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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current on  internal tide in East China 

Sea using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Hyun Kyung Kwon

Divis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Bioscienc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Abstract

The generation of internal tide depends on sharply changing subsurface 

topography slope such as the continental shelf and magnitude of tide, 

stratification condition of density. Although the East China sea that 

correspond with these condition is the region generating M2 internal tide in 

the world. Most of previous studies proceeded with focusing on external 

tide. Generation and propagation about the M2 internal tide were 

investigated by using a regional numerical modeling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es involved from 

observ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a Kuroshio impact on M2 internal tide and the 

distribution and energetics of the internal tide in East China Sea using 

three-dimensional high resolution model,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The model covers the region 15°N~35°N, 115°E~150°E, with 

grid resolution of 1/12° (about 7~8km) in both longitude and latitude. 

There are 50 generalized S- coordinate levels. The atmospheric forcing is 

obtained from the three-hourly meaned ECMWF forecast data with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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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during the period 1979~2011. Temperature, salinity, sea surface 

elevation and velocity data for open boundaries are obtained from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HYCOM) data.

The numerical experiment shows that Bashi/Luzon Straits and Tokara 

stait ar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generation regions of the M2 internal 

tide in the The East China Sea and adjacent seas. Because of the Kuroshio 

impact, the magnitude about generation of the M2 internal tide reduced 

about 3 GW and there were no seasonal differences. A propagation of M2 

internal tide energy in Bashi/Luzon strait and Tokara strait were decreased 

due to currents, the direction of propagation wa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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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고해상도 모형을 이용한 동 국해 내부조석의

해류효과

권 경

한국해양 학교 해양생명환경학과

록

내부 조석의 발생은 륙붕과 륙사면과 같이 격히 지형이 변하는 해

지형의 형태와 조석의 크기, 도의 성층화 조건에 좌우된다. 이러한 조

건에 부합하는 동 국해 지역은 세계 으로 M2 내부 조석이 발생하는 주요

지역이지만 선행된 연구들의 부분이 외부조석에 을 맞춰 진행되었다. 

내부 조석의 생성과 는 측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인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 국해의 해류가 M2 내부 조석 에 지의 생성과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악하고 내부조석 에 지의 시·공간 크기

분포 특성을 정량 으로 알아 보기 해 3차원 고해상도 해양 모형을 이용하

여 실험을 하 다. 모델 역은 도 15。N~35。N, 경도 115。E~150。E로

설정하 다, 모델 해상도는 1/12。(약 7~8 Km)이며, 수직격자는 50층으로 구

성하 다. 1979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하여 3시간 간격의 기상자료를 사용

하 고, 2004년부터 2011년 까지 HYCOM에서 제공하는 동화자료 유속, 

수온, 염분, 표층 수 값을 개방경계에서 사용하 다.

동 국해에서 M2  내부 조석 에 지가 생성되는 주요 지역은 Bashi/Luzon 

해 과 Tokara 해 이다. 해류에 향으로 인해 내부조석의 생성량이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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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 정도 감소하 고, 계 별로 생성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Bashi/ 

Luzon 해 과 Tokara 해 에서 되는 내부 조석 에 지는 해류로 인해

에 지가 감소하 고, 방향 한 변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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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동 국해는 우리나라 황해와 연결되며 국, 일본, 우리나라 사이에 치하는

서태평양의 연해이다 (Fig 1). 북서쪽으로는 넓은 륙붕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남동쪽에는 깊고 좁은 오키나와 해구가 존재 한다(Lie, 2002). 동 국해는

세계 으로 M2 내부조석이 크게 발생하는 해역으로 유명하다(Niwa and Hibiya, 

2001). 내부조석은 조석 주기를 가지는 내부 를 의미하며, 성층화된 해양과

륙붕단 (shelf break), 해산 (seamount) 과 같이 수심이 격히 변하는

해 지형에서 흔하게 나타난다(Niwa and Hibiya, 2004). 외부조석과 달리 내부

조석은 깊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양에서 약 100 km 

정도의 짧은 장을 가진다. 내부조석의 경우 외부조석에 비해 속도와 장은

상 으로 작지만 수직 인 진폭은 크며, 해표면의 조석에 지를 내부로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Munk, 1997). 따라서 내부조석은 해양의 혼합에

큰 향을 미치며,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내부조석의 크기는 측만으로는 측정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지역 인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내부조석의 생성과 를 연구해왔다(Glenn S, 2012). Niwa 

and Hibiya (2001)는 3차원 기본 방정식을 이용한 모델을 통해 태평양 체의

내부조석 에 지를 계산하 고, 그 결과 서태평양의 내부조석 에 지가

동태평양보다 2~3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한 Kang et al. (1998)은

