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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년 여름 동해 울릉분지 중앙에서 엽록소 농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moored profiler를 이용하여 수심 25m부터 300m에

서 획득한 수온, 염분, 용존산소, 엽록소 농도와 음파식 유속계를 이용하여 관측된 상층

해류를 분석하였다.  

관측된 엽록소 농도의 평균적인 수직구조는 32m 에서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났

으며,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발달하는 깊이와 해당 수심에서 엽록소 농도는 시기별로 

달랐다. 또한 profile의 방향에 따라서도 달랐다. 상행(하행)하는 profile 에서는 평균 아

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얕은(깊은) 깊이에 나타났으며, 평균 엽록소 농도도 높았(낮았)다. 

 전 수심에 걸쳐 합한 엽록소와 수심평균한 엽록소값, 평균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

타나는 깊이에서 엽록소 농도의의 변화 경향은 잘 부합하였으며, 이 때 엽록소 농도의 

변화와 범위는 시기별로 달랐다.   

조사기간 전반부의 상층 순환은 대한해협으로 유입된 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

난류가 36.5°N~37°N에서 이안 후 사행하면서 동향하였으며, 동한난류의 이안 위도

는 남북방향의 변화를 보였다. 조사기간 후반부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한 대마난류가 동해

안을 따라 북상하는 대신 울릉분지 중앙을 향해 북동향 하였다. 해류 주축의 변화에 따

라 profiler 계류위치에서 관측된 해류와 등온선의 수심 변화가 수반되는데, 유속이 증가 

(감소) 할 수록 등온선이 나타나는 수심이 얕아지는 시기에는 계류 지점이 강한 해류 주

축의 남쪽 (북쪽)에 위치하면서 해류의 주축이 남(북)쪽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32m 깊이에서 평균값 이상의 높은 엽록소 농도가 관측된 시기는 계류 위치에서 등

온선이 얕아지는 시기와 일치하며, 이는 해류 주축의 변화로 조사지점의 수온약층이 얕

아지면서 영양염이 풍부한 물이 유광대까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같은 원인에 의해 엽록소의 고농도가 관측되었다고 해도, 각 시기마다 조사지점에 영향

을 주는 해류의 성질과 위치에 의해 엽록소의 농도와 물성구조간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

났다.  

동해안에서 이안한 동한난류가 36.5°N~37°N에서 사행하며 동향하는 시기에는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수심이 160m보다 얕을 때부터 고농도의 엽록소가 나타난 반면에 대

마난류가 대한해협을 통과한 직후 36°N에서 북동쪽으로 흐른 시기에는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수심이 50m보다 얕을 때부터 고농도의 엽록소가 나타났다. 이는 연안에서 기

인한 수평방향 영양염의 유입이 조사지점에 영향을 주는 해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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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가능하지만 영양염 자료가 없는 관계로 확인은 할 수 없었다. 관측이 이루어진 기

간 동안 32m 수심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혼합층 범위에 들지 않았으며, 따라서 수

심 32m에서 나타난 엽록소의 고농도가 연안으로부터 유입된 엽록소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주요어: 울릉분지, moored profiler, 엽록소  

학  번: 2010-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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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양에서 엽록소의 농도는 일차생산력의 산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

요하며, 광량, 영양염, 철이온 유입 등 생지화학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절에 따른 수온약층 변화, 해류, 태풍, 바람 등의 물리적 요인들은 이러한 생지화

학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엽록소 농도의 증가·감소와 대번성이 

일어나는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해양에서 일차생산력을 파악 하는 데는 이런 물리

적 요인들과 엽록소 농도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임계수심은 해양에서 광합성으로 인한 총 생산량이 호흡으로 인한 총 유실량과 

같아지는 깊이를 말하며, 해양에서의 계절 변화는 임계수심과 혼합층의 상대적 깊

이를 변화시켜서, 임계수심의 깊이가 혼합층 깊이보다 깊을 때 대번성이 발생하므

로 결국 이러한 계절변화는 엽록소 농도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Sverdrup, 1953). 

Sverdrup의 모델 (Sverdrup, 1953)은 해류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플랑크톤 

번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동해의 경우, 2000년 Kim 등이 월별 조합된 CZCS 

(Costal Zone Color Scanner)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동해 내에서 대번성이 일어나

는 시기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임계수심과 혼

합층 깊이의 상대적 관계를 이용해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해에서 가을철

에 일어나는 대번성은 동해 남서부에서 가장 먼저 발생되고, 이후 동해 남동부, 동

해 북동부, 마지막으로 동해 북서부의 순서로 발생되는데, 이러한 순서는 위의 각 

지역에서 혼합층의 깊이가 임계수심 보다 얕아지는 시기의 순서와 일치한다 (Kim 

et al, 2000).  1969년 전 등 (1969)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두 차례에 걸친 실측 

엽록소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에서 엽록소 농도의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엽록소 농

도가 수온과 영양염, 투명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동해에서 엽록소 농도는 수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영양염 (인산염)과는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투명도가 높은 해역일수록 엽록소 농도도 깊은 수심에

서 높다 (전 등, 1969).  

바람은 국지적으로 혼합을 일으켜 엽록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Marra et al, 1989). 특히 태풍의 통과는 해수의 수직 혼합을 활발하게 만들어 하

층에 존재하던 차갑고 영양염이 풍부한 물이 상층으로 공급 됨에 따라, 고농도의 

엽록소가 나타나는 요인이 된다 (Son et al, 2006). 바람의 세기에 따라 대번성의 

시작 시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봄철에는 약한 바람이 대번성을 빨리 발생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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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에는 강한 바람이 대번성을 빨리 발생하게 한다 (Kim et al, 2007).  

해류 지배역의 경우 대상 해역에 우세한 해류의 특성에 따라 엽록소 농도가 영향

을 받는다. 동해는 해류 지배역으로 고온, 고염의 해수를 운송하는 대마난류와 리만

한류가 존재하며, 38~40사이에 뚜렷한 극전선이 나타난다 (Yamada et al, 2004). 

특히, 대마난류는 울릉분지의 상층순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해류이다. 대마난

류수는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유입되고, 동해 남서부의 상층 150m부분을 차

지한다. 유입된 대마난류는 분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 한 분지가 한국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동한난류가 된다. 동한난류는 연안으로부터 분리된 후 다시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동쪽, 혹은 북동쪽으로 향하며 외해로 흐르

는 흐름이고, 나머지는 울릉도 근처에서 크게 사행하는 흐름이다 (Chang et al, 

2004). 동해 울릉분지의 경우 빈 영양 해수를 수송하는 대마난류가 강한 해의 춘

계 대번성은 다른 년도보다 제한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Yoo et al, 2004). 울릉분

지 주변에서 사행하는 동한난류는 시계방향 와류를 만드는데, 와류에 의해서도 엽

록소 농도가 영향을 받는다. 김 등(2004)에 의하면, 반시계방향 와류의 경우, 와류

중앙에서 해수가 분산하여 심층해수가 표층으로 공급되어, 심층해수에 풍부한 영양

염을 표층으로 공급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일차생산력,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이 증가하게 된다. 시계방향와류의 경우에는 봄에는 와류 내부해역이 외부해

역과의 해수교환이 일어나지 않아 겨울 해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와류 

내부 층의 수온과 염분,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 때문에 봄철이 되어도 와류 

외부해역과 비교하였을 때 성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적 수직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와류 내부해역에서 봄철 대번성이 일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

다. 여름에는 와류 내부해역에서 성층화가 강하게 생겨서 수직혼합이 거의 일어나

지 않아 표층해수의 영양염이 고갈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엽록소는 아표층에서 최대

농도를 나타냈다. 이 때, 와류 내부해역의 엽록소는 'eddy turbulence-induced 

diffusive flux'에 의해 심층으로부터 영양염이 공급되어서 와류 외부해역에서 관측

된 값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김 등, 2004). 

또한 동해에서 엽록소 농도는 연안용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2009년 Yoo 

등 (2009)은 하루 간격의 SeaWiFS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위성자료, 그리고 8일 조합한 SeaWiFS 위성자료와 실측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동

해남서부 울릉분지 해역이 생산성이 높은 이유가 연안에서 발생한 용승수가 동한난

류를 따라 동해 남서부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Yoo et al, 2009).  

동해 엽록소 농도의 변동에 관한 연구에 있어 물리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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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동

해에서 수행 된 엽록소 농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측 자료와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경우 주로 월별 조

합된 자료나 격월 관측 자료와 같이 듬성한 시간 간격자료를 이용하여 엽록소 농도

의 연변동과 계절변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거나, 혹은 한차례 이루어진 관측의 결

과를 이용해 해당 계절의 대표 값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물리적 요

인들 중에는 이보다 작은 시간 변동을 가지는 현상들이 많고, 이에 영향을 받는 엽

록소 농도의 변화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좀더 조밀한 시간 간격을 가지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가소해의 경우 고정점의 계류선으로부터 얻

은 조밀한 시간 간격의 엽록소와 물성 자료를 이용하여 20일의 짧은 주기를 가지

는 와류에 의해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남이 밝혀진 바가 있다 (McNeil et al, 

1999). 

고정점에서의 시계열 자료는 시간적 해상도가 조밀한 반면에 수직적으로 관측센

서가 부착된 특정 깊이에서의 값만 알 수 있으며, 관측 센서를 여러 깊이에 개별적

으로 부착하여야 수직적으로 조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E-RAP (EAST-I Real-time Autonomous Profiler) 은 동해 울릉분지 중앙부

인 37°N, 131°E 지점의 (Super-station) 표층 부이에 부착된 profiler이다 

(Fig 1). 본 연구에서는 E-RAP으로 명명한 이 moored profiler를 이용하여 수심 

25m 깊이부터 300m 깊이까지의 최소한 하루에 1회 이상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였

다. 본 연구의 목표는 동해 울릉분지에 계류된 E-RAP으로부터 획득한 엽록소와 

물성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여름의 엽록소 농도 변화를 분석하고 엽록소 농도의 

변화와 동시에 관측된 수온과 해류 등 물리적인 환경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다.  

해양의 고정된 지점에서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나는 원인은, 수직, 수평적으로 

영양염이 유입됨으로써 실제 그 지점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이 촉진되거나, 또는 

이미 연안 용승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이 촉진되어 엽록소 농도

가 높은 물이 advection 을 통해 해당지점으로 유입 되는 경우 (Resplandy et al, 

2011), 와류 (Mcneil et al, 1999)나 바람 (Marra et al, 1990)에 의해 해당지점에

서 국지적인 혼합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혼합층이 깊어져서 식물플랑크톤의 번성이 

일어나는 경우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해양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단

독으로 작용하거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고정된 지

점에서 고농도의 엽록소를 야기 시키게 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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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이미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이 촉진되어 고농도의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는 

표층 하 해수가 해수순환과 그 변화와 연관되어 계류 위치에 분포하게 됨으로써 계

류된 profiler에서 엽록소 고농도가 관측된 경우이다. 따라서, 엽록소 고농도가 관

측된 시기 전후에 나타나는 해류순환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엽록소 고농도의 

원인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자료 및 방법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

의 특징, 기간, 시공간적인 해상도, 센서의 정보에 대해 언급하고, 결과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관측지점주변의 해류와 해수순환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측된 물

성과 엽록소 농도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특히 고농도의 엽록소가 나타난 시

기에 대하여, 어떠한 물리적 요인에 의해 엽록소 고농도가 나타났는지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기술하였다.   

