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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울릉분지 중앙 (37oN, 131oE)에서 2010년 2월 20일부터 11월 6

일까지 3개의 계류선에서 관측된 해류 자료를 이용하여 장주기와 

준관성주기 해류 변동을 분석하였다. 전 기간 평균 해류는 크게 

두 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경계는 약 170m로 평균 수온 분포에

서 확인된 수온약층과 심층의 경계면이다. 대마난류수의 특성을 

보이는 상층에서는 북동향의 흐름이 표층에서 가장 강하며 장주기 

성분으로 최대값이 87cm/s이며, 수심이 깊어지면서 유속이 급격히 

감소한다. 동해중층수와 고유수의 특성을 보이는 하층에서는 북서

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유속은 약하며 평균유속은 5cm/s이하이며, 

최대유속도 40cm/s이하 이며 수심에 따른 유속 차이가 크지 않다. 

장주기 해류는 약 1~2개월 주기의 저주파 변동을 하며, 이러한 저

주파 변동은 대한해협을 통과한 동한난류의 유로 변화와 동한난류

가 동해안에서 이안하는 위도의 변화와 연관이 되었다. 여름철(6월

~8월)에 강한 해류가 관측되었던 경우에는 장주기 해류의 순압성

분이 강화되면서 전 층에서 동일한 방향의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에 가을철(9월~10월)에 강한 해류가 관측되었던 경우에는 장주기 

해류의 경압성분이 커져 평균 해류와 유사하게 상층은 북동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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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은 북서향류를 보였다. 유속 6cm/s 이상의 준관성주기 내부파

는 바람이 약한 여름철 (6월~8월)에는 200m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2회, 200m보다 얕은 수심에서는 12회로 주로 상층에 국한되어서 

관측된 반면에, 바람이 강한 봄철 (3월~5월)과 가을철 (9월~10월)

에는 각각 16회, 9회로 30m보다 깊고 450m 보다 얕은 수심에서 

관측되었다. 준관성주기 운동에 의한 수직적 유속 차이는 몇몇 이

벤트의 경우에 장주기 운동의 수직적 유속 차이보다 더 강해 질 

때가 있었다. 그 중 6월 이벤트의 경우에는 thermostad보다 깊은 

영구수온약층에서 Richard Number가 0.25 이하로 작게 나타나 준

관성주기 운동에 의한 수직혼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울릉분지, 준관성주기 운동, 장주기 해류, 동한난류, 울릉분

지 심층해류, 수직적 유속 차이, 성층 

학번: 2009-22951 

 

 

 

 

 



 

iii 

 

목차 

요약 ··················································································································ⅰ 

목차 ················································································································· ⅲ 

표 목록 ··········································································································· ⅳ 

그림 목록 ······································································································· ⅴ 

 

1. 들어가기 ······································································································ 1 

2. 사용장비와 자료의 분석 ··········································································· 4 

3. 분석결과 ··································································································· 11 

3.1. 장주기 해류 특성 ················································································· 11 

3.2. 준관성주기 운동 특성 ········································································· 29 

4. 해류의 event 분석 ·················································································· 34 

4.1. 장주기 해류 ·························································································· 34 

4.2. 준관성주기 운동 ··················································································· 45 

4.3. 성층과 수직 shear ··············································································· 49 

5. 결론 ··········································································································· 54 

 

참고문헌 ········································································································· 56 

Abstract ········································································································· 58 

 



 

iv 

 

표 목록 

 

표 1. 부이의 장비 set ·················································································· 6 

표 1. 장주기 성분 해류의 event별 통계표. 유속이 20cm/s 이상인 경우

를 event 로 설정한다. ·········································································· 23 

표 2. 장주기 유속 성분의 event 별 통계값, 속도에 대한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값과 u, v의 평균값, 표준편차값이다. ································ 25 

표 4. UBIM-S와 SuperStation에서 준관성주기 event가 나타난 시기와 나

타난 깊이, event중의 최고 유속값, 그리고 최고유속이 e-folding 되

는 유속이 관측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 30 

표 5. UBIM-M에서 준관성주기 event가 나타난 시기와 나타난 깊이, 

event중의 최고 유속값, 그리고 최고유속이 e-folding 되는 유속이 

관측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 31 

 

 

 

 

 

 

 



 

v 

 

그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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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값이다. 붉은색은 남북 방향 성분, 파란색은 동서 방향 성

분을 나타낸다. b)는 E-rap에서 5/21~8/26까지의 수온자료의 평균

값이다. c)는 b)의 평균수온을 이용하여서 수직한 수온 기울기를 

계산하였다. 검은선은 심층에서 올라오면서 기울기가 peak가 처음

으로 나타나는 곳에 표시하였다. 170m로 나타났다. ···················· 10 

그림 3. a)는 UBIM-M의 장주기 평균유속이며, b)는 장주기 성분의 한달 

평균한 유속의 stick diagram이다 (단, 11월만 6일의 평균 유속이

다). c), d)는 장주기 운동의 12시간 간격으로 뽑아낸 stick diagram

으로 파란 선은 SuperStation에서 관측된 유속이며, 붉은 선은 

UBIM-S에서 관측된 유속, 검은색 선은 UBIM-M에서 관측한 선이

다. ········································································································· 16 

그림 4. a)와 d)는 SuperStation에서 관측된 12시간 간격으로 뽑은 장주

기 성분의 유속으로 각각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유속이다. 붉은 

색은 각각 동향과 북향이며, 파란색은 서향과 남향의 성분을 의미

한다. 0cm/s부터 20cm/s 간격으로 검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b)와 

e)는 UBIM-S에서 관측된 장주기 성분의 유속으로 그림 구성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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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와 같다. c)와 f)는 UBIM-M에서 관측된 장주기 성분의 유속으로 

그림 구성은 a), d)와 같다. 477m를 기준으로 y축의 간격이 달라지

며, 477m이상은 8m 간격으로 관측된 유속값이 있으며, 477m 아

래는 표시된 tick 에서 관측된 유속 값이 있다. ···························· 17 

그림 5. 제일 왼쪽은 관측일이 겹치는 4/18 ~ 5/30 까지의  48hr 

lowpassed velocity의 평균 값 . 그 외는 해당일의 0시의 48hr 

lowpassed velocity이다. 윗줄은 52m의 유속이고, 아랫줄은 76m의 

유속이다. ····························································································· 19 

그림 6. UBIM-M에서 관측된 각 event 별 시간에 대한 평균 유속 profile 

붉은 색은 동서방향, 파란색은 남북방향의 유속 성분이다. 

··············································································································· 20 

그림 7. event4 기간의 유속의 speed와 U, V 속도이다. 약 7/4~7/12 동

안 150m 부근에서 남북 방향의 유속이 큰 차이를 보이며, 유향 

변화가 약 7일 정도로 지연되어 나타난다.····································· 22  

그림 8. 3개의 부이에서 관측된 유속의 준관성주기 성분의 속도

( u v ) 로 6cm/s의 등속선을 검은선으로 나타냈다. a)는 

SuperStation, b)는 UBIM-S, c)는 UBIM-M에서 관측된 유속을 사용

하였다. ································································································· 32 

그림 9. UBIM-M의 ADCP로 관측된 53~477m의 a)와d)의 검은선은 각각 

동서방향, 남북방향의 barotropic velocity이고, 붉은 선은 같은 방

향의 baroclinic velocity중 2050m의 유속이며, 파란선은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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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aroclinic velocity중 53m의 유속이다. 검은선과 붉은 선은 왼

편의 y축으로 그 크기가 표현되어, 푸른선은 오른쪽의 y축으로 그 

크기 표현되어 있다. b)와 e)는 각각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baroclinic velocity을 나타내며, 10cm/s 간격으로 검은 색으로 등속

선을 표시하였다. c)는 53m의 baroclinic 유속을 기준으로 깊이에 

따라서 감소하는 유속이 e-folding 유속이 되는 깊이를 붉은 선으

로 표시하였으며, 검은선은 관측된 5℃ 등온선을 나타낸 것이다. 

··············································································································· 33 

그림 10. a)는 UBIM-M의 53m의 유속의 stick diagram, 각각의 event 기

간은 수직한 회색선으로 표시하였다. b)는 UBIM-S와 SuperStaton

의 E-rap을 이용하여서 그린 수온의 변화이다. 수온의 10℃, 5℃, 2℃ 

등온선을 검은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UBIM-S에서 구한 수온은 48

시간 low-pass 필터를 사용한뒤 E-rap자료와 겹쳐 그린 그림이다. 

··············································································································· 39 

그림 11. UBIM-M에서 ADCP를 이용하여 관측된 장주기 성분의 유속으

로 a)는 동서방향성분의 유속, b)는 남북방향 성분의 유속이다. 검

은선은 UBIM-S의 수온센서와 E-rap의 수온센서를 이용하여 관측

한 온도를 통하여 구한 5℃ 등온선으로, 중간 중간 끊긴 부분은 

관측값이 없는 것이다. 그림의 수직한 녹색선으로 각각의 event 

시기를 구분하였다. ············································································ 40  

그림 12. EC1에서 관측한 400m, 1400m, 2200m의 유속의 sti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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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6월과 7월의 유속이고, b)는 8월~10월까지의 유속이다. ···· 41 

그림 13.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 3월부터 9월까지 7일간격의 SSH data를 

이용해 계산된 지형류와 SSH. 해면고도 값이 배경에 contour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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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파란선은 SuperStation의 8m에서 측정한 값의 하루 평

균 유속, 검은선은 UBIM-M의 53m에서 측정한 값의 하루 평균 유

속이며, 각각의 깊이는 계류선에 측정된 유속의 제일 얕은 깊이 

이다. ····································································································· 42 

그림 14. 동해 남서부해역의 100m 수심의 수온분포이다. 국립해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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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uperStation에서 관측된 대기압과 풍속과 풍향의 자료를 통해

서 계산된 바람응력과 Merra 재분석장의 대기압과 바람응력. a)는 

대기압을 나타내며, b)는 바람응력을 보여준다. 바람응력이 재분석

장이 실제 관측 값에 비해 과소평가 되고 있다.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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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속의 준관성주기 성분 속력이고 d)는 SuperStation에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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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는 UBIM-M의 ADCP에서 구한 수직한 유속의 shear 

( ) 의 제곱을, b)는 장주기 성분의 유속의 shear의 

제곱을 , c)는 준관성 주기 성분에 의한 유속의 shear 의 제곱을 

logscale로 나타냈고, d)는 준관성주기 성분의 유속 shear와 장주

기 성분의 유속 shear간의 비를 나타내며, 준관성주기의 shear가 

10-5보다 큰 경우만 표시하였으며,  붉은 색으로 갈수록 준관성주

기의 유속 shear가 더 큰 것을 보여준다. 화살표들은 준관성주기

의 shear가 장주기 성분의 shear보다 강할 패치가 보이는 때를 표

시하였다. ····························································································· 52 

그림 18. a)는 E-rap을 이용해서 관측된 수온과 염분을 통해 구한 밀도의 

contour이다. b)는 밀도를 통해 계산하여 구한 buoyancy 

frequency이며, c)는 UBIM-M에서 구한 raw velocity의 수직한 

shear의 contour이다. d)는 raw velocity의 shear와 buoyancy 

frequency와의 비인 리차든수 넘버를 나타낸 그림이며, 푸른색 부

분이 0.25이하의 값을 나타내 주고 있다.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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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동해 남서부의 울릉분지는 수심 200m~1000m까지 이르는 대륙사면

이 완만해지는 평원으로 동쪽은 수심 1000m보다 얕은 오키뱅크 (Oki 

Bank)로, 남쪽은 수심 200m 보다 얕은 대한해협 (Korea Strait)으로 

그리고 북서쪽은 한국대지 (Korea Plateau)로 둘러싸여 있다. 울릉분지

는 남북으로 약 200km, 동서로는 250km에 이르며, 최대수심은 울릉도

와 독도사이에 위치한 울릉분지간평원  (Ulleng Interpolate Gap)에서 

약 2300m에 이른다 [Chang et al., 2004]. 