서태평양 동 국해와 인 한 해는 내부조석이 발생하는 주요한 지역이라

보고한 바 있으며, Baines (1982)은 2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세계 주요 M2 

내부조석 발생지역 동 국해가 두 번째로 크다고 밝혔다.  Niwa and Hibiya 

(2004)는 고해상도 모델을 이용하여 동 국해의 M2 내부조석 생성의 공간 분포

에 지 럭스를 계산하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동 국해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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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유동인 쿠로시오 해류를 포함하지 않았다. 쿠로시오 해류는 상층에서 0.75~ 

1.5 m/s의 유속을 가지며 이는 M2 내부조석의 속도와 거의 같은

크기이다. 따라서 쿠로시오 해류에 의한 내부 조석의 변형이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류의 효과를 고려한 내부조석 에 지의

계산이 필요하다(Niwa and Hibiya, 2004). 

이미 Jan et al. (2012)은 쿠로시오의 향으로 인한 M2 내부조석의 생성과

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하지만 이상 인 조건에서의 쿠로시오를

재 하 고 연구해역이 Bashi /Luzon 해 에 국한되어 있어 동 국해를 포함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고해상도 모형을 사용하여 내부조석에 미치는 해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조류와 해류를 모두 고려한 경우와 조류만 고려한 경우의

수치 실험을 각각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국해의 쿠로시오

해류가 M2 내부조석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고, 내부조석의

시·공간 크기 분포 특성을 정량 으로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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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모델 개요

2.1 모델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차원 해양수치모델은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 version 3.5)이다. ROMS는 정수압 근사 (Hydrostatic assumptions)와

Bossinesq 근사를 이용하여 원시 방정식 (primitive equations)을 계산하는 3차원

자유수면 terrain-following 수치 모델 이다 (Hedstrom, 2009). 

 수평 격자는 각 격자의 심에서 도, 수심 등을 주고 각 격자의 좌우 방

향에서 유속의 U 성분, 상하방향에서 유속의 V성분을 주는 Arakawa-C grid를

사용한다. 연직 격자는 S-좌표계(Stretched terrain-following coordinates)를 사용

함으로써 다양한 지형조건을 잘 표 하 다(Song and Haidvodel, 1994). 따라서

표층과 바닥 경계층에서 향상된 해상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지형에 강한 민감

도를 보이는 압력구배오차를 일 수 있다(Shchepetkin and McWilliams, 2005). 

 수평 이류항과 수직 이류항은 각각 3차 upstream 기법, 4차 앙 차분법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연직 확산 계수는 Mellor-Yamada turbulence closure 

scheme(Mellor and Yamada, 1974)을 사용하 고, 수평 확산 계수는 모델의 격

자 크기와 수평 단속도에 따라 계수를 산정하는 Smagorinsky(1976) 식으로

계산하 다. 

 기와 해양의 상호 작용에 향을 주는 열수지 변화를 계산하기 해서

Fairall et al. (1996)의 bulk parameterization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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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델 역 입력자료

모델 역은 동 국해와 북서태평양 일부 역을 포함한 역으로 도 15。

N~35。N, 경도 115。E~150。E 이다(Fig 1). 수평 해상도는 268×421으로 1/12。 

(약 7~8km) 이며, 연직방향으로는 50개의 층으로 구성하 다. 수심자료는

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 (NGDC)에서 제공하는 ETOPO1 자료를 이용

하 으며, 격자를 구성 할 때 수평 으로 격자간의 갑작스러운 수심 변화를

이기 해 수심변화에 한 보정을 하 다. 최소수심은 10m, 최 수심은

6,500m로 설정하 다.

  모델 역의 개방경계에서 입력되는 수온, 염분, 유속 해수면 변 자료

는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HYCOM)에서 제공하는 1/12°간격 동화 자

료를 사용하 으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월 평균된 값을 입력하 다. 

개방 경계 조건으로 해수면 변 와 수심 평균된 2차원 유속은 각각 Flather 

(1976), Chapman (1985) 조건을 사용하 고, 3차원 유속 수온, 염분은

Radiation 조건을 이용해 계산하 으며, 더불어 수온과 염분은 10일 간격으로

Nudging 시켜주었다.  

 개방경계에 입력되는 조석자료는 인공 성 TOPEX/Poseidon의 측 자료를

동화한 지구 모델 결과 값인 TPX07(Oregon global model version 7)을 이용

하 고, 반일주조인 M2 조석 분조만 고려하 다.  

기강제력은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에서 제공하는 0.75°간격의 ERA interim 자료를 이용하 으며, 1979

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하여 3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내삽하여 사용하 다. 여

기서 고려된 기강제력은 바람 응력, 단 장 복사, 열, 잠열, 구름, 강

우, 강설, 기온, 해면기압 유거수(runoff)이다.