 

 

 

 

 
Fig 1. Study area. Super station (37°N, 131°E) is marked b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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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방법 

 

2.1 E-RAP 자료  

 

E-RAP은 표층 부이, APEX (Autonomous Profiling Explorer, Webb 

Research), 부력재 (Flotation Technologies, ROVits. APEX 의 부력을 조절하는 

부품으로, 개당 약 30g의 양성부력을 갖는다), APEX와 부력재를 고정시키는 마운

트, 계류선을 구성하는 케이블, 그리고 APEX에 부착된 센서들로 구성된다 (Fig 2). 

APEX는 사전에 맞추어진 관측 시간이 되면 부력을 조절하는 피스톤 카운트를 감

소시켜 음성부력을 가지며 설정한 수심에 도달 할 때까지 가 하강하면서 관측을 하

고, 설정한 수심에 도달하면 부력을 조절하는 피스톤 카운트를 증가시켜 양성부력

을 가지며 다시 상층에 도달 할 때까지  상승하며 관측을 하는 원리이다.  

APEX는 사전에 설정된 수심 사이 (25m~300m, 단, 심층에서 값의 변동이 거의 

없는 엽록소는 25m~200m사이만 관측하도록 설정 되어있다)를 하루에 1회, 혹은 

최대 2회씩 왕복하면서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자료를 획득하는데, 부착된 센서는 

CTD (Conductivity/Temperature/Depth) 센서 (Sea-Bird Electronics, SBE41), 

용존산소 센서 (Sea-Bird Electronics, SBE43) 및 엽록소 형광 센서 

(Fluorometer, Wetlabs, ECO FLSB)이다 (Table 1). APEX가 수직적으로 이동하

는 속도는 tilting의 정도에 따라 0.5~15 m/min의 값을 가지며, profiling된 자료는 

표층 부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Fig 2).  

Profile 자료는 2010년 5월 21일부터 2010년 9월 2일까지 획득되었으며, 이 

기간 중 2010년 6월 25일부터 2010년 7월12일 까지는 tilting이 커서 주로 50m

보다 깊은 수심부터 자료가 존재하고, 이보다 상층에서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 등에 의하면(2007), 동해에서 여름철에 관측된 엽록소농도는 수심 30m 내외에

서 최고 농도를 나타내 아표층 엽록소 최대를 보였고, 심층에서는 엽록소 농도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김 등, 2007). 따라서 측정이 이루어진 최상층이 50m인 시기

의 엽록소 자료를 포함시켜 전기간 동안 엽록소의 수직 평균 profile을 구하고, 엽

록소 최대농도를 가지는 층을 구하는 것은 실제의 현상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시기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관측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엽록소 형광을 측정하는 센서의 drift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화

가 거의 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심층의 엽록소 농도에 대해 시간에 따른 변화

를 살펴보았다. 조사기간 동안 심층에서 엽록소 농도는 8     ㎍/l의 기울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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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증가한다. 그러나 이 값은 형광센서의 해상도 (resolution)이 0.01μg/l 인 것

을 고려할 때 (Table 1), 오차범위 안에 든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형광값 보정은 실

시하지 않았다.   

E-RAP으로부터 획득한 자료 (수온, 염분, 용존산소, 엽록소)는 하루 동안 

관측된 값 중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심이 증가하는 시기(하행)와 시간이 지날수록 

수심이 감소하는 시기(상행)로 각각 나누어, 각 시기 동안 관측된 값들을 하나의 

profile 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 때, 자료가 관측된 깊이의 간격이 일정 하지 

않아서, 깊이에 대하여 1m 간격으로 depth interpolation 하였다. 이후, 전체 

profile에 대하여 수심별 평균값을 구하고, 각 깊이에서 평균값으로부터 3σ 

(표준편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오류로 간주하였다. 

관측된 자료는 상행 혹은 하행 하는 매 profile 마다 profile 이 시작된 시간과 

끝나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다 (Table 2). Profile 자료가 획득된 총 105일 중 

profile 이 하루에 한 개 만 존재하는 일자는 총 10일이고, 이중 7월20일~23일 

제외하고는 진동 (profile이 정상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하지 못하고 특정 깊이에서 

계속 머무르는 경우)의 형태를 나타낸다. Profile 이 하루에 한 개 만 존재하는 

시기에 profile의 길이는 평균 49m이고, profilinge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20시간50분이다.  Profile이 하루에 두 개 존재하는 날은 전체 105일 중 총 

45일로, 전체 관측기간 중 가장 많은 날수를 차지한다. Profile 이 하루에 두 개씩 

존재하는 날은 6월이 총22일로 가장 많고, 9월이 총 1일로 가장 적다. 이때 

profile의 길이는 평균 218 m 이고, profiling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6시간 42분 

이다. Profile 이 하루에 세 개 존재하는 날은 전체 105일 중 총 10일이고, 이때 

profile의 평균 길이는 127m이고, profileing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7시간 12분 

이다. Profile 이 하루에 네 개 존재하는 날은 전체 105일중 총 40일이고, 이때 

profile의 평균 길이는 270m이고, profiling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4시간 12분 

이다. 이 때, 각 profile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의 평균 길이는 4개의 profile 

이 모두 255~279m 범위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반면에 각 profile 의 profiling 

시간은 동일하지 않다. 1번째와 3번째 profile (즉, 상승하는 profile)의 평균 

profiling 시간은 2시간, 4번째 profile (즉, 하강하는 profile) 의 평균 profiling 

시간은 2시간 48분 인데, 2번째 profile의 평균 profiling 시간은 9시간 59분으로 

뚜렷하게 긴 시간을 보인다.  

 E-RAP 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는 고정된 한 지점에서 상층부터 심층 

(25m~300m)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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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APEX가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자료간의 시간 간격이 다르고, 

이로 인하여 각각의 profile이 관측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더욱

이 동일한 한 개의 profile내 에서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 큰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처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하나의 profile은 동일

한 하나의 시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의 중간시간)에서 획득된 자료로 간

주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할 경우   한 개의 profile 이 지속되는 시간 

보다 짧은 시간간격의 엽록소농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계류선에 부착된 엽록소 형광센서를 이용해 관측된 값은 엽록소 형광 값으로써, 

이를 ㎍/l의 단위를 가지는 엽록소 농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측정한 자료

를 이용하여 절대값으로 보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E-RAP 관측 기

간 (2010년 5월21일~2010 년 9월2일) 동안 실측 자료를 획득하지 못 하여 절대

값으로 보정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측된 엽록소 형광값은 실제 엽록소 농도

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에 따른 엽록소 농도 값의 상대적인 변동자체

는 유 의미 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자 한다. 

관측 지점에서 유속은 E-RAP 표층 부이 하단 프레임에 장착된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TRDI, WorkHorse 300kHz)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2). ADCP 자료는 E-Rap 자료가 존재하는 기간보다 짧은 기

간인 8월 26일 까지 가용하다. 이것은 8월26일 이후의 자료는 매우 큰 값이 도출

되어 사용하지 않았다.  

 조사기간 동안 ADCP가 실제로 설치된 깊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pressure 

sensor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Fig 3-(a)는 조사기간 동안 ADCP 가 설치된 깊이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 기간 동안 이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ADCP가 설치된 깊이는 전기간 내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고, 

이 깊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속이 산출된 깊이를 구하였다. ADCP에 의한 유속 

profile 은 수심 8m부터 4m 간격으로, 10분 간격의 자료가 산출되었다. 이 중 

76m보다 깊은 수심에서 자료는 76m 보다 얕은 깊이의 층에서 관측된 값과 차이

가 매우 큰 값이 도출되었고, 이는 에러값 이라고 판단되어 사용하지 않았다.        

상층 자료 중 16m~24m 에서 값은 12m와 28m 수심에서의 값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는데 (Fig 3-(b),(c),(d)), 이는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E-

RAP 이 설치되어 대기하는 깊이가 24m 이기 때문에 그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

로 사료된다. 16m~24m 에서 유속은 12m와 28m 자료를 이용해 interpolation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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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하였다. 이후 유속자료는 40시간 low-pass filter 한 뒤 12시간 간격으로 

subsampling 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s of Super station buoy. The profiler, E-RAP, is expanded in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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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Depth variation measured by a pressure sensor attached to ADCP during the 

study period (21.May-2.September). (b) East (red)-west (blue) and (c) north (red)-

south (blue) current speeds from ADCP. (d) Current speed from 8m to 3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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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Maker Model Range Resolution 

CTD SBE SBE 41 0~7 S/m 

-5~35℃ 

0.0003 

S/m 

0.002℃ 

DO SBE SBE 43 0~120% 2% 

Fluorometer Wetlabs ECO-FLSB 0.01~125㎍/ℓ 0.01㎍/ℓ 

ADCP TRDI Work Horse 

300khz 

±5~±20m/s 0.1cm/s 

 

Table 1. Specifications of sensors carried by E-RAP. 

 

 

 

 1 profile/1day 2 profiles/1day 3 profiles/1day 4 profiles/1day 

월별 

profile 수 

5월 • 5월 11 5월 • 5월 • 

6월 1 6월 22 6월 3 6월 5 

7월 6 7월 7 7월 6 7월 11 

8월 2 8월 4 8월 1 8월 24 

9월 1 9월 1 9월 • 9월 • 

계 10 계 45 계 10 계 40 

평균  

profile길이 

49m 218m 127m 270m 

평균  

profile시간 

20시간50분 6시간42분 7시간12분 4시간12분 

 

Table 2. Number of profiles, mean profile lengths, and mean profiling time. 

