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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흘러가는 대마난류는 일본 연안을 따르는 

분지와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흐르는 동한난류로 나누어진다. 

동한난류의 형성은 동해 연안의 저층냉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냉수와 동한난류의 3차원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한 

동해지형의 3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동해의 저층 냉수가 동한난류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해 북부에서 냉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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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냉수가 대한해협 저층으로 유입됨에 따라 대한해협 내에서 

대마난류가 서안으로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한해협 

저층 냉수가 동한난류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북쪽에서 냉수가 남하하여 대한해협의 서쪽 바닥에 자리잡게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 동서방향의 해수면 높이차이는 지형류 평형을 

이루기 위해 서쪽 연안을 따라 북쪽 방향의 흐름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한난류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냉수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베타 효과 (β − effect) 나, 바람응력와도 

또한 동한난류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이 요인들과 

냉수에 의한 영향들 간의 정량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지형을 

가정한 실험만이 아닌 실제 환경을 적용한 동해 모델에서 각 요인들이 

동한난류 형성과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요어 : 동해, 동한난류, 냉수, 수치 모델, 해류 

학 번 : 2015 – 20458 

 

 

 

 



 

iii 

 

목차 

요약 .......................................................................................................... i 

목차 ........................................................................................................ iii 

그림 목차 ................................................................................................ v 

표 목차 ................................................................................................. xiii 

1. 서론 .................................................................................................... 1 

2. 수치 모델 ............................................................................................ 8 

2.1. Modular Ocean Model 5 (MOM5) .......................................... 8 

2.2. 격자 체계 (Coordinates system) ........................................... 9 

2.3. 지배 방정식 ........................................................................... 12 

2.3.1. 일반 수직 격자(Generalized vertical coordinates) 체계의 

성질 .................................................................................................. 12 

2.3.2. 운동방정식 (Momentum equation) ................................... 14 

2.3.3. 부피와 추적자 보존 (volume & tracer conservation) ..... 21 

2.3.4. 상태 방정식(equation of state) ........................................ 24 

2.3.5. 세부격자 규모 모수화(Subgrid Scale Parameterization) . 24 

2.4. 모델 설정 .............................................................................. 26 

2.4.1. 격자 정보(Grid Information) ............................................ 26 



 

iv 

 

2.4.2. 지형 설정(Topography) ................................................... 28 

2.4.3.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 .............................................. 30 

2.4.4. 개방 경계 조건(Open Boundary Condition) ..................... 30 

2.4.5. 표층 경계 조건(Surface boundary condition) ................. 37 

2.4.6. 모델 안정화 (Spin up) ...................................................... 38 

3. 결과 ................................................................................................. 44 

3.1. 냉수 미생성시 흐름 변화 ...................................................... 44 

3.2. 냉수 생성시 흐름 변화 .......................................................... 54 

4. 토의 ................................................................................................. 65 

4.1. 냉수가 동한난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작 .................... 65 

4.2. 냉수로 인한 표층 와도의 변화 분석 ..................................... 72 

4.3. 냉수 생성으로 인한 3차원 온도 구조 변화 .......................... 85 

4.4. 실제 동해 지형 모델과의 차이 .............................................. 91 

5. 결론 ................................................................................................. 95 

Abstract .............................................................................................. 98 

6. 참고문헌 ........................................................................................ 100 

 

 

 



 

v 

 

그림 목차 

Figure 1.1. Schematic current in the East/Japan Sea (Park et al., 

2013) ............................................................................. 2 

Figure 1.2.  Meridional vertical mean temperature at 129°E in the 

East/Japan Sea during summer (June, July, August) 

between 2005 and 2012 (World Ocean Atlas 2013). 5 

Figure 1.3. Meridional vertical mean temperature at 129°E in the 

East/Japan Sea during winter (December, January, 

February) between 2005 and 2012 (World Ocean 

Atlas 2013). .................................................................. 6 

Figure 1.4. Vertical velocity distribution observed across the Korea 

Strait. Numbers are velocities in cm/sec. Southward 

flow region is hatched (Miita and Ogawa, 1984). ...... 7 

Figure 2.1. a) Horizontal resolution of grid cells. Tracers were 

calculated in the T Cell and horizontal velocities in the 

U Cell. b) Grid cell arrangement on a longitude-

latitude surface of constant depth.  (Pacanowsky et al., 

1999). .......................................................................... 10 