육상기원 비 원 유거수 강 유량 등 해표면 염분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모델 내에서 정확하게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1/4。 간격의 GDEM 

(Generalized Digital Environmental Model) 자료를 이용하여 30일 간격으로 해표

면 염분값을 복원 (restoring)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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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수온과 염분 값은 Japan Ocean Data Center (http://www.jodc.go.jp/) 자

료 8월 자료를 이용하 으며, 수평 방향으로는 일정하고 연직방향으로는 변

화하게 설정하 다. 기 운동량은 역에서 0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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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모델 역 수심도,  등수심선 간격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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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동 국해 해류를 재 하기 해 모델을 20년 동안 안정화(Spin-up)하 다. 이

후 조석을 포함하여 해류와 조석이 모두 포함된 경우(Case 1)와 조석만 포함한

경우(Case 2)의 수치 실험을 추가 수행하 다. Case 1의 경우 안정화 단계의 마

지막 결과를 기 조건으로 하여 모델을 1년간 계산하 다. 하지만 Case 2의

경우 안정화 결과 마지막 해의 2월, 8월 수온과 염분 자료를 역에

해 수평 평균하고 연직으로만 값이 변하게 기 조건으로 설정하 다. 이 때

기 운동량은 0으로 설정하여 각 1달간 모델 계산을 수행하 다. 이는 Case 1

과 Case 2의 기장을 최 한 비슷한 조건으로 설정하면서 Case 2의 기장에

서 효과 으로 해류를 배제하기 한 것이며, Case 2의 기 수온 염분은

Fig. 2와 같다. 한 Case 2의 경우 조석만을 고려한 이상 인 모형으로 기강

제력 바람응력, 해면기압을 모델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Fig 2. Case 2의 기 수온 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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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류검증

모델 안정화 단계에서 재 된 쿠로시오를 검증하기 해 2월과 8월 PN-Line 

(Fig. 3)의 유속 단면을 비교하 다. Fig. 4 (a-b)는 각 각 2월과 8월의 PN-Line 

유속 단면이고, (c)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개의 CPIES (current 

–and- pressure –recording inverted echo sounders)와 2개의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를 이용해 측된 유속이다. 측 결과를 살펴보면

양의 흐름 (북동방향)은 륙사면에 치하며, 음의 흐름 (남서 방향)은

연안쪽에 치한다. 남서방향 흐름은 재순환 흐름이라고도 하며, 쿠로시오와

류큐 섬 사이에 존재한다 (Oka and Kawabe,2003; Andres et al.,2008). 모델은

북동방향 흐름과 재순환 흐름의 치, 패턴 등을 측과 유사하게 재 하 다.  

 모델에서 북동 방향 흐름의 최 값은 0.88m/s이며, 측의 최 값은 0.65 m/s 

이다. 모델의 2월과 8월의 PN-Line을 가로 지르는 수송량은 각각 17 Sv과 18.2 

Sv이며,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측의 평균 수송량은 18.5 

Sv이다(Table 1). 체 으로 모델의 2월과 8월 쿠로시오 흐름은 측 값과

유사하게 재 한 것으로 단된다.

Fig 3. Andres et al (2008)에서 발췌한 PN-Line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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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N-Line 유속 단면 (a) 모델 2월, (b) 8월, (c) 측(Andres et al, 2008) , 0.1 

m/s 간격으로 표시, 흰색 선 0 m/s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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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Model

월평균

03년101~04년11월

(Sv)

2월

(Sv)

8월

(Sv)

Positive Transport 24 21.2 20.8

Negative Transport -5.4 -4.28 -2.6

Net

Transport
18.5 16.92 18.2

Table 1. PN-Line에서 측 수송량과 모델 수송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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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석 검증

 3.2.1 조 검증

본 연구에서는 조석을 검증하기 해 모델이 계산한 조 값을 조화 분해하

여 M2 분조의 진폭과 상 값을 구했으며, Niwa and Hibiya (2004)의 연구에서

제시된 값을 이용해 비교하 다 (Fig. 5). 상은 Greenwich 자오선을 기 으로

계산되었으며 진폭의 단 는 m이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M2의 진폭은 Niwa 

and Hibiya (2004)에서 제시한 값과 부분의 지역에서 잘 일치한다. 하지만 우

리나라 서해와 남해안의 남쪽 부근과 제주도 부근에서는 Niwa and Hibiya 

(2004)보다 작게 모사하 고 타이완 해 에서는 약 0.3m 더 높게 모사하 다.인

공 성 TOPEX/Poseidon을 이용해 측한 결과로 만들어진 Fang et al (2004)의

조석도 (Fig. 6 (c))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남해와 제주도, 타이완 해 에서 본