울릉분지의 표층은 대한해협을 통해서 유입된 대마난류와 대마난류에 

의해 수송되는 대마난류수의 영향을 받는다. 대한해협 동수도를 통해 유

입된 대마난류는 일본연안을 따라 흐르는 Nearshore Branch를 형성하

며, 서수도로 유입된 대마난류는 Nearshore Branch의 북동쪽에서 대륙

사면과 일본연안 사이를 흐르는 Offshore Branch와 한국의 동해안을 따

라 37oN~38oN까지 북상하며 흐르는 동한난류를 형성한다. 동한난류가 

37oN~38oN에서 한국의 동해안에서 떨어져서 동향 혹은 동북향으로 사

행을 하면서 흐를 때, 일부 흐름은 울릉도 서북쪽에 울릉 난수성 소용돌

이를 형성하게 된다 [Chang et al., 2004].  

동해의 심층은 대부분 1℃이하의 동해고유수로 채워져 있으며, 울릉분

지간평원 (UIG: Ulleung Interplain Gap)의 서쪽 경계를 통해서 일본분

지에서 들어온 심층수가 분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대륙사면을 따라서 반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여 울릉분지간평원의 동쪽 경계의 독도에 붙어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흐른다. 울릉분지의 대륙사면과 달리 대륙분지 안쪽

의 평원에서는 평균 해류의 유속이 약하며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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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Chang et al., 2004; Chang et al ., 2008].  

준관성주기의 운동은 해양 내부의 혼합과 난류를 일으켜 해양내부의 

에너지 전달 및 수괴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준관

성주기의 운동은 바람의 준관성주기의 운동이 해양에 바람응력를 주면서 

운동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로 인해 혼합층에서 준관성주기의 진동이 생겨

나면서 발생한다. [Pollard and Millard, 1970]. 이런 진동은 성층된 해

양 내부에서 내부파의 형태로 수직적으로 전파한다. 배경 장주기 해류가 

있는 곳에서는 준관성주기 운동의 발생과 전파가 영향을 받는다. 장주기 

해류에 의한 도플러 효과가 준관성주기 내부파의 수평, 수직 파장을 바

꾸고, 장주기 운동에 의한 상대와도가 준관성주기 내부파의 고유주파수

의 범위를 변하게 한다. 이로 인하여 상대 와도가 음인 지역에서 생성된 

준관성주기 내부파의 경우,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수평적인 반

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수직적으로도 상대와도가 차이가 나서 수직

적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에너지가 갇히게 되고 증폭되는 현상을 보여준

다. 반면에 상대 와도가 양인 지역에서는 생성된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빠르게 외부로 빠져나가고, 외부에서 전파된 파는 이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반사 함으로써 준관성주기의 운동이 약한 에너지를 보여주게 된

다 [Kunze, 1985].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도 이런 준관성주기의 운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연안의 계류선을 이용하여서 연안 바닥에서의 반사된 

준관성주기 운동에 관한 연구 [Kim et al., 2005]와 울릉분지에서 중규

모 순환과 준관성주기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Park et al., 2005] 와 난수성 소용돌이 내부에서의 준관성주기 내부파

의 반사에 관한 연구 [Byun et al., 2010]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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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 (2005)에 의하면 동해 남서부 해역은 아시아 몬순의 영향

을 받아서 여름철에는 바람이 약하고 겨울철에는 바람이 강한 특성 때문

에 준관성주기의 운동도 여름철에는 약하고 겨울철에는 강한 특성이 나

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중규모 순환의 영향으로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 

내부와 offshore branch 남쪽에서 준관성주기의 운동의 에너지가 크게 

관측되었다.  

Byun et al. (2010)은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 내부에서의 장기간에 걸

친 해류관측 결과로부터 난수성 소용돌이의 thermostad 층의 상부에서 

준관성주기 내부파의 반사를 관측하였다. 그리고 반사된 파와 입사하는 

파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내부에서 혼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울릉분지에서의 기존의 연구는 심층해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상층의 해류 특성과 변동 및 상,하층간 해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

려져 있지 않다. UIG에서는 장기 해류 관측 결과로부터 상층과 저층의 

해류 특성과 변동이 연구된 바가 있으며 [Kim et al., 2009], 특히 상,하

층의 해류 변동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심해대지 

(Abyssal Plain)에 해당하는 울릉분지 중앙은 상층과 저층의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해수순환으로 해류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관

측 결과가 많지 않아 해류의 변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울릉분지 중앙에서 획득한 계류선 관측자료로부터 해수

의 운동을 장주기 해류와 준관성주기 운동으로 나누어 1) NFRDI의 격

월 정선관측자료를 통해 얻은 시간에 따른 수평적인 수온 전선역의 변화

와 그에 따른 장주기 해류 변화 및 2) 계절별 준관성주기 운동의 발생 

횟수와 계절에 따른 크기 변화를 파악하고 3) 수층의 수직혼합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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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는 유속의 수직 shear 중 장주기 해류와 준관성주기 운동에 

의한 기여를 살펴 보았다. 

 

그림 1. 동해 남서부해역과 계류선의 위치. 3개의 부이는 37oN, 131oE 인근에 
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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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장비와 자료의 분석 

  

울릉분지 중앙의 3개 위치 (37o01.99N, 130o56.61E (UBIM-M); 

36o55.71N, 130o56.47E (UBIM-S); 37o00.00N, 130o00.00E 

(SuperStation)) 에 수중 계류선 (UBIM-M)과 표층 부이 (UBIM-S, 

SuperStation)를 계류하여 해류와 물성 관측을 실시하였다. 3개 위치는 

각각 10km 이내에 위치한다 (그림 1). 3개 위치에서의 해류관측을 위

하여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와 Recording 

Current Meter (RCM)가 사용되었으며, 해류 외에 계류선에 따라 수온, 

염분 관측 및 기상관측이 이루어졌었다 (표 1). 

가장 긴 기간 동안 관측이 이루어진, UBIM-M은 2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계류 되었으며, 계류된 곳의 수심은 2210m였다. 75kHz ADCP

를 이용하여 수심 477m부터 표층까지 8m 간격으로 30분마다 관측하였

다. ADCP 유속자료 중 percent good 값이 70이하이거나, error 속도가 

1m/s이상 큰 값들은 제거한 뒤, 남아있는 자료가 전체 관측기간의 90%

이상이 되는 자료의 수심만 사용하였으며, 제거된 값은 시간적으로 선형

내삽을 하여 채워 넣었고, 그렇게 정한 신뢰할 만한 관측 자료는 

53m~477m까지 얻어졌다. UBIM-M의 수심 1000m, 1500m, 2050m 

에서는 각각 RCM7, RCM9, RCM 11을 이용하여 30분 간격으로 해류를 

측정하였다. 이 중 기계식 유속계인 RCM7의 경우 1.1cm/s이하 유속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내삽을 할 경우 1.1cm/s 이상의 비현실

적인 값이 나타나기에 따로 내삽하지 않고, 0cm/s로 간주하였다. 또한, 

심층인 2050m에는 RCM11의 수온 센서보다 정밀도 높은 수온 센서인 

SBE39를 해류계 상부에 장착하여 10분 간격으로 수온을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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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uperStation UBIM-M UBIM-S 
Time 2010/4/17~2010/8/2

6 
2010/2/20~2010/11/

06 
2010/2/23~2010/5/30 

Current ADCP (8m~76m) 
(4m, 10min interval)

ADCP (8m~76m) 
(8m, 30min interval)

RCM7 (1000m) 
(30min interval) 
RCM9 (1500m) 
(30min interval) 
RCM11 (2050m) 
(30min interval) 

ADCP (32m~108m) 
(4m, 30min interval) 
(2010/5/30까지 관측) 

Temperatu
re 

SBE37 (1.5m) 
(10min interval) 
E-rap (APEX, 
35~300m) 

(twice at day) 

ADCP (500m) 
(30min interval) 
RCM7 (1000m) 
(30min interval) 
RCM9 (1500m) 
(30min interval) 
RCM11 (2050m) 
(30min interval) 
SBE39 (2050m) 
(30min interval) 

SBE37 (10m, 30min interval, 
2010/5/30까지 관측) 

TR7 (20m, 30min interval, 
2010/5/9까지 관측) 

WQM (30m, 30min interval, 
2010/5/30까지 관측) 

TR7 (110m, 30min interval, 
2010/5/30까지 관측) 

TR7 (190m, 30min interval, 
2010/3/10까지 관측) 
SBE39 (230m, 30min 

interval, 2010/5/30까지 관측) 
SBE39 (260m, 30min 

interval, 2010/5/30까지 관측) 
SBE39 (300m, 30min 

interval, 2010/5/30까지 관측) 
SBE39 (350m, 30min 

interval, 2010/5/30까지 관측) 
Salinity SBE37 (1.5m) 

(10min interval) 
E-rap (APEX, 
35~300m) 

(twice at day) 

 SBE37 (10m, 30min interval)
WQM (30m, 30min interval)

etc Meteorology data 
Biology data(Chl, 

DO) 

  

 

표 1. 부이의 장비 set 
 

(RCM11의 정밀도: ±0.05oC, SBE39의 정밀도: ±0.002oC) . 

UBIM-S는 2월 23일부터 5월 30일 까지 계류되었으며, 계류된 위치

의 수심은 2210m 였다. 해류는 약 115m에 300kHz ADCP를 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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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층을 향해 4 m간격으로 관측하였고, UBIM-M과 마찬가지 방법으

로 신뢰할 만한 자료를 32m~108m 범위에서 30분 간격으로 획득하였

다. ADCP 하부 수심 400m 에는 RCM7을 계류하였으나, 관측이 시작

된 지 일주일 만에 rotor가 손실되어 유속이 측정되지 않았다. 해류 외

에 수온을 수심 10m~350m까지 3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염분은 수

심 10m와 30m 에서 각각 SBE37과 Water-Quality-Monitor (WQM)

을 이용하여 3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관측센서의 파손과 같은 이유

로 계류된 전 기간의 수온관측자료가 있지 않으며 저장된 수온자료의 기

간은 표1에 명시되어 있다. 