Figure 2.2. Illustr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geopotential 

vertical coordinate (left panel) and 𝐳∗  vertical 



 

vi 

 

coordinate (right panel). In the upper ocean grid cell, 

the free surface with the geopotential vertical 

coordinate can generally penetrate through the bottom 

of the top cell lower boundary, in which case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imulation. By contrast, for the 𝐳∗ 

vertical coordinate, all vertical cells undulate in time, 

with motion of the free surface spread throughout the 

ocean depth. Note that the undulations of the cell 

interfaces with 𝐳∗ are scaled according to 𝛈/𝐇, which 

is generally quite small. The undulations shown in this 

schematic are thus highly exaggerated for visualization 

purposes. ..................................................................... 11 

Figure 2.3. Surfaces of constant generalized vertical coordinate 

residing interior to the ocean. An upward normal 

direction 𝐧̂  is indicated on one of the surfaces. The 

orientation of a fluid parcel’s velocity 𝐯 and the 

reference velocity 𝐯𝐫𝐞𝐟 point residing on the surface. 

(Griffies, 2012). .......................................................... 16 

Figure 2.4. Horizontal depth distribution in the study area the 

East/Japan Sea. Simplified topography was used for 

this model. The southern long channel is the Korea 



 

vii 

 

Strait. The minimum depth is 100m at the entrance of 

the Korea Strait. Depth of the continental shelf area 

along the southern coastline is 200m. The extended 

box of the northern boundary is the cooling area. 

Maximum depth is 2,000m in the middle of the model 

domain. ........................................................................ 29 

Figure 2.5. Open boundary conditions in the Arakawa B-grid. 

Circles mark tracer points and crosses mark velocity 

points. Open boundary conditions apply to green points. 

(Griffies, 2012). .......................................................... 33 

Figure 2.6. Time series of the Kinetic Energy (K. E.) per unit 

volume J/m3  on each depth (5m, 45m, 95m, 145m, 

195m). Upper panel is result of Experiment 1 and the 

lower panel Experiment 2. ......................................... 39 

Figure 2.7. Time series of the Kinetic Energy (K. E.) per unit 

volume J/m3 for the depth of 5, 45, 95, 145, and 195 

m. Upper panel is the result of Experiment 1 and the 

lower panel Experiment 2. ......................................... 41 

Figure 3.1. Surface mean current of the Experiment 1 in January 

for the first year. ........................................................ 45 

Figure 3.2. Surface mean current of the Experiment 1 in January 



 

viii 

 

for the second year. ................................................... 46 

Figure 3.3. Surface mean current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 47 

Figure 3.4. Distribution of mean zonal velocity along 133˚E (upper) 

and meridional velocity along 40˚N (lower)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 49 

Figure 3.5. Mean current vectors an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t 100m depth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 50 

Figure 3.6. Mean current vectors an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t 200m depth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Bottom temperature and velocity were 

used in the Korea Strait where the maximum depth is 

shallower than 200m. ................................................. 51 

Figure 3.7. Mean vertical distribution of current vectors and 

temperature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along 129˚E (Upper panel). Vertic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meridional velocity contour along 

37˚N in the Korea Strait (lower panel). .................... 53 

Figure 3.8. Surface mean current vector of the Experiment 2 in 

January for the 1st year. ............................................. 55 



 

ix 

 

Figure 3.9. Surface mean current vector of the Experiment 2 in 

January for the 2nd year. ............................................ 56 

Figure 3.10. Surface mean current vector of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 .................................................... 58 

Figure 3.11. Distribution of mean zonal velocity of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 along 133 ˚E (upper) and 

meridional velocity along 40 ˚N (lower). .................. 59 

Figure 3.12. Mean current an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t the 100m depth of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 ................................................... 61 

Figure 3.13. Surface mean current an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t 200 m depth for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 Bottom temperature and velocity 

were used in the Korea Strait where the maximum 

depth is shallower than 200m. ................................... 62 

Figure 3.14. Mean vertical distribution of current vectors and 

temperature of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upper panel). Vertic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meridional velocity contour along 37˚N in the 

Korea Strait (lower panel) ......................................... 64 

Figure 4.1.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current at 



 

x 

 