모델의 결과가 Niwa and Hibiya (2004) 모델 결과보다 더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상의 경우는 반 인 패턴은 모델에서 잘 모사되었으나, 역에서

Niwa and Hibiya (2004)의 결과 값과 평균 30~40。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상

차이는 연구의 목 에 큰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상 패턴

이 Niwa and Hibiya (2004)결과와 가장 크게 차이나는 지역은 산둥반도 부근(

도 34。N)이다. Fang et al. (2004)이 제시한 상기 지역의 무조 치와 패턴이

Niwa and Hibiya (2004)보다 본 모델 결과와 좀 더 일치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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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2 분조의 진폭 (색, m)과 상(실선,。) 공간분포. 상은 간격은 15。으

로 나타냄 .(a) 2월 평균 Case1 (Current + Tide)의 결과. (b) 2월 평균 Case2 

(Tide)의 결과. (c) Niwa and Hibiya (2004)에서 발췌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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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2 분조의 진폭 ( 선, cm)과 상(실선,。) 공간 분포. 상은 30。간격

으로 나타냄.(a) 2월 평균 Case1(Current + Tide)의 결과. (b) 2월 평균

Case2(Tide)의 결과. (c) Fang et al. (2004)에서 발췌한 결과 ( 상의 기 시간은

Beijing 표 시간(UT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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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조류 검증

Figure 7은 역에서 수심 평균된 유속 성분을 조화 분해하여 나타낸 조

류 타원도이다. Fig. 7 (a-b)는 각각 2월 Case 1 과 Case 2 결과이며, 두 결과가

부분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류의 효과로 인해 조류의 공간 분포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있다. Fig. 7 (c)는 3차원 모델을 이용한 Niwa and 

Hibiya (2004)의 조류 타원도를 나타내며, 로그 스 일로 타원도를 표시하 기

때문에 북서 태평양의 조류타원도의 크기가 모델 결과보다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모델과 비교하 을 때 타이완 해 부근의 타원도 형태가 다소 일치 하

지 않았지만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타원도의 방향과 모양이 일치하 다. Fig. 7 

(d)는 F.Lefevre et al. (2000)이 측 결과로부터 제시한 조류 타원도이고, Niwa 

and Hibiya (2004) 모델 결과보다 타이완 해 부근의 타원의 형태와 방향이 모

델의 결과(Fig. 7 (a),(b))와 더 일치한다. 따라서 반 으로 모델이 연구 상 해

역의 조류를 잘 재 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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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M2 분조의 조류타원도. 등수심선 간격 1000m.                                                             

(a) 2월 평균 Case1 (Current + Tide)의 결과, (b) 2월 평균 Case2 (Tide)의 2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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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2 분조의 조류 타원도. 등수심 1000m간격으로 표시. (c) Niwa and Hibiya (2004)에서 발췌한 조류 타원도, (d) 

F.Lefevre et al. (2000)에서 발췌한 조류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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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내부조석에 미치는 해류의 효과

3.3.1 내부조석 생성

M2 내부조석의 주요 발생 지역인 Bashi/Luzon 해 의 연직단면( 도 20.5°N)에서

잘라 유속의 구조를 살펴보면 내부조석의 발생과 를 확인할 수 있다(Niwa and 

Hibiya, 2004). 이때, Case 1(Current + Tide)의수치실험결과는주기 18시간을 기

으로 high-pass filter하 다. Fig. 8은 동서 방향 유속(U)에 한 연직 단면을 나타낸

Snapshot이다. 경도 121。E에 치하고 있는 특이한 두 개의 ridge 오른쪽 ridge

에서 내부 조석이 주로 발생하며, 여기서 생성된 내부조석은 남 국해와 북서 태평

양쪽으로 양방향 평행하게 한다(Niwa and Hibiya, 2004). 

Figure 9은 Niwa and Hibiya (2004)에서 발췌한동서방향 유속(U)의 연직단면도이

다. Bashi/Luzon 해 의 ridge에서 발생한 ray는 해 바닥과 해표면을 이르는 연직

구조를 나타내며, 이러한 연직구조는 북서태평양으로 할수록 사라진다. 이

러한 이유는 원래 존재하고 있는 내부 와 새로 생성되어 하는 내부조석의 비

선형 상호작용 때문이며, 이러한 상을 모델에서 잘 재 하기 해 인공 인

damping term을 이용하여 실제 해양에 가깝게 내부조석의 감소를 재 하 다 (r= 

1/5). 