  



 

- 11 - 

 

2.2 MODIS 위성자료  

 

조사기간 동안 관측지점 주변의 표층 수온분포와 표층 엽록소 농도의 수평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5월21일부터 9월2일까지 하루 간격의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aqua daytime level2 

ocean color 자료를 사용하였다 (http://oceancolor.gsfc.nasa.gov). MODIS 자료

는 1km x 1km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다. 이 자료를 사용해서 Super station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표층 엽록소 값의 시계열을 뽑아내었다. Super station 위치에서

의 위성값 산출 시 주위의 자료들을 적절하게 공간 평균 하였는데, 이때 공간평균

의 범위는 경압 Rossby 변형 반경 (Ri) 의 규모로 하였다. 2층 해양에서 Ri는 아

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  

=수온 약층의 중간 깊이를 기준으로 상층에 해당하는 깊이 

 =수온 약층의 중간 깊이를 기준으로 하층에 해당하는 깊이 

  

…(b)  

= 에서 평균 밀도 

= 에서 평균 밀도 

식 (a) 를 이용하여, Super station 을 중심으로 각 변의 길이가 7km 인 정사각형 

범위 안의 모든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2.3 SSH자료  
 

조사지점 주변에서 공간적인 해수순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SSH와 지형류

vector 자료가 사용되었다. 고정된 지점에서 관측된 E-RAP 자료와 비교하고자 할 

때 SSH와 지형류vector 자료는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크며, interpolation된 값이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으나, 일정한 시간간격을 가지며 변동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SH(Sea Surface Height, 해수면 높이)와 

지형류 vector는 AVISO (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 data)의 해수면 높이 자료(ftp://ftp.cls.fr)를 이용하여 변 등(2009)

http://oceancolor.gsfc.na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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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변 등, 2009). SSH 와 지형류 vector 자료

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34°N~48°N, 128°E~142°N의 범위에 걸쳐서 

0.25° x 0.25° 간격으로 존재한다. 이 자료는 7일 조합 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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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전체 조사기간 동안 관측된 엽록소 농도와 물리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온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전 기간을 세 시기로 나누었다. 각 시기의 구분은 

특정 등온선이 나타나는 수심을 기준으로 할 때, 등온선이 나타나는 수심의 변화가 

대칭을 이루는 때 까지를 한 시기로 정하였다 (A시기: 5월21일~6월25일, B시기: 7

월13일~8월14일, C시기: 8월15일~9월2일). 단, B시기는 등온선이 나타나는 수심

의 변화가 대칭을 이루는 기간은 아니지만 A, C시기를 정하고 그 사이 기간을 B시

기라고 정하였다.  

 

3.1 엽록소 농도의 수직구조와 시간변동 

 

3.1.1 수직적 특성 

 

조사기간 동안 관측된 엽록소는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한다 (Fig 4-(a)). 

Fig 4-(a)의 까만점은 전체 관측기간 동안 수심별 엽록소 농도를 나타내고, 빨간 

실선은 수심별로 전기간에 걸쳐 평균한 엽록소 농도의 수직 profile 을 나타낸다. 

전기간에 걸쳐 평균한 엽록소 농도의 수직 profile에 의하면 관측된 엽록소 농도는 

25m부터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하여 32m에서 엽록소 최대층을 보이고, 이후 다

시 감소하여 100m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수심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E-Rap으

로 부터 얻은 엽록소자료는 25m 보다 깊은 수심의 값만 존재하지만, profile이 깊

이에 따라 변화하는 모양을 통해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발달하는지 여부를 추정

해 볼 수 있다. Fig 4-(b)는 A 시기 동안에 수심별 엽록소 농도와 (Fig 4-(b) 까

만 점), A기간 동안 평균한 엽록소농도의 수직 profile 을 나타낸다 (Fig 4-(b) 빨

간 선). A 시기에 수직적인 엽록소 농도의 구조는 B, C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깊은 수심에서 발달 (35m 근처)하며 (Fig 4-(b) 빨간 선), 이 

수심에서 엽록소 농도도 0.2μg/l이하로 세 시기 중 가장 작다. 또한 전체 profile

의 분포로부터 알 수 있듯이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수심의 범위가 넓다 

(Fig 4-(b) 까만 점). B시기와 C시기에는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발달하는 깊이

가 전기간 동안 평균된 값과 유사하며 (Fig 4-(c), Fig 4-(d)), C 시기의 경우, A, 

B, C시기 중에서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에서 나타나는 엽록소 농도가 수심이 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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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Fig 4-(d)).  

 Fig 5-(a)는 매 profile 에서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깊이를 보여준다. 

이때 시계열은 한 profile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의 중간 시간을 표시하였다. 빨간

색 동그라미는 하행하는 profile을 나타내며, 파란색 동그라미는 상행하는 profile을 

나타낸다. 상행하는 profile 에서 평균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30m 이며, 이 때 엽록소의 평균농도는 0.3㎍/l이다. 하행하는 profile 에서 평균 아

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34m 이고, 이때 엽록소의 평균농도는 0.2

㎍/l 로,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더 얕은 수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행하는 profile

의 경우에 엽록소 농도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A시기에 5월21일에서 6월5일 까지는 상

행하는 profile에서 변화폭이 크며, 하행하는 profile에서는 상행하는 profile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변화폭이 작다. B시기와 C시기에는 이와 반대로 하행하는 profile

에서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깊이의 변동폭이 26m에서 49m로 크고, 상

행하는 profile에서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깊이의 변동폭은 작다.  

Fig 5-(b)는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깊이에서 관측된 엽록소 농도를 

나타낸다. A, B, C 세 시기 중에서 A시기에 엽록소 농도는 6월22일을 제외하고 모

두 0.5㎍/l이하의 값을 나타내며, A시기와 비교 했을 때, B시기와 C시기에는 더 큰 

값(0.5㎍/l이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처럼 상행하는 profile과 하행하는 profile 에서 엽록소 최대층의 깊이가 다르

며 평균 엽록소 농도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관측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사

료된다. 먼저 profiler가 상행 시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7시간2분으로, 하행 시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인 3시간 31분 보다 2배 이상 길다. 또한 moored profiler에 

의한 관측시에는 먼저 상층 (~24m)에서 심층 (200m)까지 하행하는 방향의 관측

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관측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행하는 profile은 하행하는 profile 보다 평균적으로 3시간 늦은 시간부터 관측이 

시작되게 된다. 매일 첫번째 profile의 관측이 시작되는 시간은 평균 적으로 0시14

분 이며, 이에 따르면 첫번째 하행하는 profile의 관측은 0시~3시 사이에, 두번째 

상행하는 profile의 관측은 3시~10시 사이에 이루어 지게 된다. 이 두 profle 의 

시간차이가 낮-밤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간차이는 아니지만, 첫 번째(하행) 

profile이 새벽시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두 번째(상행) profile은 일출 

이후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온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실제로 하행하는 profile 에서 평균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깊이인 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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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평균 수온은 15.2 °C이며, 이 값은 상행하는 profile 에서 평균 아

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깊이인 30m에서 나타나는 평균 수온(15.7 °C )보

다 0.5°C 낮다. 그러나 이 때 엽록소의 농도는 하행하는 profile의 경우에 더 낮고, 

상행하는 profile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온과 엽록소 농도의 관계는, 

수온이 낮을수록 영양염이 많으며, 엽록소 농도도 높다는 기존의 연구 (전 등 

1969)에서 밝혀진 관계와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상행 /하행시에 아표층 엽

록소 최대층의 변화는 단순히 수온과 그에 따른 영양염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

기는 힘들다. 식물플랑크톤의 종에 따라 섭식을 위해 밤동안 표층으로 상승하며 낮

에는 하강하는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J. Marra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채수를 통한 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상행/ 하행하는 profile 에서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영

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밀도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전 기간에 대하여 평균 밀도 profile을 구하고 이중 밀도약층이 시작되는 깊

이에서 밀도값 (1024.59kg/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등밀도선이 밀도약층이 나

타나는 깊이는 (ID: isopycnal depth) 상행/ 하행하는 profile 에서 매우 다르게 나

타난다. A, B, C 세 시기 모두 하행하는 profile에서 ID는상행하는 profile에서 ID

보다 깊다 (Fig 5-(d)). A시기에는 상향하는profile 과 하행하는 profile에서 ID 

차이가 15m이며, 6월10일까지 이 차이를 유지하다가 6월10일 이후에는 상행하는 

profile에서 ID가 40m~55m로 깊어진다. B시기에는 상행, 하행하는 profile 모두 

ID의 시간에 따른 변동이 크며, 특히 상행하는 profile의 경우7월23일까지 ID가 

45m에서 28m 로 얕아지고 이후 다시 40m까지 깊어졌다가 다시 8월5일까지는 얕

아지는 변화를 보인다.  C시기에는 상행하는 profile 에서 ID가 8월20일과 8월30

일 이후를 제외하고는 30m보다 얕은 깊이가 나타나며, 하행하는 profile에서는 

40m 보다 깊은 깊이를 유지한다. ID시간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ID와 아표층 엽록

소 최대층의 시간에 따른 변화 경향과의 연관성은 찾기 힘들었다.          

James 등에 의한 (James et al, 2010)연구 에서 사용된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정의법 (profile 에서 가장 값이 낮은 base line 값을 정하고 그 값의 3배 이상인 

값이 나타나는 층을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표

층 엽록소 최대층 의 발달강도(intensity)를 결정하며, base line 값을 기준으로 

1.5배 이상인 값이 나타나는 층의 범위를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두께로 정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두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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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위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rofile 자료가 표층까지 연속적으로 존재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RAP 으로 부터 얻은 profile 자료는 표층~24m깊

이까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profile 에서 가장 높은값이 나

타난 층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값이 나타난 층보다 더 얕은 깊이에 있는 층

과 가장 높은값이 나타난 층보다 더 깊은 깊이에 있는 층이 서로 대칭하는 모양을 

가질것이라고 가정하였고, base line 값을 기준으로 1.5배 이상인 값이 나타나는 층

의 범위를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두께로 정했다.. Fig 5-(c)는 위의 방법을 이용

해 계산한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두께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빨간색은 상행하는 

profile 을 나타내며, 파란색은 하행하는 profile 을 나타낸다.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두께는 최소 4m에서 56m의 두께를 나타내었고, 상행하는 

profile의 경우 평균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두께 (21m)는 하행하는 profile의 평균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두께 (16m)보다 두껍다. 이것은 상행하는 profile의 경우, 

엽록소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수심을 기준으로, 깊이에 따른 엽록소농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엽록소 최대값 자체가 작거나, 아표층 엽

록소 최대층이 뾰족한 형태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언급했

듯이 상행하는 profile의 경우 관측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오래 걸렸기 때

문에, 한 profile 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른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변동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profile이 된 하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에 따른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변화를 살펴보았다. B시기에는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두께

는 40m에서 10m로 7월30일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8월10일까지는 30m까지 증가

하며,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두께변화의 폭은(30m) A시기와 비교했을 때 변화폭

이 작다. C시기 에는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두께가 30m에서 10m로 8월20일까

지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한다. B시기와 C시기의 경우,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두께의 변동은 32m에서 관측된 엽록소 농도 (Fig 6-(c))와 반대경향을 보인다. 