표층 부이를 계류한 SuperStation에서는 E-RAP으로 명명된 

profiler (ARGO에서 사용하는 APEX)를 이용하여 1일 1~2회로 대략 

수심 24m~330m 범위에서 수온, 염분, 클로로필 형광값과 용존산소량

을 5월 21일에서 9월 2일까지 측정하였다. 해수 특성 외에 해류관측을 

위해 표층 부이 하단 프레임에 300kHz ADCP를 장착하여 4월 17일에

서 8월 26일까지 수직적으로 4m 간격으로, 시간적으로 10분 간격으로 

해류를 측정하였다. 신뢰성 있는 해류자료는 수심 8m~76m 범위에서 

획득되었다. 다만, 일부 시기에 E-RAP에 의해 24m와 28m의 해류가 

영향을 받아 해당층과 인접한 상층과 하층에 비해 유속이 작게 측정되었

으며, 두 층의 해류는 20m와 32m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 내삽하여 보

정하였다. 그 외에 표층 부이의 하단 프레임에 SBE37을 장착하여서 

2.4m에서의 수온과 염분을 3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표층 부이에 기

상센서를 장착하여 풍향, 풍속, 대기압, 대기온도, 대기습도를 10분 간격

으로 측정하였다.   

해류 자료는 자기 보정 후 동서 (u), 남북 (v) 방향으로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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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이가 계류된 37oN의 관성주기 (19.9시간)의 ±2시간을 cut-

off frequency로 설정하여서 각각의 분리된 유속성분을 Butterworth 

4th filter를 적용하여 band-pass filter하여 준관성주기 운동을 분리해 

내었다. 장주기 성분의 경우에는 Butterworth 8th filter를 이용하여 48

시간을 cut-off frequency로 설정하여서 low-pass filter하였다. 관측

된 수온은 계류선 운동에 의한 수심변화를 깊이에 따라 선형내삽과 선형

외삽을 하여 기준 수심으로 보정하였고, 장주기의 수온변화는 해류와 같

은 방법으로 low-pass filter하여 구하였다. 

SuperStation의 E-rap data의 경우, 각각의 profile 별로 자료를 정

리한 뒤, profile을 24m부터 330m까지 4m간격으로 기준 깊이를 잡고 

기준 깊이의 ±2m 사이의 관측된 값들을 평균하여서 하나의 profile을 

만들어 내었다. SuperStation의 기상 센서의 경우에는, 에러로 표시된 

자료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라 선형 내삽을 하여서 자료를 보정하여 주었

다. 

관측 기간 중의 표층 혼합층의 깊이를 UBIM-S의 가장 표층인 10m 

수온 자료을 기준으로 하여서 0.2oC가 감소하는 깊이까지를 혼합층의 

깊이로 정의하여 UBIM-S의 관측기간인 5월 30일까지 계산하였다. 

SuperStation의 경우에는 E-RAP이 24m부터 관측을 하고, 표층부이 

프레임에 장착된 SBE39 수온과 염분 센서가 있지만 수심 약 2.4m에 

위치하였기에 UBIM-S와 같은 기준으로 혼합층을 계산할 수가 없다. 

또한 여름철의 동해의 혼합층의 깊이는 10m~20m이내이므로 (Lim et 

al., 2012) 관측장비의 계류 수심으로는 혼합층을 계산 할 수가 없었다.  

관측 기간 중의 E-RAP을 이용하여 얻은 수온의 평균 profile을 이용

하여서 수온약층을 정의 하였다. 수온약층과 심층의 경계는 심층에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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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면서 깊이에 따른 수온의 구배 (gradient)가 처음으로 peak값을 보

이는 지점으로 생각하였고 이 깊이는 170m였다. 그보다 얕은 수심인 

수온약층내에서는 수온의 구배가 -0.1℃/m~-0.06℃/m의 값을 보여주

었다. 170m의 수온값은 4.9℃이었고, 이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수온약

층의 변동은 다른 profile을 수온 기울기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 구하기 

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수괴의 특성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여서 

5℃ 등온선을 수온약층과 심층의 경계로서 사용하였다. (그림2) 

관측 자료 외에 울릉분지 전체의 표층 순환과 수평, 수직적인 수온과 

염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7일 간격의 해면고도 (SSH: Sea Surface 

Height) 자료와 SSH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지형류 분포 및 국립수산

과학원의 격월 간격 정선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SuperStation에서의 기상자료는 짧은 기간동안 획득되었으며, 

UBIM-M 계류 전 기간에 걸친 기상자료는 1/3o X 1/2o 의 공간격자를 

가지는 재분석장인 the Modern Era Retrospective-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MERRA)의 1시간 간격 자료를 이용하였

다. MERRA의 기상자료의 질 검증을 위하여 해양부이인 SuperStation

에서 관측된 기상자료가 가용한 시기와 중복된 기간의 두 자료의 바람 

응력 및 대기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이 자료로부터 계산된 바람 

응력이 MERRA자료에 비해 크기가 다소 높게 나오며, 특히 부이 자료

로부터 응력이 간헐 적으로 크게 나타난 경우 MERRA 자료가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림 15b). 그러나, 두 자료의 상관 계수는 

바람 응력은 0.82, 대기압은 0.99로 높게 나타나며, MERRA 자료는 실

제 관측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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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는 UBIM-M의 50m에서 350m까지 2/20~11/6까지의 유속자료의 평
균 값이다. 붉은색은 남북 방향 성분, 파란색은 동서 방향 성분을 나타낸다. b)는 
E-rap에서 5/21~8/26까지의 수온자료의 평균값이다. c)는 b)의 평균수온을 이
용하여서 수직한 수온 기울기를 계산하였다. 검은선은 심층에서 올라오면서 기울
기가 peak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에 표시하였으며 170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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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3.1. 장주기 해류 특성 

2월부터 11월까지 가장 오랜 기간 관측된 UBIM-M 정점에서 수심별 

전 기간 평균 장주기 해류는 그림 3a와 같다. 260m를 기준으로 하여 

상층은 수심 53m에서 최대 14cm/s의 북동향류를 보이며 200m보다 얕

은 수심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속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직적으로 

큰 shear가 나타난다. 260m 하층은 수직적으로 순압적이며 유속이 

1.4cm/s~1.7cm/s인 북서북향의 평균해류를 보여준다. 장주기 해류의 

시간 변동을 살펴보면 1~2개월 간격의 저주파 해류 변동이 뚜렷하며, 

최대 81.6cm/s의 강한 남동향류가 나타났던 5월말과 6월 중순 ~ 7월 

중순을 제외 하면 관측 기간 중 북동 혹은 북서향류등 북향류가 우세하

게 나타났다 (그림 3c). 

세 위치에서 동시에 해류가 관측된 시기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로, UIBIM-S와 SuperStation의 유속이 UBIM-M보다 크게 나타나며, 

특히, 5월 중순에는 정점간 거리가 10km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위치한 UBIM-S의 표층 해류가 북동쪽에 위치한 SuperStation의 표층 

해류에 속도가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5). 8월말 이후에는 수심 

53m보다 하층으로 UBIM-M에서만 해류 관측이 이루어졌다. 평균 해류

의 수직적인 분포와는 다르게 여름철(6월~8월)을 제외하고 수심 101m

와 149m사이에서 유속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큰 수직적인 shear가 생

김을 알 수 있다 (그림 17b). 월별 평균에서는 수심 200m 하층으로 

2050m까지는 유속 차이가 크지 않으며 대부분 시기에 같은 방향의 운

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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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위치에서의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100m보다 얕은 수심에서의 

해류의 크기가 20cm/s 이상으로 강했던 경우를 event별로 분류하여 살

펴 보았다. 총 6번의 event가 나타났으며 각각, 3월(Ⅰ), 4월말(Ⅱ), 5월

중순~6월초(Ⅲ), 6월중순부터 7월말까지(Ⅳ), 8월 중순(Ⅴ)과 9월부터 

10월(Ⅵ)로 나누어진다. 각 event별, 유속의 profile은 그림 6과 같다.  

3월의 event(Ⅰ)의 경우 북향 또는 북서향류를 보이며, 최대 유속이 

UBIM-S 계류선에서 32m에서 55cm/s로 나타나고 UBIM-M 계류선

에서는 관측된 최상층의 수심인 53m에서 50cm/s로 나타난다.  

4월의 event(Ⅱ)도 상층에서 주로 북향류가 보이며, 최대 유속은 3월

의 event(Ⅰ)보다는 약하며 SuperStation 계류선의 최상층 수심인 8m

에서 42cm/s로 나타나고, UBIM-M 계류선의 최상층 수심은 53m에서

는 37cm/s로 나타난다.  

event(Ⅲ)에서는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표층에서 북동향의 해류가 

나타났다가 남동향으로 변화하며, 최고 유속은 UBIM-S 계류선의 최상

층 수심인 32m에서 최대 87cm/s를 보여주며, UBIM-M 계류선에서는 

53m에서 50cm/s로 최대 유속이 나타났다. 이 이벤트에서는 위에 언급

한 것처럼 UBIM-S 계류선에서의 유속이 다른 두 계류선의 유속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5월 평균유속과 최대유속도 다른 두 계류선의 유속에 

비하면 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6월 초의 경우, 평균 profile에서는 

100m~150m에서 서북향이 나타나며, 이외의 수심에서는 동향 또는 동

북향이 관찰되었다.  

6월말에서 7월초의 event(Ⅳ)는 북동향에서 남동향으로 변화 한 후 

다시 북동향이 나타난 후에 북서향으로 유향이 시간에 따라 반시계방향

으로 변화하며, 최대유속은 UBIM-M계류선의 53m에서 82cm/s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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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특이한 점은 유향의 변화가 200m보다 깊은 수심에서 먼저 동

남향에서 북동향으로 변화하며, 200m보다 얕은 상층의 유향은 6일 정도 

이후에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7b와 그림7c).  

8월 중순의 event(Ⅴ)는 북향의 해류가 나타나며, 시간에 따라 유향

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화하고, 53m에서 최대 62cm/s의 유속을 보여준

다.  

9월과 10월의 event(Ⅵ)는 동북향의 해류를 보이며 101m보다 얕은 

수심에서 수심이 얕아질수록 강한 유속을 보여주며 53m에서 최대 

80cm/s의 속도를 보여준다. 반면에, 200m 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9월초

에 북서향류를, 10월초에는 남향류를 보여주며, 15cm/s 이하의 약한 유

속만 보여주었다.  

이런 event의 영향을 받은 전 기간의 유속과 유향은 그림 3c와 그림

3d 에서 stick diagram으로 볼 수 있으며, 표2에서 event별 기간과 최

대유속, 수심범위, barotrophic velocity등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표3

에서 평균 유속과 그에 따른 표준편차, 그리고 그 event내의 최대유속을 

알 수 있다. 

SSH 자료를 통해서 계류선 관측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표층해류의 수

평적인 변동을 볼 수 있다 (그림13). SSH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지형

류 분포에 의하면 3월 10일에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 난류가 

38도까지 나타나며 울릉도와 동해안 사이에는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나타난다. 동한 난류의 일부는 36.5oN 부근에서 이안하여 동진하다가 

36.5oN, 131.5oE에서 다시 둘로 갈라져 일부는 일본 연안의 Nearshore 

Branch 쪽으로 계속 동진하며, 일부는 계류 지점의 동편인 

131oE~132oE 사이로 북상한다. 131oE 동편에서 북상하는 동한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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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동방에서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후 사행하는 형태를 보

이며, 37oN, 132oE 부근에서 시계방향의 소용돌이를 형성한다. 동일 시

기에 계류선의 관측자료도 event Ⅰ시기의 북향류를 보여준다.  