Case1 과 Case 2 의 동서방향 연직 단면의 결과(Fig. 8)는 Niwa and Hibiya (Fig. 

9)의 결과 보다 다소 크게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Case 2 (Fig 9)는 Niwa and 

Hibiya (2004)에서 수행된 실험과 같이 오로지 조석만 포함된 모델이며 ray의 수직

인 분포가 북서태평양으로 갈수록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델에서는 damping term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서 태평양

으로 되는 연직 인 ray의 형태가 Fig 9보다 다소 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ase 1에서 한 ray의 수직 인 분포가 상쇄되는 상이 확인되며, Case 2 보다 더

빨리 내부조석의 발생과 함께 소멸하 다. 이러한 이유는 내부 조석과 해류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내부조석이 혼합되어 상쇄되었기 때문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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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도 20.5。N 에서의 유속(U) 연직 단면 Snapshot. ( ) Case 1 (Current 

+ Tide)결과를 나타내며 18시간을 기 으로 high-pass filter 함. (아래) Case 2 

(Tide)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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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iwa and Hibiya (2004)에서 발췌한 동서 방향 유속(U)성분 연직단면도 ( 도 20.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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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압 조석(Barotoripic tide)은 경압 조석(Baroclinic tide)이 생성되는데 요한

기원이 된다. 내부조석의 생성을 정량 으로 계산하기 해 아래와 같은 식 (1)은

Niwa and Hibiya (2004)가 순압 조석에서 경압조석으로 에 지가 변환되는 양

(conversion rate)을 계산한 식이다. 여기서 ′은 perturbation density를 나타내며

는 Barotropic flow에 한 데카르트 수직속도 (Cartesian vertical velocity)를

뜻한다. S-좌표계에서 는 


로 정의되며 해표면에서는 0을, 바닥에서는 –1

의 값을 가진다. 

      











′                                   (1)

     






 











                (2)     

                        

Figure 10은 순압 조석에서 경압 조석으로 환되는 에 지 양()을 나타

낸 그림으로 (a)와 (b)는 각각 Case1, Case2의 2월 결과이다. 경도 115。

E~138。E, 도 15。N~35。N의 역에서 수심 분된 변환 량을 3일 평균하여

계산하 다. 

동 국해에서 내부조석 에 지가 강하게 생성된 지역은 Bashi/Luzon 해 과

Tokara 해 , 수심이 격히 변하는 륙붕 주변지역이며, 이러한 특징은 Niwa 

and Hibiya (2004)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2월의 내부조석 생성

량()은 Case 1에서 약 20 GW, Case 2에서 약 23 GW로 계산되었다. 8월

의 경우 Case 1은 약 18 GW이고, Case 2는 약 21 GW이다 (Table 2). 2월과

8월 모두 해류를 포함하면서 내부조석의 생성량이 약 3 GW 정도 감소하 고

계 별로 생성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Table 3은 Niwa and Hibiya(2004)에서 Bashi/Luzon 해 (경도 120。E~121。E,

도 18。N~23。N)의 내부 조석 생성량을 모델과 비교한 것이다. Niwa and 

Hibiya (2004)는 수평 해상도, 연직 격자 개수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서 내부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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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Current + Tide) Case 2 (Tide)

2월 20 GW 23 GW

8월 18 GW 21 GW

Table 2.  순압조석 에 지에서 경압조석 에 지로 환량

에 지 생성량에 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 다. 기 이 되는 실험 A의 모델

해상도는 1/32°이며, 연직으로 50개의 층, 평균 10 km 간격의 수심 자료를 사

용하 으며 이때 Bashi/Luzon 해 에서의 내부 조석 생성량은 14.9 GW이다. B1

은 A의 해상도를 1/2배로 설정한 실험이며 내부조석 에 지의 생성량은 7% 감

소한 13.8 GW이다. B2는 기 이 되는 해상도보다 2배 높은 경우이며 생성량은

2% 증가한 15.2 GW이고, B3은 수직 층의 개수를 2배로 늘인 실험이며 이때 생

성량은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해상도 1/12°이며 수직으

로 50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Niwa and Hibiya (2004)모델의 B2 경우

와 흡사하다. Case 2 조석만 포함된 모델의 2월과 8월의 내부 조석 생성량이

약 14.9 GW, 12.8 GW 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내부조석 생성량이 Niwa and 

Hibiya (2004)결과와 유사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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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2월의 Barotropic tide에서 Baroclinic tide로 환되는 에 지 분포. (a)Case 1 (Current + Tide), (b)Case 2 (Tide). 

등수심선 간격 1000m



- 23 -

Fig 11. 8월의 Barotropic tide에서 Baroclinic tide로 환되는 에 지 분포. (a)Case 1 (Current + Tide), (b)Case 2 (Tide). 