즉,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두께가 얕아지는 때 (즉,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뾰족

한 모양으로 발달하였거나, 엽록소 최대값 자체가 큰 때)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

나는 시기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시기에는 짧은 주기의 아표층 엽록

소 최대층 두께의 변화가 A, B, C세 시기 중 가장 크며 (C시기의 8월18일 제외), 

단기 변화를 제거하면 두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5월21일에서 6월25일까지 점차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강하게 발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엽록소 농도는 32m에서의 엽록소 농도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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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Fig 5-(f)에서 볼 수 있듯이, B시기 동안에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두께와 32m 에서 엽록소 농도 변화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C시기에도 나타나고 있지만(Fig 5-(g)), A시기에는 아표층 엽

록소 최대층의 두께와 32m 에서 엽록소 농도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

는다 (Fig 5-(e)).  

 본 연구에서 사용한 E-RAP 자료는 기존의 계류선을 통해 측정한 자료와는 다르

게 수직적으로 넓은 범위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깊이에서 엽록소 농도뿐 아니라, 25m~200m까지 깊이에 대해 평균 하였을 때 엽

록소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 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지점에서 수

직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엽록소 농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식물 

플랑크톤이 주로 서식하는 수층인 표층부터 유광층 깊이까지 엽록소 농도를 파악하

는 것은 해당 지점에서 총 일차생산량을 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기 대문에 의미

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해에서는 유광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100m이내라고 알려져 

있으며(김 등,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가장 상층인 

25m부터 100m깊이 까지를 수심평균 하였다.  

Fig 6-(a)은 수심 평균한 엽록소농도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A시기 중 6월 18, C

시기 중 8월14일을 제외하면(이 두시기는 관측된 profile의 길이가 다른 profile보

다 짧고 주로 상층을 포함하고 있는데, 엽록소 농도는 상층에서 값이 크고 심층에

서는 값의 변화가 적고 값 자체도 작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때문에 평균을 

구할 때 큰 값이 도출되었다고 사료되기 때문), 수심 평균한 엽록소 농도의 시계열

은 A시기 중 5월21일과 6월20일에서 6월25일 동안은 높은 값을 나타내며,그 외

의 시기는 0.15㎍/l이하의 값이 나타났다. B시기에는 7월 13일부터 7월16일까지 

엽록소 농도가 증가하여 0.15~0.18㎍/l 의 값을 보이다가 7월20일에는 0㎍/l 에 

가깝게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7월23일부터 8월5일까지는 0.05~0.1㎍/l 의 

값을 가진다. C시기에는 8월15일에서 8월22일까지는 0.03~0.05㎍/l의 값을 가지

다가 이후 8월25일까지는 변화폭이 커서 0.03~0.25㎍/l범위의 값이 나타난다. 이

러한 변화경향은 32m 에서 관측된 엽록소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잘 일치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깊이에 대해 평균한 엽록소 농도의 시계열의 변화양상은 전 

층의 엽록소 농도를 더한 값의 시계열을 나타낸 그래프 (Fig 6-(b))에서도 잘 나

타난다. 따라서 수심 평균한 엽록소 농도,수직 적분한 엽록소 농도, 그리고 32m(전 

기간 동안 평균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난 깊이)에서 엽록소 농도, 이 세 가

지의 변화경향이 잘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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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P에서 얻어진 엽록소 형광값은 실측값을 이용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MODIS 에서 산출된 값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값들의 변화 추

세는 비교해 볼 수 있다.  MODIS level-2 자료로부터 얻은 표층 엽록소 농도의 

시계열과(Fig 6-(c)의 빨간 점) 32m 깊이에서 엽록소 농도의 시계열(Fig 6-(c)

의 파란 동그라미)을 비교해 보면, 표층엽록소 시계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시기

의 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는 엽록소 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이후 6월 15일에는 

엽록소농도가 증가하였다. 이때 32m엽록소는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B시기에는 

32m엽록소가 7월16일과, 7월26일부터 8월5일까지 뚜렷한 고농도를 나타내고 있

는 것에 반해 표층 엽록소 농도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C시

기에는 표층엽록소 값이 8월19일에서 8월23일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32m엽록소 

값과 변화의 경향을 비교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32m 엽록소의 시계열과 표층 엽록

소의 변화하는 경향은 잘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를 통해서 아표층 엽록소 최

대층이 발달하는 여름철의 경우에,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에서 관측된 엽록소 농도

가 특정지점에서 전 수층에 걸친 일차생산력의 변화경향을 잘 대변할 수 있는데 반

해, 표층값의 변화경향을 대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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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ertical profiles of chlorophyll concentration (a) during the whole period 

(21.May-2.September), (b) during period A (21.May-25.June), (c) during period B 

(13.July-14.August), and (d) during period C (15.August-2.September). Both the 

time-mean (red) and all profiles (black) in each period are plo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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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a) Depth, (b) chlorophyll concentration, and (c) thickness of 

SCM(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 (d) Depth of isophycnal  determined 

from both climb (red) and dive (blue) profiles during the whole period (21.May-

2.September). Green lines denote the demarcation of periods A, B,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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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Relationship between the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and the thickness 

of SCM (d) during period A (21.May~25.June), (e) during period  B 

(13.July~14.August), and  (f) during period C (15.August~2.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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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Depth-averaged and (b) depth-integrated chlorophyll concentration (c) 

Chlorophyll concentration measured at 32 m Magenta solid line indicates mean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during the whole period  (21.May-2. September). 

Green lines denote the demarcation of periods A, B,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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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평균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에서 엽록소의 시간에 따른 변

동  

 

E-Rap을 이용한 엽록소 농도의 측정은 200m 깊이까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는 100m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엽록소 농도의 변동은 거의 없으며, 변동이 나타나

는 곳은 상층으로 제한되어 있다 (Fig 4-(a)). 엽록소 고농도의 기준은 전체기간 

동안 32m 수심에서 관측된 엽록소 농도의 평균값인 0.22μg/l 이상 (Fig 7-(e), 

Fig 8-(e), Fig 9-(e) 의 마젠타색 실선 부분) 엽록소 농도를 가질 때로 정의하였

는데, 이는 전체 기간 동안 관측 된 엽록소의 평균 profile을 구하였을 때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평균 깊이가 32m 이기 때문이다 (Fig 4-(a)).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32m 수심에서 A시기 동안 높은 엽록소 농도는 5월22일

과, 5월28에서 5월29일, 6월 8일, 6월18일, 6월 21일에서 6월24일에 나타난다 

(Fig 7-(e)). 이 시기에 Fig 7-(d)에 의하면 5월 22~5월23일에 40m~55m 수심

까지 0.4μg/l 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나고, 특히 45m깊이에서는 0.6μg/l 이상의 엽

록소 농도가 나타난다. 또한 6월22일~6월23일에는 0.4μg/l 이상의 고농도가 

25m~45m깊이까지 나타나고, 35m 에서 0.6μg/l 이상의 값이 나타난다. 즉, Fig 

7-(d)에서 0.4 μg/l 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나는 시기는 그림 7-(e)에서 32m에서 

엽록소 농도가 평균값 이상의 농도를 가지는 시기와 부합한다.  

B시기에 32m 수심에서 높은 엽록소 농도는 7월16일에서 7월17일과, 7월23일에서 

8월7일, 그리고 8월 14일에 나타난다 (Fig 8-(e)). 이 시기에 Fig 8-(d)에서는 

0.4μg/l 이상의 고농도가 7월14일에서 7월17일에 25m~45m 깊이까지 나타나고, 

0.6μg/l 이상의 고농도는 35~40m 에서 나타난다. 또한 7월23일~에서 8월6일에 

0.4μg/l 이상의 고농도는 25m~40m에서 나타나고, 0.6μg/l 이상의 고농도는 7월

25일에서 8월2일에 30m~40m 에서 나타난다. 즉, B시기에도 Fig 8-(d)에서 0.4 

μg/l 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나는 시기는 Fig 8-(e)에서 엽록소 농도가 평균값 이

상의 농도를 가지는 시기를 잘 대변한다.  

C 시기에 32m 수심에서 엽록소 고농도는 8월21일에서 8월27일에 나타난다 (Fig 

9-(e)). 이 시기에 그림 9-(d)에서는 0.4μg/l 이상의 고농도가 8월17일에 

25m~30m에서 나타난다. 8월23일에서 8월26일 에는 0.4μg/l 이상의 고농도가 

25m~40m에서 나타나고, 0.6 μg/l 이상의 고농도도 25m~40m에서 나타난다. C

시기에는 8월17일에 30m 보다 얕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고농도를 제외하고는 Fig 

9-(d)에서 0.4 μg/l 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나는 시기는 Fig 9-(e)에서 엽록소농



 

- 24 - 

 

도가 평균값 이상의 농도를 가지는 시기를 잘 대변한다. 32m 에서 엽록소 농도의 

시계열은 Fig 7-(d), Fig 8-(d), Fig 9-(d)의 각 profile에서 나타나는 최대값을 

전부 포함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32m 에서 평균값이상의 고농도를 가지는 시기는 

Fig 7-(d), Fig 8-(d), Fig 9-(d) 에서 3일 이상 연속해서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

타나는 시기와 잘 일치다. 또한, Fig 7-(d), Fig 8-(d), Fig 9-(d) 에서 0.4 µg/l 

이상의 농도를 가지는 시기와도 잘 부합 한다. 따라서, 32m 에서 엽록소 농도의 시

계열은 관측기간 동안 전체 엽록소 농도의 변화 경향을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사료

되며, 따라서, 32m 에서 엽록소 농도의 시계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시기별로 엽록

소의 고농도와 물성자료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2m시계열을 기준으로 한 엽록소 농도의 변화는 각 시기마다 다른 특징을 보인

다. A 시기에 32m 에서 관측된 엽록소 농도는 (Fig 7-(e)), B, C 시기와 비교하였

을 때 평균 값(0.22μg/l) 이상의 엽록소 농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적으며, 평

균값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나는 시기에도 5월21일 과, 6월22일을 제외하고는 0.4 

μg/l 이하의 값으로, 그 값이 작다. 또한 B, C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엽록소의 고

농도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지 않으며, 이틀 이하로 지속된다 (Fig 7-(e)). B 시기

는 전체 A, B, C 시기 중에서 평균값 이상의 엽록소 농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7월15~8월4까지 지속적으로 고농도가 나타

나며, 8월5일 이후에는 고농도가 나타나지 않는, 두 시기로 나뉘어 진다는 점이다 

(Fig 8-(e)). 이러한 특징은 B시기에 관측된 유속과도 잘 부합한다 (Fig 10). C 

시기에는 8월20일~8월27일에 연속적으로 평균값 이상의 엽록소 고농도가 나타나

며, C 기간 중에서 8월15일~8월19일은 전체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값이 지속적

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Fig 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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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a) Temperature, (b) dissolved oxygen , and (c) salinity measured by E-RAP 

during period A (21.May-25.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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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d) Chlorophyll profiles and (e)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during 

period A. Magenta solid line indicates mean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during the 

whole period  (21.May-2.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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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a) Temperature, (b) dissolved oxygen , and (c) salinity measured by E-RAP 

during period B(13.July-14.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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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2. (d) Chlorophyll profiles and (e)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during 

period B. Magenta solid line indicates mean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during the 

who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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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 ((a) Temperature, (b) dissolved oxygen , and (c) salinity measured by E-

RAP during period C (15.August-2.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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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 (d) Chlorophyll profiles and (e)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during 

period C. Magenta solid line indicates mean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during the 

whole period  (21.May-2.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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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ow-pass filtered currents (a) at 8m, (b) at 28m, (c) at 48m, and (d) at 76m 

measured by ADCP. Red lines in (a) indicate geostrophic currents near the Super 

station estimated from satellite altimeter data. Periods  A (21.May~25.June), B 

(13.July~14.August), and  C (14.August~26.August) are marked by red, blue, and 

green ba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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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기간 동안 해류 및 해수순환 

 

관측지점에서 조사 기간 동안 관측된 유속은 깊이에 따라 세기의 변화는 있지만 

방향의 변화는 크게 없다 (Fig 10). A시기의 평균유속은 남동향을 나타내며, 

21cm/s의 크기를 가진다. A 시기에는 5월21일부터 5월28일까지 남동향이 

나타난다. 5월24일 이후 유속은 감소하다가 6월5일 이후에 북향으로 바뀐다. 