이 동한난류의 동한난류는 시간이 흐를수록 분기 지점이 북쪽으로 올

라오며, 5월과 6월에는 37oN 이상까지 올라와 동진하는 형태를 보여준

다. 이 시기 계류선의 관측에서도 event Ⅲ의 강한 북동향류 또는 남동

향류가 나타난다. SSH자료에서는 동한난류가 5월 이전에는 계류선의 남

쪽에 위치하였다가 점점 이안하는 위치가 북쪽으로 올라와 5월 이후에

는 동한난류 남쪽에 계류선이 위치한다. 동한난류는 6월초 약한 흐름이 

보이다가 6월 중순이후에 북동향류에서 강한 남동향류로 흐름이 변한다. 

그리고 7월의 SSH는 동한난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38oN 북쪽

에서 이안한 동한난류가 극전선을 형성하고, 이 극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동남향류가 보이는 것으로 관찰 된다. 해당 시기의 계류선 관측은 event 

Ⅳ의 동남향류 이후 반시계방향으로 변하는 해류가 나타나며, SSH와 온

전히 일치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8월에 다시 36oN의 포항 앞 바다

에서 분기하여서 북동향으로 올라오는 동한난류가 관찰되며, 그 흐름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시기의 계류선에서 

event Ⅴ와 event Ⅵ의 북향 또는 북동방향의 해류가 관측되었다.  

동한난류의 사행으로 인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동한난류의 남쪽에 난

류성 소용돌이가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6의 별

표로 표시된 관측 위치에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으로 실제 계류선의 가

장 얕은 지점에서의 하루평균 유속을 표시하였다 (초록색은 UBIM-S의 

32m에서의 관측값, 파란색은 SuperStation의 8m에서의 관측값, 검은색

은 UBIM-M의 53m의 관측값). 위 계류지점에서 SSH자료로 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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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류의 유속이 실제 관측된 유속과는 크기가 다르다. 그러나 주로 동한

난류의 영향을 받는 6월, 8월, 9월에서는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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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는 UBIM-M의 장주기 평균유속이며, b)는 장주기 성분의 한달 평균한 유속의 stick diagram이다 (단, 11월만 6일의 평균 유속이다). c), d)
는 장주기 운동의 12시간 간격으로 뽑아낸 stick diagram으로 파란 선은 SuperStation에서 관측된 유속이며, 붉은 선은 UBIM-S에서 관측된 유속, 
검은색 선은 UBIM-M에서 관측한 선이다. 



 

１７ 

 

 

 그림 4. a)와 d)는 SuperStation에서 관측된 12시간 간격으로 뽑은 장주기 성분의 유속으로 각각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유속이다. 붉은 색은 각각 동향과 북향이며, 파란색은 서향과 남향의 성분
을 의미한다. 0cm/s부터 20cm/s 간격으로 검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b)와 e)는 UBIM-S에서 관측
된 장주기 성분의 유속으로 그림 구성은 a),d)와 같다. c)와 f)는 UBIM-M에서 관측된 장주기 성
분의 유속으로 그림 구성은 a),d)와 같다. 477m를 기준으로 y축의 간격이 달라지며, 477m이상은 
8m 간격으로 관측된 유속값이 있으며, 477m 아래는 표시된 tick 에서 관측된 유속 값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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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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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일 왼쪽은 관측일이 겹치는 4/18~5/30 까지의  48hr lowpassed velocity의 평균 값 . 그 외는 해당일의 0시의 48hr lowpassed velocity
이다. 윗 줄은 52m의 유속이고, 아랫줄은 76m의 유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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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BIM-M에서 관측된 각 event 별 시간에 대한 평균 유속 profile 붉은 색은 동서방향, 파란색은 남북방향의 유속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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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nti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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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vent4 기간의 유속의 speed와 U, V 속도이다. 약 7/4~7/12 동안 150m 부근에서 남북 
방향의 유속이 큰 차이를 보이며, 유향 변화가 약 7일 정도로 지연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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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1 2 3 4 5 6 

기간 3/5~3/29 
(3/5~3/7: 1-1) 
(3/9~3/22: 1-2)
(3/27~3/29: 1-

3) 

4/22~4/27 5/11~ 6/6 
(5/11~5/16: 3-1) 
(5/20~5/25: 3-2) 
(6/1~6/2: 3-3) 
(6/5~6/6: 3-4) 

6/14~7/28 8/7~8/14 8/31~ 11/6 
(8/31~10/3: 6-1) 

(10/22~10/23: 6-2)
(10/25~10/29: 6-3)
(10/31~11/6: 6-4) 

지속일 18일 (1-1&2) 
2일 (1-3) 

5.5일 6일 (3-1) 
5.5일 (3-2) 
1.5일 (3-3) 
1.5일 (3-4) 

45일 7일 33일 (6-1) 
1.5일 (6-2) 
4일 (6-3) 

6.5일 (6-4) 

수심범위 53m~141m 53m~93m 53m~77m (3-1) 
53m~109m (3-2) 
109m~173m (3-3) 
101m~165m (3-4) 

53m~477m 53m~437m 53m~141m (6-1) 
53m~109m (6-2) 
53m~149m (6-3) 
53m~117m (6-4) 

유향 53m 북서 (131.4°) 북북동 
(71.1°) 

동 (18.4°)(3-1) 
남동 (-45.4°)(3-2)
남동 (-34.6°)(3-3)

북 (96.9°)(3-4) 

동 (-
5.5°) 

북 (87.2°) 북동 (37.2°) (6-1)
북동 (63.8°) (6-

2~4) 

유향 245m 북서 (148.0°) 북동 
(38.6°) 

동 (10.1°)(3-1) 
남동 (-19.7°)(3-2)

동 (-1.4°)(3-3) 
북북동 (72.8°)(3-

4) 

북동 
(55.0°) 

북서 (102.6°) 북북서 (117.4°) (6-
1) 

북북동 (73.6°) (6-
2~4) 

최대 유속값 
(cm/s) 

50.06 36.39 48.61 (3-1) 
50.23 (3-2) 
21.82 (3-3) 
26.37 (3-4) 

81.41 61.73 80.10 (6-1) 
40.37 (6-2~4) 

최대 
유속(speed)이 

나타난 수심 

53m 53m 53m (3-1&2) 
149m (3-3&4) 

53m 53m 53m (6-1) 
77m (6-2~4) 

표 2. 장주기 성분 해류의 event별 통계표. 유속이 20cm/s 이상인 경우를 event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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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1 2 3 4 5 6 

Event 
기간중 
평균 

심층유속 

1000
m 

0.79 0.41 2.97 (3-1) 
0.01 (3-2) 
0.02 (3-3) 
0.45 (3-4) 

8.91 7.95 3.25 (6-1) 
6.57 (6-2~4) 

1500
m 

2.56 2.53 4.55 (3-1) 
2.20 (3-2) 
2.67 (3-3) 
3.17 (3-4) 

9.22 7.65 5.40 (6-1) 
7.17 (6-2~4) 

2050
m 

1.77 1.80 3.09 (3-1) 
1.35 (3-2) 
1.91 (3-3) 
2.49 (3-4) 

7.28 6.10 4.82 (6-1) 
5.95 (6-2~4) 

barotro
pic 성분 
평균값 

speed 3.13 2.29 4.66 (3-1) 
2.08 (3-2) 
1.17 (3-3) 
3.39 (3-4) 

10.81 10.71 4.34 (6-1) 
6.75 (6-2~4) 

u -2.51 1.96 4.60 (3-1) 
1.95 (3-2) 
1.15 (3-3) 

-0.11 (3-4) 

1.44 -2.47 -1.29 (6-1) 
2.44 (6-2~4) 

v 1.74 0.97 0.38 (3-1) 
-0.66 (3-2) 
0.19 (3-3) 
3.36 (3-4) 

2.24 9.17 2.93 (6-1) 
5.93 (6-2~4) 

표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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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2 3 3-1 3-2 3-3 3-4 4 5 6-1 6-
2~4 

장주기 유속의 최대값 

8m   41.45 55.08 55.08 25.43 6.71  7.01  47.45 57.50   

32m   33.72 55.92 55.92 32.15 7.95  7.04  60.47 59.57   

32m 
(UBIM-S) 

54.10 54.10  41.09 83.95 83.95 42.27       

53m 50.06 50.06  36.39 50.23 48.61 50.23 12.48  11.89 81.41 61.73 80.10 30.14 

101m 40.85 40.85  17.52 24.11 15.29 24.11 19.81  20.66 53.62 27.77 55.57 36.19 

100m 
(UBIM-S) 

29.31 29.31  28.98 43.58 43.58 23.37       

253m 6.91  6.91  4.23  8.12  8.12  3.42  3.17  3.79  36.28 31.17 9.06  8.49  

477m 4.53  3.98  3.82  6.84  6.84  3.08  2.01  4.28  22.86 18.49 10.34 7.44  

1000m 2.04  2.04  1.56  5.53  5.53  0.05  0.04  1.08  16.16 10.93 12.52 7.76  

1500m 3.79  3.70  3.47  6.04  6.04  3.01  2.86  3.29  16.57 9.77  14.40 8.66  

2050m 2.57  2.52  3.02  4.28  4.28  2.06  2.27  2.70  14.20 8.05  12.86 7.56  

표 3. 장주기 유속 성분의 event 별 통계값, 속도에 대한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값과 u, v의 평균값, 표준편차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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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2 3 3-1 3-2 3-3 3-4 4 5 6-1 6-2~4

장주기 평균 유속 

8m   22.77 21.11 45.55 22.77 4.30  5.90  17.84 31.13   

32m   21.16 20.02 42.15 23.27 6.71  6.23  22.44 39.92   

32m (UBIM-S) 26.60  31.53  32.67 40.17 66.96 27.70       

53m 27.86  35.77  29.47 20.04 33.71 30.90 11.90  11.06 38.64 42.03 55.13 19.08 

101m 18.79  25.34  12.30 13.51 9.25  18.64 18.69  19.04 30.96 21.79 33.54 20.23 

100m (UBIM-

S) 

14.86  16.88  17.76 20.94 32.15 17.72       

253m 3.96  3.94  3.05  3.26  6.21  2.47  2.35  3.56  16.90 21.55 3.95  5.85  

477m 2.82  2.74  2.89  2.89  5.10  1.89  1.80  3.53  11.07 12.59 3.57  5.95  

1000m 0.66  0.79  0.41  0.77  2.97  0.01  0.02  0.45  8.91  7.95  3.25  6.57  

1500m 2.62  2.56  2.53  3.08  4.55  2.20  2.67  3.17  9.22  7.65  5.40  7.17  

2050m 1.66  1.77  1.80  2.18  3.09  1.35  1.91  2.49  7.28  6.10  4.82  5.95  

장주기 유속의 표준편차 

8m   9.03  17.03 7.31  1.66  1.90  0.92  12.51 18.12   

32m   6.27  15.20 6.33  5.29  0.76  0.80  13.66 13.59   

32m (UBIM-S) 12.23  13.26  3.85  27.02 10.62 9.52        

53m 12.12  9.60  5.19  13.26 10.20 10.13 0.69  0.91  17.42 14.42 14.40 5.37  

101m 10.26  8.70  3.51  5.65  3.18  5.49  1.07  1.45  6.55  3.68  12.32 6.63  

100m (UBIM-

S) 