200 m of experiment 1 on day 200th. ........................ 67 

Figure 4.2.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current at 

200m depth of the experiment 2 on day 200th. ........ 68 

Figure 4.3. Time series of forcings in x-direction at the 128.7 ˚E 

and 37 ˚N for the Experiment 1. Blue line indicates 

horizontal pressure gradient force, red line advection, 

green line coriolis force and black line time derivative 

term of the 𝒖 respectively. ....................................... 69 

Figure 4.4. Time series of forcings in x-direction at the 128.7 ˚E 

and 37 ˚N for the Experiment 2. Blue line indicates 

horizontal pressure gradient force, red line advection, 

green line coriolis force and black line time derivative 

term of the 𝒖 respectively. ....................................... 70 

Figure 4.5. Schematic diagram of the flow and sea surface height 

across the Korea Strait. ............................................. 71 

Figure 4.6.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Coriolis Parameter 𝒇(𝑠−2)

 ..................................................................................... 74 

Figure 4.7. Mean temperature contour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along 129˚E (Upper panel).  Mean 

temperature contour along 37˚N in the Korea Strait 

(Lower panel) ............................................................. 75 



 

xi 

 

Figure 4.8. Mean temperature contour of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 along 129˚E (upper panel).  Mean 

temperature contour along 37˚N in the Korea Strait 

(lower panel) .............................................................. 76 

Figure 4.9. Horizontal distribution of upper layer thickness H of the 

Experiment 1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and 

surface streamline. ..................................................... 77 

Figure 4.10. Horizontal distribution of relative vorticity 𝛇 (𝒔−𝟐) 

and surface current of the Experiment 1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 78 

Figure 4.11. Horizontal distribution of potential vorticity (m−1 ∙ 𝑠−2) 

and streamline at the surface of the experiment 1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 80 

Figure 4.12. Horizontal distribution of upper layer thickness H and 

surface streamline of the Experiment 2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 81 

Figure 4.13. Horizontal distribution of relative vorticity 𝛇 (𝒔−𝟐) 

and surface current of the Experiment 2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 82 

Figure 4.14. Horizontal distribution of potential vorticity (m−1 ∙

𝑠−2) and surface streamline of the Experiment 2 



 

xii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 84 

Figure 4.15. Plot of the isosurface temperature of 19.5˚C viewed 

from the southwest. Gray slope in the Korea Strait 

represents bathymetry. .............................................. 87 

Figure 4.16. Plot of the isosurface temperature of 19.5˚C viewed 

from the northwest. Gray slope in the Korea Strait 

represents bathymetry. .............................................. 88 

Figure 4.17. Plot of the isosurface temperature of 10.0˚C viewed 

from the southwest. Gray slope in the Korea Strait 

represents bathymetry. .............................................. 89 

Figure 4.18. Plot of the isosurface temperature of 10.0˚C viewed 

from the northwest. Gray slope in the Korea Strait 

represents bathymetry. .............................................. 90 

Figure 4.19. Surface current and horizontal distribution of potential 

temperature at 200m depth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Upper one is the fast restoring. Restoring speed 

of this Experiment is the same with experiment 2. 

Lower panel showed 10 times slower than upper 

Experiment. Bottom temperature and velocity were of 

the Korea Strait where the maximum depth is 

shallower than 200m. ................................................. 94 



 

xiii 

 

표 목차 

Table 2.1. Vertical grids information of the model. The number of 

the vertical grids is 30. The thickness is equal 10 m 

from surface to 200 m depth and varying from 10 m at 

the 200 m depth to 347.90 m at the bottom. ............ 27 

Table 2.2. Vertical distribution of initial temperature in the model 

domain. The initial temperature varies from 20 °C at 

the surface to 0.2 °C at the bottom. .......................... 31 

Table 2.3. Summary of open boundary condition ......................... 36 



 

1 

 

1. 서론 

 

동해는 한반도와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연근해로서 평균 수심이 약 

2,000미터에 이르지만, 수심 200미터 이하의 얕은 네 개의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 및 오호츠크해와 해수 교환이 이루어진다 (Kawabe et al, 

1982).  동해의 순환은 열염순환의 특성을 띠며 다양한 해양현상이 

혼재한다 (Chu et al, 2000). 이로 인하여 동해는 작은 대양 (miniature 

ocean) 이라고 불려왔다(Kim et al, 1996; Park et al, 2013; Yoon et al, 

2016). 동해의 순환 모식도는 Figure 1.1과 같이 구성된다.  