등수심선 간격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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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a and Hibiya, 2004]

Horizontal 

Grid Size, deg

Vertical Level 

Number

Topography 

Averaging ,km

Conversion rate [GW]

(Relative Increase From 

Exp A.)

A 1/32 50 10 14.9

B1 1/16 50 10 13.8(-7%)

B2 1/64 50 10 15.2(+2%)

B3 1/32 100 10 14.9(+0%)

[Model] 2월 8월

Case 1 (C + T) 1/12 50 1.6 13.2 11.3

Case 2 (T) 1/12 50 1.6 14.5 12.8

  Table 3. Bashi/Luzon 해 에서 Niwa and Hibiya (2004)와 모델 Conversion rat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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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 et al. (2012)은 고해상도 3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이상 인 쿠로시오를

Bashi/Luzon 해 에만 포함하 고 이상 인 해류가 M2 내부조석의 생성과

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해 연구하 다. Fig. 12은 도 20.5°N에서 내부

조석 에 지의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며 왼쪽 그림은 모델 결과, 오른쪽은 Jan 

et al. (2012)에서 발췌한 결과이다. 

Jan et al. (2012)은 도 20.5°N에서 내부 조석을 발생시키는 요한 두 개

의 ridge를 기 으로 쿠로시오의 치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내부조석의 생성

량 변화를 비교하 다. M2A의 경우 쿠로시오가 존재 하지 않을 때, M2B는 쿠

로시오가 두 개의 ridge에 간에 치한 경우, M2C는 오른쪽 ridge의 오른쪽, 

M2D는 왼쪽 ridge에 왼쪽에 쿠로시오가 치한 경우의 내부조석의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모델의 경우 Case2 내부조석 생성량의 최 값을 기 으로 정규화 하 고, Jan 

et al. (2012)은 M2A의 최 값으로 정규화하여 나타내었다. 모델과 Jan et al. 

(2012)의 내부 조석의 생성량은 서쪽 ridge에서 생성되는 내부 조석의 양이 동쪽

ridge에서 생성되는 내부조석 에 지보다 훨씬 크다. 모델 결과에서 해류를 포함

하면서 이 지역의 내부조석 에 지의 생성량은 약 4% 감소하 고 Jan et al. 

(2012)에서도 M2C의 경우 해류에 의한 내부 조석의 생성량이 약 5%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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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도 20.5°N에서의 내부조석 에 지 생성량(conversion rate), (왼쪽) 모델의 2월 결과, (오른쪽) Jan et al. (2010)에서

발췌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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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내부 조석 에 지

 M2 내부조석이 생성되는 에 지의 양은 2월과 8월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Table 2) M2 내부조석의 에 지 와 련된 분석은 2월 결과에만 수

행하 다. 

        









 
 ′ ′                               (3)

 식 (3)는 내부조석 에 지가 생성되어 하는 럭스를 계산한 식이다. 의

식에서 는 력가속도, ′는 perturbation density이고,  ′은 perturbation 

pressure이다. T는 평균된 기간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3일을 평균하 다. 

Fig. 13의 왼쪽 그림은 Niwa and Hibiya (2004)에서 발췌한 M2 내부조석 에

지 럭스를 나타내며 오른쪽 그림은 2월 조석만 포함된 경우 M2 내부조석 에

지가 하는 럭스를 나타낸 그림이다. 두 결과에서 내부조석 에 지

럭스는 주로 Bashi/Luzon 해 에서 강하게 발산되어 북서태평양과 남 국해 쪽

으로 한다. 북서 태평양으로 하는 내부 조석에 지의 경우 모델에서

다소 크게 모사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Niwa and Hibiya (2004)는

damping term을 사용하여 내부 조석의 를 인 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이

라 단된다. Tokara Strait에서도 강한 내부조석이 발산하 고 모델의 경우 이

지역의 내부조석 에 지 럭스는 Niwa and Hibiya (2004)에 비해 다소 작게

모사되었지만 남서쪽으로 하는 방향은 일치하 다.