6.32  7.16  6.30  9.56  7.65  3.70        

253m 1.24  1.53  0.61  1.94  1.33  0.54  0.62  0.14  7.70  7.00  2.26  1.59  

477m 0.75  0.70  0.50  1.47  1.12  0.54  0.24  0.58  3.81  4.10  2.99  1.30  

1000m 0.62  0.63  0.50  1.48  1.83  0.01  0.01  0.40  3.43  2.11  4.11  1.68  

1500m 0.77  0.82  0.86  1.01  1.01  0.45  0.11  0.07  3.25  1.82  3.65  1.55  

2050m 0.65  0.60  0.81  0.82  0.79  0.39  0.24  0.19  2.85  1.65  3.14  1.41  

표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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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2 3 3-1 3-2 3-3 3-4 4 5 6-1 6-2~4

장주기 평균 u 

8m   5.13  17.37 43.17 16.97 3.29  -0.13 13.10 13.67   

32m   4.43  15.91 39.79 16.80 3.63  -0.89 15.62 13.91   

32m (UBIM-S) -11.10  -20.44  8.58  35.52 59.74 22.36       

53m -12.16  -22.44  7.73  15.24 31.41 21.47 9.71  -1.31 24.95 2.01  40.56 4.99  

101m -9.08  -16.34  3.91  6.94  8.95  10.90 9.81  -8.04 14.95 -6.95 22.59 5.11  

100m (UBIM-

S) 

-4.88  -10.32  8.02  18.40 28.70 14.38       

253m -1.61  -2.90  2.23  2.81  6.02  2.33  2.34  0.84  1.77  -4.57 -1.03 1.57  

477m -1.03  -2.04  2.75  2.22  5.04  1.79  0.52  0.88  0.73  -2.79 -2.28 1.76  

1000m -0.27  -0.59  0.31  0.70  2.90  0.00  0.00  0.13  0.53  -1.33 -2.24 2.60  

1500m -1.42  -2.25  2.48  2.12  4.46  1.94  0.26  0.52  0.28  -2.28 -3.81 2.45  

2050m -0.73  -1.44  1.67  1.58  3.06  1.06  0.85  0.87  0.16  -1.78 -3.32 2.60  

장주기 u 의 표준편차 

8m   11.42 17.51 6.55  3.11  2.21  2.42  12.29 9.87    

32m   12.45 15.78 7.21  2.33  1.82  1.48  15.21 7.46    

32m (UBIM-S) 14.30  11.00  19.39 25.26 8.96  9.49        

53m 15.30  12.12  16.13 12.62 10.56 4.83  1.06  1.20  23.35 9.26  16.25 13.87 

101m 10.78  8.83  4.35  7.20  3.30  5.33  2.37  2.87  16.84 7.32  12.47 17.48 

100m (UBIM-

S) 

8.81  7.38  10.02 8.99  8.21  1.21        

253m 2.18  1.85  1.04  2.15  1.44  0.57  0.61  0.70  12.76 11.99 3.18  2.31  

477m 1.49  1.07  0.60  1.83  1.14  0.55  0.12  0.30  8.72  6.16  2.96  1.47  

1000m 0.58  0.57  0.53  1.45  1.75  0.01  0.01  0.25  6.50  3.19  2.98  1.17  

1500m 1.35  1.12  0.88  1.64  1.07  0.58  0.39  0.20  7.41  2.94  3.97  1.21  

2050m 1.11  0.90  0.91  1.07  0.77  0.55  0.57  0.26  5.86  2.34  3.48  1.05 

표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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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2 3 3-1 3-2 3-3 3-4 4 5 6-1 6-2~4

장주기 평균 v 

8m   17.83 -1.37 10.72 -14.37 -2.12  5.28  -5.27 27.29   

32m   15.66 -1.39 10.75 -14.65 -5.15  5.94  -4.32 36.35   

32m (UBIM-S) 20.87  22.43  23.05 7.46  28.44 -14.33       

53m 21.50  25.41  22.58 -3.63 10.47 -21.74 -6.70  10.91 -2.43 40.92 30.84 10.14 

101m 14.41  18.09  10.52 -4.96 1.31  -14.38 -15.70 17.05 0.60  18.69 19.84 8.77  

100m (UBIM-S) 11.78  12.21  12.89 0.81  13.56 -9.56       

253m 2.49  1.47  1.85  0.36  1.14  -0.71 0.13  3.39  2.74  16.78 1.67  5.13  

477m 2.00  1.37  0.68  0.82  0.40  -0.55 1.72  3.41  2.34  10.23 1.68  5.45  

1000m 0.42  0.39  -0.08 -0.12 -0.56 0.00  0.00  0.38  2.33  7.04  2.12  5.83  

1500m 1.42  0.55  0.43  1.46  0.64  0.86  2.63  3.12  2.53  6.57  2.16  6.56  

2050m 0.90  0.51  -0.48 0.87  -0.09 0.54  1.63  2.32  1.84  5.22  2.05  5.17  

장주기 v 의 표준편차 

8m   11.19 11.19 10.33 4.09  1.39  1.41  11.15 16.40   

32m   8.19  11.31 8.11  8.20  1.63  1.06  14.01 14.41   

32m (UBIM-S) 9.72  11.32  10.08 19.69 11.75 7.90        

53m 8.88  8.69  8.10  13.13 5.73  10.03 1.27  0.95  24.95 14.50 19.65 8.54  

101m 7.22  6.75  4.33  9.47  1.74  4.84  1.49  0.98  22.22 6.09  14.74 6.71  

100m (UBIM-S) 4.54  5.11  4.94  10.47 4.11  5.28        

253m 1.92  1.97  0.50  1.33  0.79  0.36  0.23  0.09  13.10 8.18  2.59  1.60  

477m 1.12  0.91  0.44  1.23  0.62  0.29  0.23  0.54  7.42  4.99  2.21  1.46  

1000m 0.49  0.45  0.19  0.43  0.62  0.02  0.02  0.38  6.56  2.49  3.02  1.96  

1500m 1.26  0.76  0.15  1.10  0.49  0.46  0.06  0.03  5.84  2.17  2.74  1.82  

2050m 0.78  0.60  0.21 1.00 0.47 0.51 0.03  0.11 4.83 2.00 2.40 1.65 

표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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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준관성주기 해류 특성 

준관성주기 운동에 의한 최고 유속은 약 16cm/s로 장주기 성분 유속에 비해 크기가 

작다. 준관성주기 운동에 의한 유속이 6cm/s 이상인 경우를 event로 정의하여, 각 

event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관측된 준관성주기의 event는 UBIM-M에서 봄철 (3월~5

월)에 11번의 event가 관찰되며, 여름철 (6월~8월)에는 7번, 가을철(9월, 10월)에 9번

의 event가 보인다. 주로 봄철에 관측한 UBIM-S와 4월~8월에 관측이 이루어진 

SuperStation에서는 봄철 (3월~5월)에 12번의 event가 여름철 (6월~8월)에는 10번의 

event가 관찰되었다. 상대적으로 여름철에는 봄철과 가을철에 비해 나타나는 event의 

개수가 적었다 (그림 5).  

봄철의 event중에 ss2+ss3(sm3), ss5(sm4), ss7(sm8), ss8+ss10(sm10)의 

event는 수직 두께가 100m 이상이며 11cm/s이상의 강한 유속을 보여준다. 반면의 나

머지 표층의 event 들은 수직 두께가 20m 내외로 약하며 얕다. UBIM-M에서 관측된 

event도 sm11을 제외하고 최고 유속이 10cm/s 미만으로 수직 두께도 sm3와 sm4, 

sm11과 비교하면 50m 정도로 수직 두께도 얕게 나타났다.  

여름철의 event는 봄철에 비해 드물게 발생하며, js1과 js9+js10(jm6)을 제외하면, 

10cm/s미만의 약한 유속을 가지는 event가 대부분이며, 수직 두께도 표층은 20m이하, 

UBIM-M에서의 관측은 40m이하로 수직적으로도 얼마 나타나지 않는다. Js1과 jm6은 

봄철과 가을철에 가까운 event로 여름철 나머지 event와 다르게 큰 유속을 보여준다.  

가을철의 event는 비록 2달만 UBIM-M으로 수심 50m이하에서만 관측되었지만, 

am1, am5, am7과 am8을 제외하고는 12cm/s 이상의 강한 유속을 보여주며, 수직 두께

도 100m이상으로 긴 시간동안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보인다. 특히 am6의 경우 UBIM-

M이 관측 할 수 있는 전 수심에서 약 한 달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을 통해 보면, 여름철 event의 준관성주기 운동의 진폭이 가을철 event의 

준관성주기 운동의 진폭보다 작으며 이는 여름철 event들의 에너지가 가을철 event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event의 특징은 표4과 표5에서 개별 event가 지속된 기

간, event의 수심, event기간 내 최대진폭과 event별 최대 진폭이 감쇠되는데 걸리는 

e-folding 시간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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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M-S 
& E-rap 

기간(S) 기간(A) 깊이(m) 최고 
amplitude 

(cm/s) 

e-folding 
time 

ss1 2/23~2/
27 

 32~68+88
~92 

7.29 - 

ss2+ss3 2/24~3/
18 

 32~108 16.7 275시간 

ss4 3/19~3/
22 

 32~52 7.8 69시간 

ss5 3/25~4/
1 

 32~108 12.44 69.5시간 

ss6 4/2~4/8  32~96 10.84 60시간 
ss7 4/9~4/2

2 
 32~108 Up) 11.74

down) 12.54
Up) 151시

간 down) 96
시간 

ss8+ss9 4/23~5/
3 

4/22~5/
4 

S) 32~96 
A) 8~76 

S) 9.23 
A) 16.11 

S) 70.5시간 
A) 81.7시간 

ss10 5/2~5/1
6 

5/4~5/2
2 

S) 32~108 
A) 8~76 

S) 11.78 
A) 13.53 

S) 119.5시
간 

A) 137.5시
간 

ss11 5/18~5/
19 

 32~36 6.25 69.5시간 

ss12 5/21~5/
24 

5/23~5/
27 

S) 72~108 
A) 8~76 

S) 8.06 
A-up) 7.1 
A-down) 
6.81 

S) 75시간 
A)81.8시간 

      

js1  5/30~6/
6 

12~40 11.26 149.5시간 

js2  6/2~6/5 64~76 8.42 90.2시간 

js3~5  6/20~7/
5 

8~16 11.02 - 

js4  6/29~7/
2 

32~52 7.09 115.3시간 

js6  7/11~7/
12 

8 6.7 119.2시간 

js7  7/22~7/
29 

8~20+52~
76 

Up) 9 
down) 8.1 

84.2시간 

js8  8/3~8/5 8~12 6.63 - 

js9+js10  8/8~8/2
1 

8~76 12.53 153.5시간 

표 4. UBIM-S와 SuperStation에서 준관성주기 event가 나타난 시기와 나타난 깊이, event중의 
최고 유속값, 그리고 최고유속이 e-folding 되는 유속이 관측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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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M-M 기간 깊이 (m) 최고 

amplitude 

(cm/s) 

e-folding time 

sm1 2/21~2/25 53~85 8.58 72시간 

sm2 2/22~2/25 117 7.53 - 

sm3 2/27~3/18 53~325 13.55 130시간 

sm4 3/25~4/1 53~133 13.27 75시간 

sm5 3/29~4/12 157~245 9.3 - 

sm6 4/3~4/5 389~429 6.25 255시간 

sm7 4/16~4/22 77~125 9.83 101.5시간 

sm8 4/22~4/30 53~77 11.41 100시간 

sm9 4/28~5/4 141~181 7.4 94.5시간 

sm10 5/6~5/16 53~85 13.31 164.5시간 

sm11 5/21~6/7 53~253 Up) 10.03      

down) 11.86 

Up) 144.5시간   

down) 71시간 

     