동해 남부에서는 대마난류 (Tsushima Warm Current, TWC) 가 

동중국해로부터 대한해협을 통하여 유입된다. 동중국해 (East China Sea) 

는 동해의 해양환경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Johnson et al, 2002; 

Tomoharu et al, 2008). 대마난류는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된 후 

세 개의 분지로 나뉜다. 세 개의 분지 중 첫 번째 분지는 (Nearshore 

branch) 대한해협의 동수도를 통해 동해로 들어와 일본연안을 따라 

흐르다가 쓰가루 해협을 통해 외해로 빠져나가는 흐름이다. 나머지 

분지들은 대한해협의 서수도를 통과한 후 두 번째 분지와 세 번째 분지로 

나뉜다. 세 번째 분지는 동한난류 (East Korea Warm Current, EKWC) 

라고 불리우고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흐름이며, 동한난류와 

연안분지 사이에는 사행하는 두 번째 분지 (Offshore Branch, OB)가 

존재한다 (Kawabe 1982; Chang et al 2004). 동해 북부에서는 리만한류 

(Liman Cold Current, LCC) 와 북한한류  (North Korea Col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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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chematic current in the East/Japan Sea (Park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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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CC) 가 러시아 연안과 북한 연안을 따라 남하한다. 

동해의 난류와 한류들은 계절변화를 보이며 큰 변동성을 가진다(Hase 

et al, 1999). 대마난류의 분지 역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Yoon 

(1982a,b,c)은 첫 번째 분지를 포텐셜와도 (Potential Vorticity) 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연안 근처에 넓게 퍼져있는 대륙붕을 따라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았으며, 동한난류는 베타효과 (β− effect) 로 인하여 생기는 

영구적인 흐름으로 해석하였다. 동한난류는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Kawabe (1982)에 의해서도 제시되었으나, 1981년 봄의 표층 수온 

위성관측 결과에서는 동한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Hong et al, 1984; Kim 

and Legeckis, 1986). 동해 남부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수직 온도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Fig 1.3, 1.4). 여름이 겨울에 비해 냉수가 저층에 

두껍게 자리잡으며, 이로 인하여 상층의 두께가 얇아지며 상층 흐름의 

변화를 유발시킨다. 대마난류의 한 분지인 동한난류의 형성에 미치는 

대한해협저층냉수 (Korea Strait Bottom Cold Water) 의 역할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Isobe 1994; Cho and Kim 1996; Cho and Kim 

2000). 이들은 모두 여름에 대한해협저층냉수로 인한 대한해협 

서수도에서 북향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대한해협의 동서단면 

유속관측결과에서도 나타난다 (Fig 1.4). Cho and Kim (1996)은 간단한 

해석모델을 통해 냉수로 인하여 형성되는 음의 상대와도 (negative 

relative vorticity) 가 β −  effect 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Isobe (1994)의 경우 대한해협 내로 한정된 모델 영역에서 수직적으로 

적분된 2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진단적으로 (diagnostic) 계산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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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이용하여 저층냉수가 동한난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사용된 모델의 해상도는 20 km × 20 km 였다. Cho and 

Kim(2000)의 경우 단순한 2층의 긴 채널을 가정한 해석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냉수와 동한난류의 

3차원적인 구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한 

동해지형의 3차원 수치모델을 적용하여 동해의 저층 냉수가 동한난류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과 실험 

설정에 대한 정보는 2장에 서술되어 있으며, 3장에서는 대한해협 

저층냉수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한 

뒤 결과를 비교하였다. 4장에서는 대한해협 저층냉수가 동한난류의 형성과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역학적으로 검토하였다. 최종적인 결론은 5장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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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eridional vertical mean temperature at 129°E in the East/Japan 

Sea during summer (June, July, August) between 2005 and 2012 (World Ocean 

Atla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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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Meridional vertical mean temperature at 129°E in the East/Japan 

Sea during winter (December, January, February) between 2005 and 2012 

(World Ocean Atla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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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Vertical velocity distribution observed across the Korea Strait. 

Numbers are velocities in cm/sec. Southward flow region is hatched (Miita and 

Ogawa, 1984). 