 Fig 14는 경도 115。E~138。E, 도 15。N~35。N의 역에서 Case 1과 Case 

2의 M2 내부 조석 에 지가 이동하는 럭스이다. 해류의 향으로 인해 내부

조석 에 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은 북서태평양 부근이며, 해류로 인해

태평양으로 되는 내부조석의 에 지가 다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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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수심 분된 M2 내부조석 에 지 럭스. (왼쪽)  Niwa and Hibiya (2004), (오른쪽) 2월의 Case 2 결과, 

등수심선 1000m 간격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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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2월의 수심 분된 M2 내부조석 에 지 럭스. (왼쪽) Case 1(Current + Tide), (오른쪽) Case 2(Tide)의 결과, 

등수심선 1000m 간격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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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iwa and Hibiya,2004]

Westward Eastward Westward Eastward

Case 1 2.3GW 2.5GW
4.2GW 3.2GW

Case 2 2.5GW 2.8GW

Table 4. Bashi/Luzon Strait에서 발산되는 M2 내부조석 에 지 럭스 양

3.3.3 해역별 해류의 효과

 해류의 향으로 내부조석 에 지의 생성 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을 A 

,B ,C 지역으로 나 어 분석하 다(Fig. 15). A와 C지역은 내부조석 에 지가 동

쪽과 서쪽으로 되는 Bashi/Luzon 해 , B는 Tokara 해 으로 지정하 다. 

지역 A

Table 4는 Bashi/ Luzon 해 (경도 120。E~121。E, 도 18。N~23。N)에서 양

쪽으로 발산되는 내부조석 에 지 럭스의 양을 정량 으로 계산한 것이다. 2

월의 경우 Bashi/Luzon 지역에서 태평양 쪽(동쪽)으로 되는 에 지 럭스

는 Case 1에서 2.3 GW이며, Case 2의 경우는 2.6 GW로 해류를 포함하면서 약

11%가 감소하 다. 이 지역에서 연안쪽(서쪽)으로 하는 내부조석 에 지

럭스는 Case 1의 경우 2.1 GW이며, Case 2에서는 2.3 GW로 해류로 인해 약

8%가 감소하 다. Niwa and Hibiya (2004)의 경우 서쪽으로 되는 내부 조

석의 에 지 양은 4.2 GW이며 동쪽으로 하는 경우는 3.2 GW이다. Bashi/ 

Luzon 해 의 동쪽과 서쪽 단면을 통과하는 내부조석 에 지는 모델에서 다소

작게 계산되었으며, Niwa and Hibiya (2004)의 결과와는 반 로 서쪽으로

되는 내부조석의 에 지 양이 더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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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2월 수심 분된 M2 내부조석 에 지 럭스와 수심 200m에서 쿠로시오 해류속도와 A,B,C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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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Jan et al. (2012)은 이상 인 쿠로시오가 M2 내부

조석에 지의 생성뿐만 아니라 에도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Fig. 

16는 도 19.5°N~ 21.5°N사이를 분한 내부조석 에 지를 나타낸 것이며

(a)는 모델의 결과, (b)는 Jan et al. (2012)에서 발췌한 결과이다. 모델의 경우

Case 2의 최 값으로 정규화 하 고 Jan et al. (2012)은 M2A의 최 값으로 정

규화 한 결과이다. 양의 값은 동쪽으로 되는 내부조석의 의미하며, 음의 값

은 서쪽으로 되는 내부조석을 나타낸다. 쿠로시오가 없을 때(M2A)의 경우

양 방향으로 하는 내부조석의 크기는 쿠로시오가 오른쪽 골의 동쪽에 치

할 경우(M2C)에만 감소하 다. Fig. 16(a)에서도 Jan et al. (2012)의 M2C의 경우

와 같이 해류를 포함하면서 양방향으로 되는 내부조석의 에 지가 감소하

고, 내부조석의 에 지 감소량는 Bashi/Luzon 해 의 서쪽 부근에서 크게 나

타났다.    

 Fig. 17(a)는 Bashi/Luzon 해 (경도 120。E~121。E, 도 18。N~23。N)에서

Case 1과 Case 2의 2월 내부조석 에 지 럭스를 나타내며 (b)는 2월의 수심

200m에서 쿠로시오의 흐름장을 나타낸다. 연안으로 하는 내부조석의 방향

은 조류만 포함된 경우에는 서쪽이며, 해류의 향으로 내부조석의 방향이

북서쪽으로 변화하 다. Bashi/Luzon 해 의 쪽(약 도 22°N)은 내부조석

에 지의 방향 (Westward)과 쿠로시오의 흐름 방향 (Eastward)이 반 방

향이다. 이로 인해 서쪽으로 하는 내부조석 에 지 장의 길이가 짧아지

고 내부조석의 속도는 느려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 로 Bashi/ 

Luzon 해 아래 부분( 도 20°N)은 내부조석 에 지의 방향(Westward)과

쿠로시오의 흐름방향(Westward)이 평행하기 때문에 내부조석 에 지의 장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내부조석의 속도가 증가한다고 단된다. Bashi/Luzon 