6월20일까지 북동향이 지속되고, 이후 다시 남동향으로 바뀌어 profiler 자료가 

없는 기간인 6월25일부터 7월15일까지 비교적 강한 남동향류가 나타난다.  B, C 

시기에는 모두 북향의 유속만 관측되는 것과는 반대로, A 시기는 남향과 북향이 

모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며, 이 때, 남향에서 북향으로 바뀌는 시기인 6월5일은 

수온구조와 염분, 용존산소의 구조도 크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Fig 7-(a), Fig 7-

(b), Fig 7-(c)). 

A시기에 관측지점 주변에는 5월26일에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된 동한난류가 

연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36.7°N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안한다 (Fig 11-(a)). 

이러한 특징은 A시기 동안 계속해서 지속된다. 단, 유속이 남동향에서 북동향으로 

변화는 6월5일 부근에 지형류는 (Fig 11-(b)), 동한난류가 이안하는 지점이 

A시기의 다른 때보다 높은 위도인 36.5°N에서 나타난다. 

B시기에는 8m, 28m, 48m, 76m에서 관측된 유속의 방향이 모두 북동향을 

나타낸다. 이시기에 관측된 평균유속은 북동향을 나타내며, 17cm/s의 크기를 

가진다. B기간 동안 유향은 일정하지만, 크기는 매우 다르다. 7월13일부터 

8월4일이전까지는 유속의 크기가 작게 유지되고, 8월4일 이후에는 점차 증가한다 

(Fig 10).  

B시기에 관측지점 주변의 순환은 유속의 크기가 변화하는 8월4일을 기준으로 

바뀐다. 7월 14일과 7월21일에는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된 대마난류가 연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37°N에서 이안하는 흐름과, 38.5°N까지 북상하다가 사행하며 외해로 

흐르는 동한난류의 흐름이 조사지점 주변에서 나타난다 (Fig 12-(a), Fig 12-

(b)). 이 때 두 흐름은 조사지점 주변에서 만나고 있다. 7월28일과 8월4일에도 

(Fig 12-(c), Fig 12-(d))이러한 두 흐름은 계속 나타나지만, 연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37°N에서 이안하는 흐름이 7월28일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북상해있음을 알 수 있다.  

C시기에는 조사지점에서 8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 북향이 나타나고, 유속의 

크기는 점차 감소한다. 이 때 평균 유속은 8m 에서 관측된 값을 기준으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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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m/s 의 크기를 가지며, 이는 A, B시기에 관측된 평균값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작다. C시기에 전 층에 걸쳐 관측된 해류의 방향은 북향으로 같으나, 28m, 

48m에서 관측된 값이 8m, 76m에서 관측된 값보다 크기가 크며, 8월20일 전후로 

간헐적인 남향의 유속이 나타난다 (Fig 10).  

이 시기에 조사지점 주변에는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되어 36°N에서 이안하여 

북동쪽으로 흐르는 대마난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8월18일에서 8월25일로 갈수록 

이 흐름이 북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13-(a), Fig 13-(b)). 9월1일이 되면 

동한난류와 조사지점간의 상대적 위치는 이전과 같으나 지형류가 강해진다 (Fig 

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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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ps of SSH (sea surface height) and geostrophic current vectors estimated 

from the SSH distribution. Dates of each map are shown at the top of each map in 

yyyy-mm-dd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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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 Maps of SSH (sea surface height) and geostrophic current vectors estimated 

from the SSH distribution. Dates of each map are shown at the top of each map in 

yyyy-mm-dd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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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 Maps of SSH (sea surface height) and geostrophic current vectors estimated 

from the SSH distribution. Dates of each map are shown at the top of each map in 

yyyy-mm-dd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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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기간 동안 물성과 엽록소농도의 변화 

 

A 시기에 수온은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의 변화 범위가 80m~180m로 A, 

B, C시기 중 가장 크다. 이 시기에 수온 변화의 특징은 10℃ 등온선이 5월21일에 

80m 깊이에서 나타나고, 이후 6월 5일까지는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하

강하여 180m에서 나타나다가, 다시 상승하여 6월15일에는 다시 80m 깊이에서 나

타나는 구조를 가진다 (Fig 7-(a)). 이러한 등온선의 변화는 동시에 관측된 

34.2psu 등염선의 변화와 잘 부합한다 (Fig 7-(c)). 이 때, 수온과 염분에서 나타

난 것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5.5ml/l 등용존산소선의 변화도 10℃ 등온선과 

34.2psu 등염선의 변화와 잘 부합한다. 염분과 수온의 범위를 고려하여 볼 때,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보다 보다 얕은층에 나타나는 물은 대마난류수 이다 

(Table 3). 또한, 5월21일에 150m에서 4℃ 등온선이 나타나고, 6월5일까지 4℃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는 하강하여 6월5일에는 260m 에서 나타나며, 이후 다시 

상승하여 6월12일에는 220m 에서 나타난다 (Fig 7-(a)). 이 때 같은 시기에 관

측된 염분은 4℃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에서 34psu 를 나타내고 (Fig 7-(c)), 

용존산소는 5.5ml/l를 나타내는데 (Fig 7-(b)), 염분과 수온의 범위를 고려하여 볼 

때, 4℃ 등온선과 2℃ 등온선 이 나타나는 깊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물은 동해 중층

수에 해당한다 (Table 3). Kim 등에 의하면 (2004), 동해 중층수는 울릉분지에 원

래 존재하는 수괴이며, 따라서, 이 시기에 조사지점 주변에 대마난류수의 성질을 가

지는 해류가 유입되었으며, 조사지점과 해류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등온선이 나

타나는 깊이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온구조가 6월5일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며 변화하는 것을 통하여 미루어 볼 때, 조사지점을 기준으로 할 때 해

류의 이동방향이 6월5일을 기준으로 반대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이라 예측 할 수 있

다.    

대마난류수가 조사지역으로 유입되었다는 증거는 B시기와 C 시기에서도 나타난다. 

B시기에 10℃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는 80m~150m의 변화 범위를 가지고, A, C

시기에 관측된 수온구조가 모두 좌우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 것과는 다르게, 7월 13

일부터 8월3일까지 10℃ 등온선이 140m~160m 사이에서 나타나다가 8월 4일부

터는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수심이 얕아지기 시작하여 8월 10일에는 90m까지 

얕아지는 구조를 가진다 (Fig 8-(a)). 이러한 경향은 같은 시기에 관측된 염분구

조에서 (Fig 8-(b)) 34.3psu 등염분선이 나타나는 깊이의 변화 경향과 잘 부합한

다. A시기와 마찬가지로,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보다 보다 얕은층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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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수는 대마 난류수에 해당한다 (Table 3). 4℃ 등온선이 나타나는 수심은 7월

13일에 200m 깊이에서 나타나고, 8월3일 이후 상승하여 8월10일에는 4℃ 등온선

이 100m 에서 나타난다 (Fig 8-(a)). 이 때 같은 시기에 관측된 염분은 4℃ 등온

선이 나타나는 깊이 에서 33.8~34psu 를 나타내고 (Fig 8-(c)), 용존산소는 

6~7ml/l를 나타낸다 (Fig 8-(b)). 따라서, 4℃ 등온선과 2℃ 등온선 이 나타나는 

깊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물은 동해 중층수에 해당한다 (Table 3). 따라서 B시기에

도 조사지역에 대마난류수가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B시기 중에서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의 변화폭이 비교적 작은 7월13일에서 8월3일 동안은 해류

의 남북방향 이동이 적으며, 8월4일 에서 8월15일 동안은 클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C 시기에 수온은 10℃ 등온선이 전 기간 동안 70m보다 얕은 수심에서 나타나며, 

이는 A, B, C 시기 중 가장 얕은 깊이이다.  8월15일부터 8월21일까지 10℃ 등온

선이 나타나는 수심은 점차 얕아져서, 8월21일에는 40m에서 나타나고, 이후 8월

27일부터 다시 깊어진다 (Fig 9-(a)). 이러한 경향은 용존산소에도 뚜렷하게 나타

난다 (Fig 9-(b)). 5ml/l의 등용존산소선이 나타나는 수심의 변화 경향은 10℃ 등

온선이 나타나는 수심의 변화경향과 잘 부합하며, 34.3psu의 등염선이 나타나는 수

심의 변화경향도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수심의 변화경향과 잘 부합한다 (Fig 9-

(c)). 이 시기에 4℃ 등온선은 100m 전후에서 나타나고 (Fig 9-(a)), 이 수심에

서 용존산소는 6~7ml/l 의 값을 가진다 (Fig 9-(b)). 염분은 34psu이하의 값을 

가진다 (Fig 9-(c)). 따라서, 4℃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와 2℃ 등온선이 나타나

는 깊이 사이에서 동해중층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3). C시기에는 대마난

류수로 추정되는 수괴가 A, B, C시기 중 가장 얕은 깊이까지만 나타나고 있으며, A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통해 8월25일을 기준으로 해류의 

이동방향이 바뀌었을 것이라 예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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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ass 

Potential 

temperature 

(℃) 

Salinity 

(psu) 

Dissolved 

Oxygen 

(μmol/l) 

 

Remarks 

Tsushima 

Warm Water 

>10 >34.3  Primarily  

south of 41°N 

East Sea 

Intermediate 

Water 

1-5 <34.06 >250 Western Japan 

Basin, 

Ulleung Basin 

High Salinity 

Intermediate 

Water 

1-5 >34.07 >250 East Japan 

Basin. 