 

 

 

 

 



 

8 

 

2. 수치 모델 

  

2.1. Modular Ocean Model 5 (MOM5) 

 

실험에서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Princeton University) 내의 

미국해양대기관리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소속인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GFDL) 의 

Modular Ocean Model 5 (MOM5) 를 사용하였다. MOM5는 연안 

규모부터 국지 규모, 대양 규모의 해양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이다. MOM5는 전구 규모의 모델로서 주로 사용되지만 지역모형 

(Regional model)이나 연안모형 (Coastal model)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Herzfeld et al., 

2011). 

MOM5는 정역학 근사 (Hydrostatic approximation)와 부시네스크 

근사 (Boussinesq approximation)가 적용된 원시방정식 (primitive 

equation)을 기본으로 한다. MOM5는 GFDL의 Flexible Modeling 

System (FMS)를 기반으로 하여 병렬계산 (Parallel Computing)이 

가능하며, 다양한 계산환경에 이식이 용이하고 병렬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Griffi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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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격자 체계 (Coordinates system) 

 

MOM5에서는 수평 격자체계로서 Arakawa-B 격자체계와 Arakawa-

C 격자체계가 제공된다. 본 실험에서는 Ui,j,k 격자가 T𝑖,𝑗,𝑘 과 엇갈려서 

존재하는 Arakawa-B 격자체계 (Fig. 2.1) 를 사용하였다.  

Arakawa-B 격자체계는 복잡하고 섬 등이 많은 좁은 지형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저해상도에서도 비교적 정확한 지형류 

(Geostrophic Current) 모의를 가능하게 한다 (Griffies, 2012). 

MOM5는 깊이와 압력의 함수를 기반으로 수직격자체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z-격자나 p-격자, σ-격자와 각 격자의 유사 수평 재설계 격자 

(Quasi-horizontal rescaled pressure coordinate) 등을 제공하지만 등온 

격자나 등밀도 격자는 제공하지 않는다.  

 실험에서는 유사 수평 재설계 격자인 z∗-격자를 사용한다. 

 s =  z∗ 

   =  𝐻 (
𝑧−𝜂

𝐻+𝜂
)  (2.2.1) 

식 (2.2.1)에서, z는 수직 격자의 값이고 H는 전체 수층의 두께를 

의미한다. η는 해수면의 변화에 따른 최상층의 격자값이다.  z = η(x, y, t) 

일 경우 안정상태(z = 0)에서 벗어난 자유 표면(free surface)을 나타내며 

z = −H(x, y)  일 경우에는 해저면을 나타낸다. MOM4.0의 자유표면을 

포함하는 지오퍼텐셜 (geopotential) 격자는 표층에 자유표면의 파동이 

집중된다. 그러나 z∗ -격자는 표층에서의 파동이 수직적으로 전 수층에 

나뉘어서 분포하게 된다 (Figure 2.2). 따라서 지오퍼텐셜 격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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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 Horizontal resolution of grid cells. Tracers were calculated in 

the T Cell and horizontal velocities in the U Cell. b) Grid cell arrangement on a 

longitude-latitude surface of constant depth.  (Pacanowsky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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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Illustr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geopotential vertical 

coordinate (left panel) and 𝐳∗ vertical coordinate (right panel). In the upper 

ocean grid cell, the free surface with the geopotential vertical coordinate can 

generally penetrate through the bottom of the top cell lower boundary, in which 

case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imulation. By contrast, for the 𝐳∗ vertical 

coordinate, all vertical cells undulate in time, with motion of the free surface 

spread throughout the ocean depth. Note that the undulations of the cell 

interfaces with 𝐳∗ are scaled according to 𝛈/𝐇, which is generally quite small. 

The undulations shown in this schematic are thus highly exaggerated for 

visualization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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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큰 표층의 변화를 모의할 수 있다. 지오퍼텐셜 격자의 경우 

해표면에서 얼음이 대량으로 녹을 시에 표층의 격자크기가 증가하여 

일정했던 수직해상도에 영향을 끼치는 반면 z∗ -격자는 표층의 파동을 

수직적으로 모든 층에 나뉘어 받으므로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Kopp 

et al. 2010). 

