정하는데 활용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개 분조를4 . , 4

이용한 조위 발생확률 분포추정을 하는 경우 조위발생 확률분포의 재현성에 대한 한계 검토 및 자료가 가용,

한 인접 지점 및 검조소 자료를 분석하여 적절한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조 등 이 제안한 쌍봉형 정규분포함수 형태의 조위자료 발생, (2004)

확률 밀도함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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