East Sea Central 

Water 

0.12-0.6 >34.067  Deeper limit at  

1500 dbar 

(DSM) 

East Sea Deep 

Water 

<0.12 34.067-

34.070 

 Upper limit at  

1500 dbar 

(DSM) 

East Sea Bottom 

Water 

<0.073 34.070  Homogeneous  

mixed layer 

 

Table 3. Definition of water masses in the East Sea (Kim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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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A시기 

 

A시기에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나는 시기는 5월22일과, 5월28에서 5월29일, 6

월 8일, 6월18일, 6월21일에서 6월24이고 (Fig 7-(e)), 이때는 모두 10℃ 등온선

이 160m보다 얕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시기에 해당한다 (Fig 7-(a)). 이중 10℃ 

등온선이 100m보다 얕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5월22일과 6월 21일에서 6월24일에 

32m 엽록소 농도가 10℃ 등온선이 100m보다 깊게 나타난 6월 8일과 6월18일의 

32m엽록소 농도보다 더 높다. 즉, 등온선이 얕은 깊이에서 나타날 때 엽록소의 고

농도가 나타난다. 5월20일에 수평적인 수온의 분포는 고위도 지역에서 낮은 표층수

온을 나타내고 저위도에서는 높은 표층수온이 나타내며, 37°N~39°N에 걸쳐 사

행하는 해류의 흐름이 뚜렷하게 보인다 (Fig 14-(b)). 표층 엽록소 농도는 연안을 

따라 35.5°N~37.5°N에서 1μg/l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나고, 연안으로부터 외해

로 퍼져 조사지점 근처에도 고농도의 엽록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4-(a)). 이 때 엽록소가 퍼지는 모양은 Fig 14-(b)의 35.5°N~37.5°N에서 사

행하는 15℃~16℃ 등온선의 분포와 잘 일치한다. 또한 Fig 11-(a)에서 볼 수 있

듯이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연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36.5°N에서 연안으로부터 이

안한 후 동쪽을 향해 흐르는 지형류의 흐름도 이와 잘 부합한다. 이러한 지형류의 

흐름은 6월25일까지 지속됨을 볼 수 있다 (Fig 11-(b), Fig 11-(c), Fig 11-

(d)). 이를 통해 A시기 동안에 동한난류의 외해로 퍼지는 흐름이 조사지역 근처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 이라고 사

료된다. 

5월20일에서 6월5일 동안에 8m에서 관측된 유속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고 (Fig 

10-(a)), 이 때 수온은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점차 깊어진다 (Fig 7-

(a)). 이것은 조사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5°N~37.5°N 에서 동쪽으로 이안

하여 사행하며 외해로 유입되는 동한난류의 상대적인 위치가 남북방향으로 변함에 

따라서 관측된 수온구조와 유속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표층 엽록소 분포와 표층수온의 분포를 통해 해류의 수평적인 이동을 추정

해 보면, 5월20일에는 해류를 따라 외해로 퍼지는 표층에서 엽록소 농도가 높은 위

치가 관측지점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Fig 14-(a)), 이후 5월27일에는 관

측지점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Fig 14-(c)), 이후 이 흐름은 계속 북상하여 5월

29일에는 표층에서 엽록소 농도가 높은 위치가 관측지점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Fig 11-(e)). 이 때 표층 수온은 표층에서 엽록소 농도가 높은 위치가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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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마찬가지로 15~16℃의 물이 점차 북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4-

(f)). 따라서 5월21부터 6월5일까지 10℃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점차 깊어지는 

수온구조는(Fig 7-(a)) 동쪽으로 이안하여 사행하며 외해로 유입되는 동한난류 분

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함에 따라 관측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때 

관측되는 유속은 5월20일에는 동한난류의 주축에서 가까운 쪽이 조사지점에 위치

하기 때문에 유속이 강하다가, 이후 6월5일까지 점차 주축에서 먼 쪽이 조사지점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유속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6월5일 이후부터 6월25일 동안은 8m에서 관측된 유속의 크기는 점차 증가하고 

(Fig 10-(a)), 이 때 수온은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점차 얕아진다 (Fig 

7-(a)). 이것은 5월21에서 6월5일 동안 은 동쪽으로 이안하여 사행하며 외해로 

유입되는 동한난류가 북쪽으로 이동했던 것과는 반대로, 6월6일부터 6월25일 동안

은 동한난류가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즉, 연안

으로부터 이안한 후 동쪽으로 사행하는 동한난류의 주축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

동함에 따라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점차 얕아지고, 동시에 주축으로부터 

먼 쪽에서 점차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유속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때, 유

속의 방향도 바뀌는데, 이는 조사지점에 영향을 주고 있는 동한난류가 사행하고 있

기 때문으로, 어떤 부분이 관측지점을 지나가고 있느냐에 따라 각각 남동향과 북동

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A시기에 나타난 엽록소의 고농도에 기여한 원인은 동쪽으로 이안하

여 사행하면서 외해로 유입되는 동한난류의 주축이 관측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북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이 중 동한난류의 주축으로부터 먼 북쪽경계 지

점에서 수온구조는 등온선이 얕은 깊이에 나타나고, 이때는 상대적으로 차고 영양

염이 풍부한 해수가 얕은 수심에 나타나면서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이 촉진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관측 지점이 동향하는 동한난류 주축으로부터 북쪽 경계에 놓이

게 될 경우 관측 지점에서의 엽록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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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orizontal distributions of surface chlorophyll concentration from MODIS 

Level-2  (a) on May 20 and (c) on May 27, and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MODIS 

Level-2 (b) on May 20 and (d) on May 27. Location of Super station is indicated b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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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orizontal distributions of surface chlorophyll concentration from MODIS 

Level-2  (e) on May 29, and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MODIS Level-2 (f) on 

May 29. Location of Super station is indicated b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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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C시기 

 

C시기에 32m에서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나는 시기는 8월21일에서 8월27일 이

고(Fig 9-(e)), 이때는 10℃ 등온선이 50m보다 얕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시기에 

해당한다 (Fig 9-(a)). 즉, 등온선이 얕은 깊이에서 나타날 때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난다. 8월 22일에 수평적인 수온의 분포는 고위도지역에서 낮은 표층수온을 나

타내고 저위도에서는 높은 표층수온이 나타내며 36°N에서 연안에서 용승에 의한 

차가운 물이 사행하며 북동쪽을 향해 외해로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6-(h)). 표층 엽록소 농도는 39°N~39.5°N, 35.5°N~37°N, 34.5°N~35°

N에서 μg/l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나고, 연안으로부터 외해로 퍼져나간다 (Fig 16-

(g)). 이 때 35.5°N~37°N에서 표층에서 엽록소 농도가 높은 위치가 분포하는 

모양은 Fig 16-(g)의 36°N에서 사행하며 북동쪽으로 향하는 26℃ 등온선의 분

포와 잘 부합한다. 이 때 A시기에는 조사지점에 영향을 주는 해류가 대한해협을 통

과하여 연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36.5°N에서 동쪽으로 이안하며 외해로 퍼져나가

는 흐름 이였던 것과는 다르게, C시기에는 36°N에서 북동쪽을 향해 외해로 퍼져

나가는 대마난류의 흐름이 조사지점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Fig 13-(a), Fig 

13-(b)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연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36°N에

서 북동쪽을 향해 흐르는 지형류의 흐름도 이와 잘 부합한다. 이를 통해 C시기 동

안에 대마난류의 흐름이 조사지역 근처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따

라서 이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 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8월15일에서 8월26일 동안에 8m에서 관측된 유속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고 

(Fig 10-(a)), 이때 수온은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점차 얕아진다 (Fig 

9-(a)). 이것은 조사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N에서 북동쪽을 향해 외해로 

유입되는 동한난류의 상대적인 위치가 남북방향으로 변함에 따라서 관측된 수온구

조와 유속이 변화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 때, 해류를 따라 외해로 퍼지는 표층에서 엽록소 농도가 높은 위치는 8월20일

에서 8월22일 동안 남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16-(c), Fig 16-(d)). 

따라서, 8월15일부터 8월25일까지 10℃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점차 얕아지는 

수온구조는(Fig 9-(a)) 북동쪽을 향해 외해로 유입되는 동한난류가 고위도에서 저

위도로 이동함에 따라 관측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때 관측되는 유속은 

8월15일에는 해류의 주축에서 가까운 쪽이 조사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속이 강

하다가, 이후 8월25일까지 점차 주축에서 먼 쪽이 조사지점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



 

- 45 - 

 

에 유속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사료 된다.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유속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수온구조는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점차 깊어지는 구조를 가진다 (Fig 9-(a)). 이것은 8월15일에서 

8월25일에는 북동쪽을 향하며 외해로 유입되는 대마난류가 남쪽으로 이동했던 것

과는 반대로, 8월26일부터 9월2일 동안은 대마난류가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9월3일에 해류를 따라 외해로 퍼지는 표층에

서 엽록소 농도가 높은 위치가 (Fig 16-(j)), 8월22일에 해류를 따라 외해로 퍼지

는 표층에서 엽록소 농도가 높은 위치와 (Fig 16-(i))와 비교 해 보았을 때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더 북쪽에 위치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때는 북동쪽을 

향해 사행하며 외해로 유입되는 대마난류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함에 따라 관

측되는 수온은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점차 얕아진다. 

결론적으로, C시기에 나타난 엽록소의 고농도에 기여한 원인은 A시기와 마찬가지

로 조사 지점에 영향을 주는 해류의 주축이 관측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북방향

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북동쪽을 향해 외해로 유입되는 대마난류의 주축으로부터 

먼 지점에서 수온구조는 등온선이 얕은 깊이에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심층에 존재

하던 차갑고 영양염이 풍부한 해수가 얕은 수심에 나타나면서 상층에서 식물플랑크

톤의 성장이 촉진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관측지점이 북동향 하는 대마난류의 

주축으로부터 먼 위치에 놓이게 되는 시기에 관측된 엽록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C시기와 A시기에 나타나는 엽록소의 고농도가 같은 해류의 남북방향 이

동이라는 동일한 기작에 의해 발생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두 시기에 관측된 물성

구조는 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로,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와 유속과의 관계이다. A 시기와 C시기 모두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을 때 고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일치하지만, A시기 중 

5월26일에서 6월20일에는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지며 동시에 유속이 증

가할 때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났고 (Fig 7-(a), Fig 7-(e), Fig 10), A시기 중 

5월21일에서 5월25일, 6월21일에서 6월25일 과 C시기 중 8월15일에서 8월24일

에는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지며 동시에 유속이 감소할 때 엽록소의 고농

도가 나타났다 (Fig 9-(a), Fig 9-(e), Fig 10). 이는 조사지점에 영향을 주는 해

류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A시기 중 5월26일에서 6월20일에는 해류 주축으

로부터 남쪽에 해당하는 면이, A시기 중5월21일에서 5월25일, 6월21일에서 6월25

일 과 C시기 중 8월15일에서 8월24일에는 해류 주축으로부터 북쪽에 해당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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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지점을 지나며 관측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수온의 수직구조와 유

속의 수직구조가 같은 방향인 해류 주축의 왼쪽편이 관측된 C시기와, A시기 중5월

21일에서 5월25일, 6월21일에서 6월25일 에는 유속이 감소할수록 등온선이 나타

나는 깊이가 얕아지고, 반대로 수온의 수직구조와 유속의 수직구조가 반대 방향인 

해류 주축의 오른쪽편이 관측된 A시기 중 5월26일에서 6월20일에는 유속이 증가 

할수록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지게 된다.  