 

 

2.3. 지배 방정식 

 

2.3.1. 일반 수직 격자(Generalized vertical coordinates) 체계의 

성질 

 

MOM5에서는 부시네스크 근사 (Boussinesq approximation)가 적용된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Navier-stokes’ Equation) 기반의 원시방정식 

(hydrostatic primitive equation)을 기본적인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한다. 

MOM5에서는 부시네스크 근사가 적용되지 않은 원시방정식 (Non-

Boussinesq hydrostatic primitive equation)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계산에 사용한 부시네스크 근사가 적용된 원시방정식에 

대해서만 서술하였다. 부시네스크 근사가 적용되지 않은 원시방정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수직 격자체계에서 격자간의 수직 단위벡터는 식 2.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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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s|
 (2.3.1) 

식 (2.3.1) 의 n̂ 은 각 격자 (grid cell)의 윗면 (Top)과 아랫면 

(Bottom)에서 해표면과 수직한 방향의 단위 벡터를 나타낸다 (Figure 

2.3). 격자의 서쪽에서는 n̂은 −x̂를 나타내며, 동쪽에서는 x̂를 나타낸다. 

격자의 남쪽에서는 n̂ 은 −ŷ를 나타내며, 북쪽에서는 ŷ를 나타내게 된다. 

일반격자의 기울기벡터는 식 (2.3.2) 와 같이 정의한다. 

𝐒 = ∇s 𝑧 

        = −z,s ∇𝑧 𝑠 

        = (Sx , 𝑆𝑦 , 0) 

(2.3.2) 

식 (2.3.2)를 통하여 지오퍼텐셜 값 (Constant Geopotential)과 𝑠 -

격자 (일반 수직 격자)에서 수직 격자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s 는 변형된 격자의 기울어진 해수면을 따르는 수평 경도(Horizontal 

Gradient, (
∂

∂x
 ,

𝜕

𝜕𝑦
 , 0) )를 의미한다. ∇z  는 변형되기 전의 지오퍼텐셜 

격자에서의 바닥과 수평을 이루는 평면을 따르는 수평 경도 ((
∂

∂x
 ,

𝜕

𝜕𝑦
 , 0)) 

를 의미한다. z,s 는 
∂z

∂s
 로서, s-격자에서의 수직 층의 두께 대비 

지오퍼텐셜 격자의 두께를 의미한다.  

또한 부피 플럭스 (Volume Flux) 를 정규화 (Normalize) 하기 위한 

단위면적의 관계는 식 (2.3.3)과 같다. 

𝑑𝐴(n̂) = |𝑧,𝑠∇𝑠|𝑑𝐴 (2.3.3) 

d𝐴 = d𝑥 d𝑦 (2.3.4) 

 식 (2.3.4)에서 나와 있는 유체입자의 아주 작은 수평 넓이인 dA  를 

식 (2.3.3)과 같이 자유 표면에 따라 변형된 격자에 정사영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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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서 d𝐴(�̂�)을 얻을 수 있다. 

 

 

2.3.2.  운동방정식 (Momentum equation) 

 

  선운동량 수지(Linear momentum budget) 

 

뉴턴의 제 2법칙과 제 3법칙을 기반으로 하여 한정된(finite) 

영역에서의 유체의 선운동량 수지(linear momentum budget)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t (∭𝑑𝑉𝜌𝐯) =  ∭ 𝑑𝑉𝑺(v) −∬𝑑𝐴(�̇�)[�̂� ∙ (𝐯 − 𝐯𝑟𝑒𝑓)]𝜌𝐯 

                +∬dA(n̂)(�̂� ∙ 𝛕 − �̂�𝑝) 

     −∭𝑑𝑉𝜌[𝑔𝑧 + (𝑓 +ℳ)𝑧 ∧ 𝐯] 

(2.3.5) 

식 (2.3.5) 의 좌변은 일정 지역에서 선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나타낸다. ∂t는 
∂

∂t
를 나타낸다. ρ는 유체 입자 (fluid parcel) 의 현장밀도 

(in situ density)를 나타낸다. 𝐯는 (u, v, w)로서 유체입자의 3차원 유속 

벡터를 나타낸다.𝑑𝑉는 아주 작은 유체입자의 부피 (infinitesimal volume 

of a fluid parcel) 를 나타낸다. 