해 의 쪽은 내부조석 에 지가 느리고 아래쪽은 상 으로 빠르기 때

문에 아래와 의 속도 차이로 인해 내부조석의 진행방향은 서쪽 방향에

서 북서 방향으로 회 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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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지역 A, 도 19.5°~21.5°사이를 분한 M2 Baroclinic energy (a) 2월 연구 모델 결과(Case1 Current + Tide, 

Case2 Tide), (b) Jan et al(2012)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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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 지역 A (a) 2월 Bashi/Luzon Strait M2 내부조석 에 지 럭스 ,(b) 

Bashi/Luzon Strait 2월 수심 200m 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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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B 

  Figure 18(a)는 2월 Tokara 해 의 M2 내부 조석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

내며, (b)는 2월 수심 200m에서 쿠로시오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 지역에서도 쿠

로시오의 향으로 인해 내부조석 에 지의 생성양과 퍄양이 감소하 다. 특

히 도 27°N~29°N,경도 131°E~133°E 부분은 해류의 흐름방향과 내부조석

의 방향이 반 방향이며, 이 지역에서 하는 내부조석 에 지가 크게

감소하 다.

지역 C

 지역 C는 Bashi/Luzon 해 으로 동쪽으로 하는 내부조석 에 지에

을 두었다. Fig. 19(a)는 2월의 M2 내부 조석 에 지의 방향과 크기이며 (b)

는 수심 100m에서 쿠로시오를 나타낸다. Fig 20는 경도(124°E, 126°E, 

128°E, 130°E)에 따른 도 19°N~22°N 사이에서 내부 조석 에 지 차이

(Case 1 – Case 2)를 나타낸다. 도 20°도 이상에서는 내부조석 에 지의 차

이가 부분 음이기 때문에 해류에 의해 내부조석 에 지가 감소하 다. 특히, 

도 20°N~ 21°N 사이는 해류에 의한 내부조석의 에 지 감소가 큰 지역이

며, 경도에 따라 되는 내부조석의 에 지 감소가 크다. 

도 21°N이상에서는 eddy에 의해 해류는 서쪽으로 흐르며 내부조석 에

지는 동쪽으로 한다. 해류 흐름 방향과 내부조석 에 지 방향이 반

이기 때문에 내부조석의 에 지가 감소한다고 추측된다. 도 21°N이하

에서는 해류 흐름과 내부조석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내부조석의 에

지가 증가한다고 단되며 이로 인해 내부조석의 방향이 남쪽으로 변화

하 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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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지역 B, (a)Tokara strait 2월의 M2 내부조석 에 지 럭스 방향(화살표)과 내부조석 에 지 생성(색), (b) 2월

200m 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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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지역 C, (a) 2월 M2 내부조석 에 지 방향과 크기, (b) 수심 100m 쿠로시오 해류장



- 38 -

Fig 20. 지역 C, 경도별(124°~130°) 2월 M2 내부조석 에 지 차이 (Case 1 –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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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2월의 M2 내부조석 에 지의 크기. (a)는 Case 1(Current + Tide), (b)는 Case 2(Tide), 등수심 간격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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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 8월 M2 내부조석 에 지의 크기. (a)는 Case 1(Current + Tide), (b)는 Case 2(Tide), 등수심 간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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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고해상도 모형을 이용하여 해류와 조류 모두 포함한

Case 1과 조류만 포함한 Case2의 비교를 통해 동 국해에서 생성되는 M2 내부

조석에 해류가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모델의 M2 내부 조석의 진폭과

상, 조류타원도는 인공 성 측 결과와 유사하여 모델이 연구 해역의 조류

를 잘 재 한다고 단할 수 있다. Case1, Case2의 연직 단면의 유속 분포는

Bashi/Luzon 해 의 오른쪽 ridge에서 M2 내부 조석이 강하게 생성되어 하

는 것이 확인하 으며, 해류의 향으로 인해 태평양으로 되는 내부조석의

에 지가 다소 감소하 다. 순압 조석에서 경압조석으로 에 지가 환되는 주

요 지역은 Bashi/Luzon 해 과 Tokara 해 이며, 해류의 향으로 인해 생성량

이 약 3 GW 감소한다. M2 내부조석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인 Bashi/Luzon 해

과 Tokara 해 으로 나 어 해류 흐름 방향으로 인한 M2 내부 조석 에 지의

생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류의 향으로 인해 내부조석 에 지의

크기는 감소 하 으며 방향 한 변화 하 다. 

부분의 연구에서는 조석 모델만으로 계산한 결과를 OGCM에 사용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류와 내부조석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고 해류로 인해

내부조석의 생성과 에 지가 감소하 으며, 방향이 변화하 다.  따

라서 지구 모형에 조석을 모수화 하여 사용할 경우 모델 내에서 조석과 해

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조석의 생성이 과도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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