두 번째로, 평균이상의 고농도의 엽록소가 나타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10℃등온

선이 나타나는 깊이 이다. 동해에서 일차생산력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영양염인 질

산염의 경우, 수온과 질산염과의 상관관계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Son et al, 

2006). 따라서, 고정된 지점의 경우에,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변화하는 것은 

동시에 영양염이 나타나는 깊이가 변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사료된다. A시기와 

C시기에 관측된 엽록소농도와 10℃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 사이의 상관관계도 이

를 만족하며, A시기와 C 시기 모두 해당 기간 중에 상대적으로 10℃등온선이 나타

나는 깊이가 얕아지는 시기에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A시기 에서 평

균값 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준은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160m보다 얕을 때 이고 (Fig 17-(a)), C시기 에서 평균값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나

기 시작하는 기준은 10℃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50m보다 얕을 때 이다 (Fig 

17-(c)). C시기의 8월15일부터 20일, 그리고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는 10℃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50m~70m의 범위를 가지는 시기이고, A시기에서 엽록

소 고농도가 나타났던 10℃ 등온선의 깊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때도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 때는 오히려 평균값 이하의 엽록소 

농도를 보인다. A시기와 C시기의 지형류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A시기에는 연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사행하며 외해로 흘러 들어가는 동한난류가 조사지점에 영향을 주

고 있는 반면에 (Fig 11-(a), Fig 11-(b)), C시기에는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된 후 

바로 북동쪽을 향해 외해로 흐르는 대마난류의 흐름이 조사지점에 영향을 주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Fig 13-(a), Fig 13-(b)). 즉, A시기에는 조사지점에 영향을 주

는 해류는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안 육지근처를 지나가다가 조사지점에 유입된 

것이고, C시기에 조사지점에 영향을 주는 해류는 대한해협을 통과한 뒤 A시기때 만

큼 육지근처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외해로 유입되었다. A와 C시기에 조사지점에 영

향을 주는 해류는 모두 대마난류 기원으로, 대한해협을 통과할 때는 같은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연안을 따라 북상한 후 조사지점으로 유입하게 되느냐(A시기), 

바로 이안하여 조사지점에 유입하게 되느냐(C시기)에 따라서 이들 해류가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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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양염과 엽록소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A와 C시기에는 연안에서 용

승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농도의 영얌염과 엽록소를 포함한 용승된 물은 해류를 따

라 외해로 흘러 들어감을 볼 수 있다 (Fig 14-(a), (Fig 1 6-(i)). 이를 종합해 보

면, A시기와 C시기에 조사지점에 영향을 주는 해류의 성질이 다르며, 따라서, 같은 

수온을 나타낸다고 해도 A시기에 조사지점 근처를 지나며 관측 된 물과 C시기에 

관측된 물의 성질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연안에 오래 머무

르다가 외해로 유입되는 A시기의 해류가 C시기의 해류보다 더 많은 영양염을 포함

하기 때문에, A시기에는 C시기 보다 더 등온선이 깊은 수심에 나타나는 때에도 엽

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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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Horizontal distributions of surface chlorophyll concentration from MODIS 

Level-2  (a) on August 19 and (c) on August 20, and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MODIS Level-2 (b) on August 19 and (d) on August 20. Location of Super station is 

indicated b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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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Horizontal distributions of surface chlorophyll concentration from MODIS 

Level-2  (e) on August 21 and (g) on August 22, and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MODIS Level-2 (f) on August 21 and (h) on August 22. Location of Super station is 

indicated b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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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Horizontal distributions of surface chlorophyll concentration from MODIS 

Level-2  (i) on September 3, and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MODIS Level-2 (j) on 

September 3. Location of Super station is indicated b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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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Relationship between the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and the depth of 10℃ 

isotherm (a) during period A (21.May~25.June), (b) during period B 

(13.July~14.August), and (c) during period C (15.August~2.September). Red dotted 

line indicates mean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during the whole period  

(21.May~2.September).   

 

 

  



 

- 52 - 

 

3.3.3 B시기 

 

B시기에 32m에서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나는 시기는 7월16일에서 7월17일, 7

월25일에서 8월6일 이고 (Fig 8-(e)), 이때는 10℃ 등온선이 140m~150m에서 

나타나는 시기에 해당한다 (Fig 8-(a)). 즉, A시기, C시기와는 반대로 등온선이 깊

은 깊이에서 나타날 때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난다. 

7월21일에 수평적인 수온의 분포는 고위도 지역에서 낮은 표층수온을 나타내고 저

위도에서는 높은 표층수온이 나타내며 (Fig 15-(d)), 7월20일에 표층 엽록소 농도

는 37°N, 34.5°N~36°N에서 1μg/l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나고, 연안으로부터 외

해로 퍼져나간다 (Fig 15-(f)). 이 때 지형류의 흐름은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연안

을 따라 북상하다가 35.5°N에서 북동쪽을 향해 흐르는 흐름과, 37°N에서 이안하

여 사행하며 외해로 흐르는 동한난류가 조사지점 근처에서 만나는 형태를 보인다 

(Fig 12-(b)). 따라서 B시기 동안에 조사지점은 이 두 흐름의 위치 변화에 따라 

북동쪽을 향하는 대마난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기와, 37°N에서 이안하여 사행

하는 동한난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기간 동안 관측된 유속은 20cm/s 이하의 크기를 가지며 북서향과 북동향이 섞

여서 나타나는 7월14일부터 8월4일과, 50cm/s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8월5일부터 

8월15일까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Fig 10-(a)). 이 때 Fig 8에서 빨간 화살표

로 나타내어진 지형류 vector는 7월14일부터 8월4일에는 남동향을 나타내고, 8월5

일 이후에는 북동향을 나타내는데, 7월14일에서 (Fig 12-(a)) 8월4일까지(Fig 

12-(b)) 조사지점 근처의 지형류 흐름을 살펴보면, 37°N에서 이안하여 사행하며 

외해로 흐르는 동한난류의 흐름은 점차 조사지점보다 북상하게 되고, 대신에 연안

을 따라 북상하다가 35.5°N에서 북동쪽을 향해 흐르는 대마난류의 흐름이 조사지

점에 가까워짐을 볼 수 있다. 즉, B시기에 조사지점은 8월4까지는 사행하는 흐름의 

영향권에 있고, 8월5일부터는 북동쪽을 향해 흐르는 흐름의 영향권에 있다고 사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 나타나는 엽록소의 농도도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즉, 7월14일에서 8월4일까지는 B 시기 전체로 보았을 때는 8월5일에서 8월14일

보다 상대적으로 10℃ 등온선이 깊은 수심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Fig 8-(a)), A시

기와 마찬가지로 37°N에서 사행하며 외해로 흐르는 동한난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Fig 12-(b)), A시기에 엽록소 고농도가 나타났던 기준점인 10℃ 등온선

이 160m 보다 얕은 수심에 나타나는 시기에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난다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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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반대로, 8월5일에서 8월14일 까지는 B 시기 전체로 보았을 때는 7월14일에

서 8월4일보다 상대적으로10℃등온선이 얕은 수심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Fig 8-

(a)), 이때는 C시기와 마찬가지로 35.5°N에서 북동쪽을 향해 흐르는 대마난류 흐

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Fig 12-(d)), C시기에 엽록소 고농도가 나타났던 

기준점인 10℃ 등온선이 50m 보다 깊은 수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엽록소의 고농

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 54 - 

 

 
 

 

 

 

 
Fig. 15. Horizontal distributions of surface chlorophyll concentration from MODIS 

Level-2  (a) on July 20 and (c) on July 21, and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MODIS 

Level-2 (b) on July 20and (d) on July 21. Location of Super station is indicated b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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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Horizontal distributions of surface chlorophyll concentration from MODIS 

Level-2  (e) on July 26 and (g) on August 6, and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MODIS Level-2 (f) on July 26 and (h) on August 6. Location of Super station is 

indicated b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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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Horizontal distributions of surface chlorophyll concentration from MODIS 

Level-2  (i) on August 9, and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MODIS Level-2 (j) on 

August 6. Location of Super station is indicated by star. 

 

  



 

- 57 - 

 

3.4 혼합층 깊이 변화와 엽록소의 표층 유입여부 판단 

  

MODIS level2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관측기간 동안 연안에서는 용승에 의

한 고농도의 엽록소농도가 나타났고, 따라서 이 엽록소가 해류를 따라 외해로 퍼져

나가면서 조사지점의 고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안 용승역으로부터 Super station까지의 거리는 약 150 km이며, 해류에 의한 수

평방향으로의 엽록소 이동이 있었다면 이는 주로 혼합층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관

측 기간 중 32m 수심이 혼합층에 포함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는,Jang 등에 의한 optical method 를 이용하여 혼합층을 정의 하였다. optical 

method는 10m에서 얻어진 염분과 수온값을 이용해 구한 밀도값을 기준으로 하고, 

10m 의 수온에서 염분은 일정하고 수온이 0.8°C 작아졌을 때 밀도를 구하여 그 

밀도가 나타나는 깊이 까지를 혼합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optical method 로 

혼합층을 정의할 때는 10m에서 밀도값을 기준으로 하지만 (Jang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사용한 E-RAP 자료는 25m~300m 깊이에서의 수온, 염분값과 SBE37

을 이용해 측정된 0m 깊이에서 수온, 염분값 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10m 에서 수