jm1 7/4~7/7 109~141 7.43 230시간 

jm2 7/4~7/6 469~477 6.56 72.5시간 

jm3 7/12~7/15 149~173 7.7 67.5시간 

jm4 7/23~7/25 221~237 6.34 102시간 

jm5 7/25~7/28 53~69 7.54 83.5시간 

jm6 8/13~8/24 53~101 9.84 98.5시간 

jm7 8/28~8/30 53~61 6.49 - 

     

am1~3 9/2~9/22 53~165 1) 8.35 

2) 16.09 

3) 15.21 

3) 149.5시간 

am4 9/23~10/3 53~189 12.11 126.5시간 

am5 10/3~10/6 397~445 6.57 - 

am6 10/4~10/24 53~421 16.39 92시간 

am7 10/13~10/27 53~133 9.45 100시간 

am8 10/28~11/3 141~149 8.19 70시간 

am9 10/25~11/3 181~253 12.65 83시간 

표 5. UBIM-M에서 준관성주기 event가 나타난 시기와 나타난 깊이, event중의 최고 유속값, 그
리고 최고유속이 e-folding 되는 유속이 관측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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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3개의 부이에서 관측된 유속의 준관성주기 성분의 속도(√ )로 6cm/s의 등속선을 검
은선으로 나타냈다. a)는 SuperStation, b)는 UBIM-S, c)는 UBIM-M에서 관측된 유속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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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UBIM-M의 ADCP로 관측된 53~477m의 a)와d)의 검은선은 각각 동서방향, 남북방향의 
barotropic velocity이고, 붉은 선은 같은 방향의 baroclinic velocity중 2050m의 유속이며, 파란
선은 같은 방향의 baroclinic velocity중 53m의 유속이다. 검은선과 붉은 선은 왼편의 y축으로 그 
크기가 표현되어, 푸른선은 오른쪽의 y축으로 그 크기 표현되어 있다. b)와 e)는 각각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baroclinic velocity을 나타내며, 10cm/s 간격으로 검은 색으로 등속선을 표시하였다. c)
는 53m의 baroclinic 유속을 기준으로 깊이에 따라서 감소하는 유속이 e-folding 유속이 되는 깊
이를 붉은 선으로 표시하였으며, 검은선은 관측된 5℃ 등온선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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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ontinued) 

 

4. 논의  

 

4.1 장주기 해류 

장주기 해류의 상하층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서 전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barotropic한 성분과 그 이외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baroclinic한 성분을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Barotropic성분은 UBIM-M의 53m~2050m까지의 관측된 남북방향 유속과 동

서방향 유속을 관측 수심간 간격을 고려하여서 평균하였다. 

U
1
D

udz 

u
1

D D
u u

2
D D u

D D
2

 

위의 식에서 Ubt는 barotropic 성분의 동서방향의 유속이며, D는 관측지점의 총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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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U는 관측된 장주기 성분의 유속이다. 아래의 식에서는 Dk는 유속이 관측된 수심이

며, uk는 그 깊이에서 관측된 장주기 성분의 유속이다.  

그림 9a와 그림 9d는 각각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barotropic한 유속의 값을 그린 것

이다. barotropic한 성분은 6월부터 10월까지의 동한난류의 동한난류로 인해서 유속이 

강해지던 때에 값이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한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

서 계속하겠다.). 여름철(6월~8월)의 barotropic한 성분의 동서방향 유속이 가을철(9월

~10월)의 barotropic한 성분의 동서방향 유속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9b와 

그림 9e는 baroclinic한 성분의 유속 값을 보여주며, 10cm/s 이상의 유속 값은 전 기간

에 걸쳐서 150m 보다 얕은 곳에서 나타나고 그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10cm/s 이하의 

값을 보인다. 53m의 baroclinic한 유속과 barotropic 유속성분을 비교하면, 여름철은 같

은 부호의 값이 남북성분과 동서성분에서 다 나타나는 반면에, 가을철에는 동서방향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가을철에 전층의 움직임과는 표층에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을철이 여름철보다 baroclinity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7월의 유향

이 심층부터 시작해서 표층으로 변하는 것이 baroclinic한 성분의 유속에서도 잘 나타나

고 있다.  

이런 장주기 운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등온선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도 연관된다. 깊

이에 따라 속도가 크게 변화하는 상층과 깊이에 따라 속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하층의 

경계는 약 100m~200m에서 변동하는 5℃ 수온선과 일치한다 (그림11). 또한, 이 5℃ 

수온선의 변화는 baroclinity성분의 53m 유속의 e-folding depth의 변화와 일치한다. 

이것은 표층의 유속의 영향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으로 표층과 다른 저층의 유속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표층과 저층의 경계면이 5℃ 수온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 수온선은 2월에서 4월까지는 150m이내로 나타나며, 50m까지 얕아지기도 한다. 

event Ⅰ과 event Ⅱ의 기간에는 등온선이 깊어지거나 얕아지는 시기에 위치하여 있다. 

5월에서 8월초의 기간에는 150m이상으로 5℃ 수온선이 깊게 위치하며 6월초 최대 

230m까지 깊어진다. 5월 말 등온선이 깊어지는 시기에 event Ⅲ의 강한 유속이 나타났

으며, 6월초 최대기간을 지나면서 유향이 동남향에서 서북향으로 바뀌었다. 6월 말에 5℃ 

등수온선이 150m에 얕게 위치할 때까지 유향은 북향을 보였다. 7월초까지 E-rap의 관

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이후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수온선이 얕았

던 이 기간에는 강한 동남향이 나타났으며, 다시 등온선이 200m부근으로 깊어지고 유

지되는 동안 유향이 반시계로 변화하였다. Event Ⅴ 기간 동안 5℃ 등수온선은 급격하

게 얕아졌으며, 80m부근에 머물다가 다시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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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5℃ 등수온선의 변화는 대마난류수의 분포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이는 국립수산과

학원의 격월 정선관측 자료의 수온 자료를 통해 본 수평적인 수온전선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14의 100m 수온자료들을 보게 되면 수온 8℃~12℃의 수온전선이 관측된 지역이 

SSH에서 보인 동한난류가 지나가는 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관

측 자료에서는 계류선이 10월을 제외하고 동한난류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10월에는 

동한난류의 남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류선의 수온자료를 보면, 5월부터 8월초

까지 5℃ 등온선은 200m로 깊었고, 이것은 수온전선의 남쪽에 계류선이 위치해 있음을 

의미하며, 6월의 관측기간에는 잠시 등온선이 얕아지고 이는 계류선이 일시적으로 수온

전선 북쪽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두 자료를 같이 보면, 수온전선이 남북으

로 이동하면서 동한난류의 흐름도 수온전선과 같이 변동한다고 생각된다.  

장주기 해류가 강해지던 각 event별 특징을 살펴보면, 3월의 event Ⅰ시기에는 100m

보다 얕은 수심에서 20cm/s이상의 속도를 보이며, NFRDI의 2월과 4월 정선조사에서의 

수온전선의 위치가 계류선의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미루어, 전 층이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4월의 event Ⅱ의 시기는 4월 15일경과 4월 25일경에 북향으로 10cm/s이상의 유속

이 관찰되며, 4월 15일 보다 4월 25일 부근의 유속이 더 강하게 나온다. 이 또한 SSH 

자료와 NFRDI의 수온전선의 위치를 통하여 추측하였을 때, 동한난류의 영향으로 보인

다. 다만, 4월 25일에 5℃ 등온선이 150m까지 깊어지면서 따라서 150m의 유속도 북향

으로 강해지는 것이 관찰된다. 

5월의 event Ⅲ 시기에는 점차 수온전선과 동한난류가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관측되는 

유향이 북동쪽에서 남동향으로 바뀌며, 5℃ 등온선이 200m이상 깊어지면서 10cm/s이

상의 유속이 나오는 깊이도 따라서 깊어지는 것이 관찰된다. 저층은 대부분 동향의 흐름

을 보이며, 표층과 비슷한 유향을 보인다. 특이점은 계류선의 속도를 비교하면, UBIM-S

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큰 속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UBIM-S의 계류선이 다른 

계류선보다 10km 남쪽에 위치하여서 표층에서 2일 정도 먼저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았

고 전선의 중앙에 가까이 위치하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터 하지 않

은 관측된 유속자료의 평균속도는 6~7cm/s의 차이로 미루어 볼 때, 장주기 변동에서의 

유속의 큰 차이는 단지 UBIM-S 계류선이 다른 계류선보다 동한난류의 중심축에 오래 

위치하여서 더 긴 시간동안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아 장주기 성분이 강하게 나왔을 가능

성이 있다. 또한, 6월의 event는 다른 event들과 달리 100~150m부근에서 event가 보

인다. 이것은 표층보다 저층이 더 유속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곳의 유향이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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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서 북서향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등온선이 동남향일 때 깊어지면서 최대

로 깊어지고, 유향이 북서향으로 변한 이후에 등온선이 다시 얕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 시기에 급격히 사행을 하는 동한난류 변동의 어느 위치에 계류선이 위와 같은 급격한 

유향 변화를 유발한다 할 수 있다 (그림 11).  

6월~7월의 event Ⅳ의 시기에는 6월 중에 북동향에서 남동향으로 유향이 변하고, 그 

이후에 반시계 방향으로 유향이 변하여서 남동향이 서북향까지 변하는 특징이 관측되었

다. 또한 이런 유향변화는 150m를 기준으로 약 5일~6일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하층이 

먼저 유향이 변화하며, 상층이 뒤따라오게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보다 정확한 수심별 

유속의 lag 차이를 보기 위하여 53m의 유속을 기준으로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수심별 

lag-correlation을 계산하였다. 동서방향의 유속은 약 273m부터 12시간의 시차를 보이

기 시작하였고, 293m에서 최대 36시간의 시차를 보였다. 반면에 남북방향의 유속은 

181m에서 12시간의 시차를 269m부터 96시간의 시차를 보여주었다. 즉, lag-

correlation의 결과는 상층과 하층 유속간에 최대 4일간의 시차가 나며 상층의 유속이 

하층의 유속을 뒤따라 옴을 보인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특징은 동한난류의 강한 사

행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11의 6월 수온전선은 37oN, 130oE의 수온이 주변부보다 높

아서 난수성 소용돌이의 형태를 보여주며, 반면 계류선이 위치한 37oN, 131oE는 주변보

다 수온이 낮아서 냉수성 소용돌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동한난류의 급격한 사

행과 소용돌이들 형태들의 중규모 현상의 영향으로 반시계 방향의 유향변화가 나타난다

고 생각된다. 또한 이런 급격한 사행에 의한 영향으로 난수성 소용돌이 형태와 냉수성 

소용돌이 형태 사이에 계류선이 위치하면서 200m~350m의 유속이 더 얕은 표층과 더 

깊은 심층보다 빠른 유속을 보여주고 있다. 수온약층 아래의 심층은 거의 온도와 염분 

변화가 없고 수온전선이 200~300m까지 영향을 주어서 냉수성 소용돌이 형태의 지역에

서는 심층까지 표층의 해류와 같은 방향의 운동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해류가 북

서방향으로 흐를 때, 2000m이하에서 10cm/s이상의 강한 유속이 나타난다. 이것은, 울

릉분지의 바닥의 해류의 순환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10cm/s의 유속이 나타난 7/21