온과 염분값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0m 에서 10m까지는 혼합

에 의해 일정한 밀도를 갖는다는 가정하에 0m 값을 기준으로 하여 혼합층을 계산

하였다. 즉, 0m의 수온 0.8°C에 해당하는 밀도만큼 작아진 밀도를 구하여 그 밀도

가 나타나는 층을 혼합층 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혼합층 깊이에서의 

밀도값을 기준으로 할 때, E-Rap으로부터 관측된 자료 중 가장 얕은 수심에서 밀

도값과  계산된 혼합층 깊이에서 나타나는 밀도값을 비교하였을 때, E-Rap으로부

터 관측된 자료 중 가장 얕은 수심에서 밀도값이 더 크다면, 관측이 이루어진 최상

층은 혼합층이 나타나는 깊이보다 깊은 것이며, E-Rap으로부터 산출된 자료 중 가

장 표층의 밀도값이 계산된 혼합층 깊이에서 나타나는 밀도값과 비교했을 때 작거

나 같다면, 관측이 이루어진 최상층은 혼합층에 포함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엽록소 고농도의 기준으로 사용한 32m 깊이가 혼합층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 해 보면 (Fig 18), 전체 관측기간 중 5월24일에서 6월1일까지를 제외

한 기간(즉 5월21일에서 5월23일, 5월31일에서 9월2일)동안 E-RAP으로 부터 

관측된 최상층 깊이는 혼합층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위의 optical method를 이

용하여 실제로 혼합층이 나타나는 깊이를 계산해 보면(Fig 19), 혼합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32m이거나 혹은 32m보다 깊은 깊이에서 나타나는 시기는 6월15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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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8월 9일, 9월1일이다. 따라서 위 시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에 5월21일 에서 

5월23일, 5월31일에서 9월2일에 수심 32m에서 나타난 엽록소의 고농도는 연안으

로부터 직접적으로 유입된 고농도 엽록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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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ixed layer  potential density (red), and  potential density at the shallowest 

depth of E-RAP profiles (blue).  

 

 

 
Fig 19. Time series of MLD (mixed layer depth) during the whole period  

(21.May~2.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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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010년 여름 동해 울릉분지 중앙에 설치된 Moored profiler로 부터 얻은 수온

과, 염분, 용존 산소와 엽록소농도 자료를 이용해, 엽록소농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

을 주는 물리적 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조사기간 동안 관측된 엽록소농도

의 평균 수직구조는 25m부터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하여 32m에서 아표층 엽록

소 최대층을 보이며, 이때 엽록소 농도는 0.22μg/l이다. 32m 보다 깊은 수심에서

는 엽록소 농도가 다시 감소하고 100m 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엽록소 농도의 수심

에 다른 변화가 거의 없다. 이러한 특성은 A, B, C시기에 모두 나타나고, 이중 A시

기에는 B, C 시기와 비교 하였을 때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가장 약하게 발달하였

으며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에서 나타나는 엽록소 농도도 가장 낮았다. B시기와 C시

기에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발달하는 깊이와 그 수심에서 엽록소의 농도는 전체 

관측시기 동안 평균한 값과 유사하였다.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발달은 profile의 

관측이 이루어진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상행하는 profile에서는 아표층 엽록

소 최대층이 나타나는 수심이 더 얕고(평균 30m), 이때 평균 엽록소 농도도 높게

(0.3㎍/l) 나타났다. 반면에, 하행하는 profile에서는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이 나타

나는 수심이 더 깊고(평균 34m), 평균 엽록소의 농도도 낮게(0.2㎍/l) 나타났다. 

25m~200m범위에서 수심평균 한 엽록소의 농도는 A 시기의 5월21일부터 감소하

고 6월5일 이후 증가하였다. B 시기에는 7월 13일부터 7월16일까지 엽록소 농도

가 증가하다가 7월20일에는 0㎍/l 에 가깝게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7월23

일부터 8월5일까지는 0.15~0.03㎍/l 범위의 값을 가진다. C시기에는 8월15일에서 

8월20일까지는 0.01~0.02㎍/l 범위의 값을 가지다가 이후 8월25일까지는 

0.01~0.05㎍/l범위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엽록소의 변화양상은 전수심에 걸친 

엽록소 농도의 합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잘 부합한다.  

평균값이상의 엽록소농도를 나타내는 시기에 대해 그때 관측된 물성자료와 위성

자료, 해류자료와의 연관성을 파악해 보면, 조사기간 동안에 관측된 엽록소의 고농

도에 기여한 원인은 등온선이 얕은 깊이에 나타날 때, 상대적으로 심층에 존재하던 

차갑고 영양염이 풍부한 물이 상층으로 공급되면서 상층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이 촉진되고, 이러한 상태의 물이 조사지점을 지나가면서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수온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조사지점을 지나가는 해류의 남북방향 이

동이다. A, B, C시기 모두 같은 기작에 의해 엽록소의 고농도가 관측 되는데도 불구

하고, 관측된 물성구조가 다른 것은, 각 시기에 영향을 주는 해류의 성질과, 조사지

점과 영향을 주는 해류의 중심축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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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기와, B시기 중 7월13일에서 8월4일까지는 36.5°N ~37°N에서 사행하며 외

해로 흘러가는 동한난류의 영향권에 들게 되고, 이때는 10℃등온선이 나타나는 깊

이가 160m보다 얕을 때 고농도의 엽록소가 나타났다. 반면에, B시기 중 8월5일에

서 8월14일까지와, C시기는 36°N에서 바로 북동쪽을 향해 외해로 흘러가는 대마

난류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이때는 10℃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50m보다 얕을 

때 고농도의 엽록소가 나타났다. 이는 이들 해류에 의해 조사지점으로 유입되는 영

양염과 엽록소의 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즉, 상대적으로 연안에 오래 머무르다

가 외해로 유입되는 A시기와, B시기 중 7월13일에서 8월4일의 해류가 C시기와 B

시기 중 8월5일에서 8월14일까지의 해류보다 더 많은 영양염과 엽록소를 조사지점

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A시기에는 C시기 보다 더 등온선이 깊은 수

심에 나타나는 때에도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A시기의 5월26일에서 6월5일, 6월6일에서 6월20일, B시기의 8월5일에서 8월14

일에는 유속이 증가 할수록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지게 되는데, 이는 수온

의 수직구조와 유속의 수직구조가 반대 방향인 주축의 남쪽편이 조사지점을 지나가

며 관측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A시기의 5월21일에서 5월25일, 6

월21일에서 6월25일, B시기의 7월13일에서 8월4일, C시기의 8월15일에서 8월24

일에는 유속이 감소할수록 등온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지게 되는데, 이는 수온

의 수직구조와 유속의 수직구조가 같은 방향인 주축의 북쪽편이 조사지점을 지나 

가며 관측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해류주축의 이동 이외에도 용승에 의해 연안에서 나타나는 엽록소의 수평적인 이

동에 의해 조사지점에 엽록소의 고농도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층 깊이와 

32m 깊이의 밀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부 기간(6월15일, 6월 19일, 8월 9일, 9월1

일)을 제외하고 32m 수심은 혼합층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수심 32m에서 

나타난 엽록소의 고농도는 연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입된 고농도 엽록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표층엽록소 농도와 32m 깊이에서 엽록소 농도의 

변화경향은 잘 부합하는데, 이를 통해서 32m깊이까지 직접적으로 연안기원의 엽록

소가 유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층에 엽록소의 유입이 있을 때 32m 깊이도 

간접적인 영향은 받는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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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variation of chlorophyll concentration 

and physical factors observed with a moored profiler 

in the central Ulleung Basin of the East Sea in summer 2010 

 

Hee-Mang Park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ionship between variations in chlorophyll concentration and physical 

parameters in the central Ulleung Basin of the East Sea is investigated using 

CTD, dissolved oxygen,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data obtained from 25 m 

to 300 m with a moored profiler (E-RAP) attached to a surface buoy between 

May 21 and  September 2, 2010. Current data acquired between 8 m and 76 

m depths by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mounted on the buoy frame are 

also used for the analysis. Mean vertical structure of the observed chlorophyll 

concentration shows a layer of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SCM) at 

32m depth. Depth of the SCM layer and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the SCM 

layer, however, vary with time ranging from 26m and 50m for the SCM depth 

and from 0.05㎍/l to 0.8㎍/l for the chlorophyll concentration. It is also no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M layer differ for climb profiles and dive 

profiles. Mean depth of the SCM layer is shallower (deeper) and mean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the SCM layer is high (low) for the climb (dive) 

profiles that are acquired for relatively longer with an average of about 7 

hours (shorter with an average of about 3 hours) time  The differences in 

SCM properties during the dive and climb profiles may be either due to 

internal waves heaving or quenching effect or unidentified high-frequency 

variations, or due to their combined effects. Temporal variation of isopyc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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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with the observed sampling frequency does not seem to account for this 

short-term variation of the SCM properties. More detailed analysis of this 

short-term variation yet to be carried out. Temporal variation of depth-

integrated chlorophyll concentration, depth-averaged chlorophyll 

concentration, and the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 m (mean depth of SCM) 

are all well correlated.      

 According to satellite data sets, upper circulation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observation period is characterized by the separation of the East Korean 

Warm Current (EKWC) from the coast at around 36.5 N~37 N, and meanders 

to the east. The separation latitude showed a meridional migration.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observation, the Tsushima Current (TC) flowed to the 

northeast towards the central Ulleung Basin rather than hugging the east coast 

of Korea to become the EKWC. Observed currents and water properties at the 

mooring location showed temporal variation in association with the currents’ 

path variability. When the mooring was placed south (north) or southeast 

(northwest) of the strong core of the EKWC or the TC, the observed currents 

strengthens (weakens) and the depth of isotherms shoals (deepens) as the 

strong core of the EKWC or TC migrates to the south (north). The periods of 

higher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as compared to than mean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correspond to the periods when isotherms shoaled at the 

mooring location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of main axes of the EKWC or 

the TC. During these periods, the mooring was thought to be located in 

nutrient-rich water and in good light condition.  

Although the timing of shoaling of isotherms and the occurrence of high 

chlorophyll concentration well matches,  it is found that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chlorophyll concentration and the depth of isotherms during different 

time periods  shows a big difference depending on the nature of currents 

passing by the mooring.        

Analysis of surface and E-RAP CTD data indicates that the 32m depth was 

below the surface mixed layer during the most of the observation time period. 

So, it is hard to say that the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32m is directly 

affected by high chlorophyll inflow from the coast. An indirect influence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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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lateral entrainment of high chlorophyll and/or high nutrient water, 

however, would be possible. When the mooring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separated EKWC from the coast, the high chlorophyll concentration was 

observed when the depth of 10℃ isotherm was shallower than 160m. On the 

other hand, when the mooring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Tsushima 

Current directing towards the mooring site without hugging the coast, the high 

chlorophyll concentration occurred when the depth of 10℃ isotherm was 

shallower than 50m. This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the lateral 

entrainment of high chlorophyll and/or high nutrient water near the coast to 

the EKWC.  

 

Keywords : Ulleung Basin, Moored profiler, Chlorophy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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