일 전후로 이보다 앞선 7/12~7/22일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울릉분지간 평원에 

위치한 EC1의 바닥의 유속자료에서 10cm/s이상의 강한 서남향류가 관찰되었으며 (그

림12a), 이때, 울릉분지로 들어온 물이 관측지점인 UBIM-M의 계류선에서 서북향류로 

관측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계류선이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전 층

에서 서북향류가 나타난 시기로 울릉분지의 심층순환이 동한난류의 사행의 효과와 함께 

나타나서 저층에 강한 해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왜 저층에서 먼저 유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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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표층이 뒤늦게 따라오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 

시기의 강한 상층 해류로 인하여서 E-rap의 온도와 염분의 관측이 수월하게 이루어지

지 않아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월의 event Ⅴ시기에는 북향류가 나타났으며 5℃ 등온선이 얕아지는 시기이다. 그림

13의 지형류를 보면 동한난류가 계류선의 남쪽에 위치하여 북동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등온선이 얕아지는 변화는 event 이전에는 북동-남서를 축으로 하는 수온전선이 계류

선 북쪽에 위치하였다가 event 시기에 남하하여서 계류선 남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생각

되며, SSH로 계산한 지형류나 수온전선의 주축과 달리 북향류가 나타나는 것은 SSH 자

료의 시공간적 resolution에 의해서 실제 계류선은 북향류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였지만, 

SSH 자료에서는 공간적 평균값으로 인해 북동향류가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10월까지의 event Ⅵ시기에는 150m를 경계로 상층과 하층이 전혀 다른 방

향의 운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9월과 10월의 NFRDI의 정선관측 수온분포를 통해 

보면 수온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관측 위치에서의 5℃ 등온선이 150m보다 깊어지는 것

으로 사료된다. 북동향류가 나타나는 수심은 혼합층과 수온약층으로 이루어진 상부이며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150m이하 하층은 평균유속과 최대유속 모두 1500m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나고 평균유속은 6cm/s이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면, 저층의 서북향류와 서

남향류는 울릉분지의 경계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심층순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름의 event Ⅳ와 event Ⅴ와 달리 가을철의 event Ⅵ 시기에 

baroclinity가 증가한 이유는 동한난류의 사행과 심층순환이 원인으로 보인다. 여름과 달

리 이 시기에 동한난류는 곧바로 동북향을 꾸준히 유지하며 사행을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여름철처럼 소용돌이 형태의 운동이 보이지 않고 수온약층 아래의 운동까지 영향을 

주기 힘들었다. 또한, 8월 동안 EC1의 심층에서는 1달 내내 남동향의 유향이 나타났으

며, 이는 심층순환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즉, 수온약층 아래 심층은 강화된 심층순환

의 영향을 받아서 서북향, 서남향의 운동을 보여주었고, 수온약층보다 얕은 표층은 동한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북동향을 보여서 이 시기에 baroclinity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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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는 UBIM-M의 53m의 유속의 stick diagram, 각각의 event 기간은 수직한 회색선으
로 표시하였다. b)는 UBIM-S와 SuperStaton의 E-rap을 이용하여서 그린 수온의 변화이다. 수온
의 10℃, 5℃, 2℃ 등온선을 검은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UBIM-S에서 구한 수온은 48시간 low-
pass 필터를 사용한뒤 E-rap자료와 겹쳐 그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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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UBIM-M에서 ADCP를 이용하여 관측된 장주기 성분의 유속으로 a)는 동서방향성분의 
유속, b)는 남북방향 성분의 유속이다. 검은선은 UBIM-S의 수온센서와 E-rap의 수온센서를 이용
하여 관측한 온도를 통하여 구한 5℃ 등온선으로, 중간 중간 끊긴 부분은 관측값이 없는 것이다. 
그림의 수직한 녹색선으로 각각의 event 시기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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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C1에서 관측한 400m, 1400m, 2200m의 유속의 stick diagram, a)는 6월과 7월의 유
속이고, b)는 8월~10월까지의 유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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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7일간격의 SSH data를 이용해 계산된 지형류와 SSH. 해면고도 값이 배경에 contour 선으로 그려
져 있으며, 계산된 지형류는 화살표로 표현되고 있다. 별 표시된 곳 (131oE,37oN)에 부이들이 계류되었으며, 부이위치의 초록선은 UBIM-S의 32m
에서 측정한 값의 하루 평균 유속이다. 마찬가지로 파란선은 SuperStation의 8m에서 측정한 값의 하루 평균 유속, 검은선은 UBIM-M의 53m에서 
측정한 값의 하루 평균 유속이며, 각각의 깊이는 계류선에 측정된 유속의 제일 얕은 깊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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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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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동해 남서부해역의 100m 수심의 수온분포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격월 정선관측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관측이 이루어진 날짜
는 그림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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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uperStation에서 관측된 대기압과 풍속과 풍향의 자료를 통해서 계산된 바람응력과 
Merra 재분석장의 대기압과 바람응력. a)는 대기압을 나타내며, b)는 바람응력을 보여준다. 바람응
력이 재분석장이 실제 관측 값에 비해 과소평가 되고 있다. 

 

4.2 준관성주기 해류  

event의 개수 및 크기와 event의 지속된 총 깊이의 계절적인 차이는 계절에 따른 주

변 장주기 해류의 변동에 의한 수온전선역의 위치와 바람의 세기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

으로 보인다. 준관성주기의 운동은 바람의 변동에 의해서 생성되므로 생성 당시의 바람

의 세기와 변동이 event의 세기와 발생 횟수에 영향을 준다[Pollard and Millard, 1970].   

그림15b에서 보이는 바람 응력의 계절별 변동을 보면, 3월에서 5월까지 봄철에 전기

간 중에 가장 강한 세기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를 지나서 여름철(6월에서 8월)에는 

0.1Pa이하의 낮은 바람응력 값을 보이며, 8월 11일과 9월 3일, 9월 5일에 태풍이 지나

가면서 바람응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바람응력이 강해질 때는 기압이 떨어지는 

지는 시기, 즉 저기압이 지배적일 때, 바람응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압이 

낮고, 그 전후 시기의 고기압이었을 때와 비교하여 기압의 차이가 클 경우에 바람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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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지는 것이 보인다 (그림15a와 그림15b). 

바람이 준관성주기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 위하여 slab 모델을 이용하여서 바람

응력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준관성주기 운동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slab 모델은 1-D 

모델로, 바람의 풍향이 시간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변하면서 바다에 응력을 주어서 준관

성주기 운동이 생기는 것을 계산하는 것으로 바람의 응력은 Merra의 바람응력자료를 이

용하였다. 또한, 바다의 상태를 나타나는데 필요한 혼합층의 깊이 (MLD)와 혼합층의 밀

도값은 UBIM-S가 계류되어 있던 기간에는 UBIM-S에서 관측한 MLD값과 10m의 밀

도값을 혼합층의 밀도라 생각하여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모델에서 준관성주기 운동의 감

쇠율을 3일로 사용하였다. 이는 표4의 표층의 준관성주기의 event의 e-folding time이 

최소 60시간인 것을 고려하여서 설정했다. 반면, SuperStation 기간에는 혼합층의 밀도

값은 표층부이에 설치되어 있던 SBE-39의 수온과 염분관측 자료를 사용한 밀도 값을 

이용하였으며, MLD 값은 10m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SuperStation이 해당기

간의 MLD를 관측하기에는 수온센서가 깊게 계류되어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허나, 울릉

분지의 여름철 수층은 고온고염의 대마난류수의 영향과 약한 바람의 세기로 인해서 혼합

층이 얕아지고 계절적 수온약층이 발달하기 때문에 매우 얕게 발달하며 10m~20m에 위

치한다 [Lim et al., 2012]. 6월의 정선관측 조사에 관측된 수온을 이용하여 계산한 

MLD은 약 10.5m이었고, 그래서 모델에 사용한 MLD는 위와 같이 10m로 가정하였다.   

Slab 모델의 바람결과와 UBIM-S와 SuperStation에서 관측된 준관성주기의 event를 

비교해보았다. UBIM-S의 기간부터 보게 되면, ss8 event가 slab 모델에서 계산된 유속

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측에서는 event가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event

의 기간은 peak의 위치가 일부 차이가 있지만 바람에 의한 event의 기간에 관찰되고 있

다. 물론, 4월 30일처럼 바람에 의한 event가 강함에도 event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

다 (그림16a와 그림16b). 마찬가지로 SuperStation의 기간에서도 ss8의 event가 모델

과 비교하면 바람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름철의 7월 10일 이후

에 계산된 모델의 준관성 주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관측

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림16c와 그림16d). 또한 js1, js2, ss9와 

ss12의 event의 경우에는 표층까지 event가 이어지지 않으며, js1과 js2의 event는 모

델의 계산결과도 특별한 event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 event들은 바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관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비교로 볼 때, 바람응력이 강한 봄철과 가을철이 바람응력이 약한 여름철에 

비해 더 유속도 강하고, 더 깊은 곳까지 전파하는 event가 관찰된다. 이는 여름철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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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몬순에 의한 영향으로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서 준관성주기 운동을 생성시키는 에

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철은 봄과 가을철보다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준관성주기 운동을 일으킬만한 바람의 event가 적어서 여름철 준관성주

기의 event 발생이 적게 관찰된다 (그림15). 

중규모순환이 준관성주기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와도가 생성되는 준관성 주기 내

부파에 영향을 주어서, 음의 상대와도 영역에서 준관성 주기 내부파의 수평적인 전파를 

반사시키고, 수직적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효과를 내어서 음의 상대와도 영역에서 양의 

상대와도 영역보다 에너지가 증폭되는 경향을 가진다. 그림13의 SSH에서 상대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봄철에는 북동-남서를 주축으로 가지는 수온전선의 북쪽에 위치하여

서 양의 와도를 보여주며, 여름철과 가을철은 수온전선의 남쪽에 위치하여 음의 와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8월의 장주기 해류의 eventⅤ기간에 수온전선의 북쪽에 위치하여서 

잠시 양의 와도를 보여준다. 계류선에서 관측된 준관성주기 운동의 유속을 보면, 가을철

이 최대 16cm/s로 봄철의 13cm/s보다 더 강한 유속을 보여준다. am6의 경우 수직두께

도 53m에서 421m까지 될 정도로 약 1달 동안 더 깊고 강하게 전파된다 (그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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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와 c)는 Merra의 바람응력이 붉은 색 선으로 Slab model을 이용하여 계산한 NIW의 
입자속도가 파란색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a)는 UBIM-S의 계류기간인 2/20~5/31까지, c)는 
SuperStation의 계류 기간인 4/17~8/31까지 그려져 있다. b)는 UBIM-S에서 관측된 유속의 준
관성주기 성분 속력이고 d)는 SuperStation에서 관측된 유속의 준관성주기 성분 속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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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ontinued) 
 

4.3. 성층과 수직 shear 

이번 장은 관측된 준관성주기의 유속변화와 장주기의 유속변화가 수층의 성층구조에 

얼마만큼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다. 앞의 장에서 살펴봤듯이 장주기 

운동의 평균유속은 준관성주기 운동의 유속보다 더 크고 주요하게 나타나며, 관측된 전

체 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도 장주기 운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주요하게 반영한다.  

즉,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준관성주기 운동의 유속이 장주기 유속에 비해 유속이 크지 

않지만, 수직적인 유속의 shear의 경우에는 준관성주기와 장주기 성분의 shear가 비슷

한 크기로 나타난다 (그림17b와 그림17c). 물론, 산술적으로 두 shear의 총합이 전체의 

shear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심별, 시간별로 어떤 주기대의 shear가 전체 shear

에 더 기여를 하는지 비교는 가능하다. 

관측된 유속의 shear (그림 17a)가 강한 지역은 50m~ 250m까지로 띠의 형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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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그림10에서 보이는 수심 10℃이하의 수온약층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 었다. 

전체 shear 뿐 아니라 장주기 유속에 의한 shear (그림 17b)와 준관성주기 유속에 의

한 shear (그림 17c)도 수온약층의 내부에서 그 외의 지역보다 큰 값을 보여준다. 

장주기 성분에서 event가 있던 시기에 보다 더 큰 값의 shear가 나타나며, 수온약층

을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이 다른 운동 방향을 보여주었던 9월에 가장 큰 shear 값이 나

타난다. eventⅥ의 시작인 6월 초 시기에 가장 깊게 수온약층이 내려가고 100m~150m

사이에서는 200m 이하와 같이 약한 10-7s-1과 같이 약한 shear가 보인다. 그림5c의 

수온값을 보면 그 위치에 thermostad층이 나타난다. 준관성주기 성분의 경우 큰 shear

의 생성의 원인은 각 event 시기에 수온약층에서 증폭된 유속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준

관성주기의 운동이 수온약층 내부에서는 내부파의 형태로 전파하며, 수온약층의 큰 부력

주파수에 의해서 내부파의 수직파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수평유속성분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부력주파수가 작은 다른 층에 비해서 더 강한 shear가 나타나게 된다. 

[Leman and Sanford, 1975]  

전체 shear는 주로 장주기 유속의 shear에 의해서 결정되며 준관성주기 유속의 

shear는 장주기 유속의 shear를 강화시켜주거나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18c). 

전체 관측 기간 중에 준관성주기 유속의 shear가 장주기 유속의 shear보다 전체 shear

에 주요해지는 기간이 나타난다. 그 시기는 봄철의 준관성주기 성분의 shear가 강할 때

와 6월초 200m부근, 10월의 150m부근에서 shear가 강할 때로 그림18d에서 준관성주

기 성분의 shear가 10-5s-1이상으로 강할 때만 표시하였으며, 장주기 유속의 shear보다 

준관성주기의 shear가 클 때, 두 값 사이의 비율이 커지고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되

고 있다.  

이 시기의 수층의 안정도를 보기 위해서, 수층의 안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리처든 

수(Ri N /S )를 계산하였다 (N
ρ

ρ
, S ). 밀도가 관측된 시기는 

E-rap을 이용한 5월말부터 8월말까지였다 (그림18a). 리처든 수(Ri)는 부력주파수의 

제곱과 수직한 유속 shear의 제곱의 비로 성층의 안정도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며, 

리처든수가 1보다 크면 성층이 주요하여 안정적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림18b는 관

측된 밀도를 통하여 계산된 부력주파수를 그림18c는 수직한 유속의 shear을 log scale

로 나타내었다. 리처든수의 값은 수온약층내부에서 1보다 큰 값을 보여주어서 성층이 

shear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안정된 성층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18d). 수온

약층 아래 중층에서는 0.25~2사이의 다양한 값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밀도와 속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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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인 resolution이 큰 영향도 있는 것인지 다양한 값의 분포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온

약층 내부처럼 월등히 성층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수온약층 하부에서 얇

은 띄 모양으로 상대적으로 성층이 약하고 shear가 강하여서 리처든수가 0.25이하의 값

을 보이는 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서 특이하게 5월 31일에서 6월 5

일 사이에 0.25에 근접하는 값이 수온약층 내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 층은 

준관성주기의 shear가 전체 shear에서 주요했던 층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서 준관성주

기파가 수온약층내부를 통과하면서 지나갈 때, 수직적인 속도의 차이를 가져오고 큰 

shear를 유발하게 하며, 그것이 상대적으로 성층을 약하게 만들면서 수온약층내부에서 

혼합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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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는 UBIM-M의 ADCP에서 구한 수직한 유속의 shear ( ) 의 제곱을 , b)는 장주기 성분의 유속의 shear의 제곱을 , c)는 준

관성 주기 성분에 의한 유속의 shear 의 제곱을 logscale로 나타냈고, d)는 준관성주기 성분의 유속 shear와 장주기 성분의 유속 shear간의 비를 나
타내며, 준관성주기의 shear가 10-5보다 큰 경우만 표시하였으며,  붉은 색으로 갈수록 준관성주기의 유속 shear가 더 큰 것을 보여준다. 화살표들은 
준관성주기의 shear가 장주기 성분의 shear보다 강할 패치가 보이는 때를 표시하였다. 



 

５３ 

 

 

 
그림 18. a)는 E-rap을 이용해서 관측된 수온과 염분을 통해 구한 밀도의 contour이다. b)는 밀도를 통해 계산하여 구한 buoyancy frequency이며, 
c)는 UBIM-M에서 구한 raw velocity의 수직한 shear의 contour이다. d)는 raw velocity의 shear와 buoyancy frequency와의 비인 리차든수 넘버
를 나타낸 그림이며, 푸른색 부분이 0.25이하의 값을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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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10년 부이를 이용한 계류선 관측을 통해서 울릉분지 중앙에서의 장주기 해류와 준

관성주기 운동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울릉분지 중앙에서 해류 변동은 주로 장주

기 해류의 변동에 기인하며, 이 장주기 운동은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동한난

류의 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이러한 동한난류의 변동은 수심 100m에서의 수온 

전선의 수평적인 변동에 잘 반영된다. 관측이 이루어진 시기에 울릉분지 중앙에는 시계

방향의 울릉난수성 소용돌이는 출현하지 않고 울릉도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 관측된 해류 

변동에 영향이 적었다. 해류 관측 기간 중 포항 앞바다에서 이안한 동한난류가 수온전선

을 따라서 강한 유속을 보이면서 관측 부이의 위치까지 북상하며 사행을 하면서 위치가 

남북으로 진동하고 있다. 동한난류는 여름철 잠시 남하했다가 다시 가을철 내내 관측 위

치 북쪽에 머물러 있었다. 여름철인 7월과 8월에는 동한난류의 사행 등 중규모 순환으

로 인하여 심층까지 표층과 같은 방향의 해류가 관측되었으며, 심층의 해류가 강화되었

다. 6월부터 8월에 동한난류가 남하할 때까지 순압적인 해류가 상대적으로 강했다가 가

을철부터는 경압성이 커지면서 상층과 하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였다. 울릉분지

간평원에 위치한 EC1의 심층의 해류가 7월 중순과 8월 한 달간 10cm/s이상으로 강한 

동향부터 남향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런 들어오는 방향의 해류는 9월과 10

월에도 10cm/s 정도로 강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서 울릉분지간

평원을 통해 들어온 물이 울릉분지 내부의 해류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울릉분지 중앙의 

하층의 해류를 서북향이나 서남향을 나타나게 한다. 이를 통해서 상층과 하층에 영향을 

주는 해류가 달라지면서 전체 수층 사이의 경압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준관성주기 운동의 경우, 주로 저기압대가 지나가면서 바람응력이 강해질 때 표층에 

생성되며 저층으로 전파되었다.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고, 바람이 강해서 강한 event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여름철에는 바람도 약하고 

저기압과 고기압의 변동이 자주 있지 않아 약한 event들이 간간히 관측이 되었다. 일부 

수온약층에서만 관찰되는 준관성주기 내부파에 의한 event도 표층 같은 event 횟수를 

보여준다. 가을철(9~10월)이 봄철(3~5월)에 비해서 바람의 응력이 더 작았음에도 불구

하고, 계류선이 동향하는 동한난류의 남쪽에 위치하여 주변의 상대와도가 음의 상대와도

를 가짐으로써 더 깊고 더 강하게 전파하는 event들이 관찰되고 있다.  

5월 달의 event에서는 준관성주기의 shear가 강화되면서 리차드슨수가 0.25이하로 

작아져 준관성주기 운동에 의한 수직혼합이 강화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준관성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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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속은 비록 그 세기가 장주기의 유속에 비해 작지만, 5월 달의 event와 같이 배경 

와도가 음을 나타내는 곳에서 준관성주기의 운동이 축적되게 되고 그 운동이 강한 

shear를 만들어 내어서 리차드슨수를 작게 만들 수 있다. 5월 event외에도 수온전선 인

근에서 준관성주기의 운동이 장주기의 운동보다 더 shear에 영향을 주는 것이 관측되었

다 (그림17d).  

준관성주기의 운동에 의한 수층의 혼합과 관련하여 발트해에서는 계류선과 관측선을 

이용하여서 수직적으로 고 해상도의 자료를 이용하여서 실제 dissipation rate를 관측하

고 준관성주기의 운동에 의해 강화된 shear에 의해서 수층의 혼합이 실제 증가하는 연

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ee and Umlauf, 2011].  향후에 동해에서도 준관성주기의 

운동에 의한 수층의 혼합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밝혀주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동해의 

해류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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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itics of sub- and near-inertial currents are investigated in the central 

Ulleng Basin of the East Sea (37oN, 131oE) based on three currents meter 

moorings. The longest mooring (UBIM-M) was deployed from February 2010 to 

November 2010 to measure currents every 8 m interval from 53 m to 477 m 

using 75 kHz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nd at three nominal depths of 

1000 m, 1500 m, and 2050 m using RCM-typre current meters. Record-length 

mean currents from UBIM-M show a sharp vertical shear in the upper 200 meter 

directed to the northeast, and weak and almost constant northwestern flow 

below 200 m down near to the seabed. Water characteristics in the sharp shear 

region correspond to the Tsushima Current Water, while the sluggish lower layer 

flow occurs in layers of the East Sea Intermediate and Proper Waters. Sub-inertial 

current fluctuations are distinct on approximately 1-2 month periods in 

association with the path variability of the East Korean Warm Current (EKWC). 

Strong sub-inertial currents that occurred during June and August exhibit a large 



 

５９ 

 

barotropic component with concomitant and unidirectional current fluctuations in 

the vertical. On the other hand, a strong current event in September was mainly  

baroclinic and characterized by strong northeastern flows in the upper 150 m and 

weak northwestern flows in the deeper layer. Observed near-inertial currents 

indicate downward propagating signals like internal waves, and strong near-

inertial currents are found in the thermocline layer. Strong (>6 cm/s) near-inertial 

currents occurred 12 times in the upper 200 m and only 2 times in the deeper 

layer (>400m) in summer (June~August) during weak-wind period. In spring           

(March~May) and fall (September~October), the strong near-inertial currents were 

observed more frequently, 16 times and 9 times, respectively. At times the vertical 

shear of near-inertial currents became larger than the shear due to the sub-

inertial currents. A strong event of near-inertial currents that occurred in June was 

one of the cases, and the Richardson number during this event was less than 0.25, 

suggestive of the possibility of the vertical mixing due to the occurrence of 

strong near-inertial currents.                                                              

 

Key words: Ulleng Basin, near-inertial currents, sub-inertial currents, East Korea 

Warm Current, Ulleng Abyssal Current , vertical shear, st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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