식 (2.3.5) 의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운동량원 (momentum source)을 

의미한다. S(v)는 단위시간 동안의 단위 부피당 운동량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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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변의 두 번째 항은 경계에서 이류를 통해 전달되는 선운동량을 

나타낸다. 𝐯ref  는 격자의 경계가 움직이는 속도이고, 따라서 n̂ ∙ (𝐯 − 𝐯ref) 

는 격자의 각 경계에서의 부피의 플럭스를 의미하게 된다. 부피의 

격자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플럭스에 포함된 운동량을 𝑑𝐴(�̇�)  로 

적분함으로서 식 (2.3.5)의 우변의 두 번째 항인 해표면과 격자의 경계를 

통한 선운동량의 전달량을 구할 수 있다. 

식 (2.3.5)의 우변의 세 번째 항은 마찰력 (점성응력) (friction 

(viscous stress)) 과 압력 (pressure) 에 의하여 생성되는 접촉 응력  

(contact stress) 의 적분항이다. 𝛕는 스트레스 텐서 (stress tensor) 중 

압력이 빠진 마찰 응력 텐서 (frictional stress tensor) 를 의미하며, 𝑝는 

압력을 의미한다. 

식 (2.3.5)의 우변의 네 번째 항은 체적력 (body force)인 중력 

(gravity force) 과 전향력 (Coriolis force)에 의한 선운동량의 

변화량이다. 𝑔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하며 대략 9.8  m/s2 의 값을 가진다. 

𝑓는 식 (2.3.6)과 같은 관계를 가지며 코리올리 변수 (Coriolis  

Parameter)를 의미한다. 

𝑓 = 2Ω sin 𝜙 (2.3.6) 

Ω  는 지구의 각속도를 의미하며 7.2921 × 10−5 rad/s  의 값을 가진다. 

𝜙  는 위도를 의미한다. ℳ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곡률효과에 

의해 생기는 항이며 식(2.3.8)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ℳ = (𝑢/𝑟) tan𝜙 (2.3.8) 

𝑟은 지구 반지름으로서 대략 6.37 × 106 m 의 값을 가진다. 𝑢는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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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urfaces of constant generalized vertical coordinate residing 

interior to the ocean. An upward normal direction �̂�̂ is indicated on one of the 

surfaces. The orientation of a fluid parcel’s velocity v and the reference velocity 

𝐯(𝐫𝐞𝐟) point residing on the surface. (Griffi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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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zonal direction)으로의 유속을 나타낸다.  45˚N 에서 0.1 m/s의 

값을 가지는 동서방향 흐름의 advective metric frequency ℳ은 약 1.6 ×

10−8 rad/s  의 값을 가지며 코리올리 변수에 비해 10−4  배 정도 작은 

크기를 가진다. 

 

  정역학 가정 (Hydrostatic approximation) 

 

정역학 가정(Hydrostatic approximation)이 적용된 유체는 식 (2.3.9) 

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며 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원시 방정식 중 

하나이다.  

p,z = −𝜌𝑔 (2.3.9) 

이 정역학 균형 (Hydrostatic balance)는 운동방정식의 

수직성분으로부터 나온다. 수평운동의 길이 규모 (length scale)가 수십 

km ~ 수천 km 인 반면 수직운동의 길이 규모가 수 m ~ 수 km이기 

때문에 수직 운동이 포함된 다른 가속도들과 마찰력 성분들을 무시하고 

수직방향의 압력경도력 (pressure gradient force)과 중력만이 평형을 

이룸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큰 수직 가속도와 작은 수평가속도를 가지는 

운동인 대류운동 (convection) 등을 모의하는데 있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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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압력구배 (Horizontal pressure gradient) 

 

수직압력은 유동을 유발하지 않는다. 수평압력구배는 유동을 유발하는 

주요 힘이며 일반적 수직좌표계인 지오퍼텐셜 좌표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ρ−1 ∇𝑧 𝑝 =  𝜌−1(∇𝑠 − ∇𝑠𝑧 𝜕𝑧)𝑝 

      =  𝜌−1∇𝑠𝑝 + 𝑔∇𝑠𝑧 

     =  𝜌−1∇𝑠𝑝 + ∇𝑠Φ 

(2.3.10) 

 

식 (2.3.10)의 좌변은 수평방향의 압력 구배에 의한 가속도를 의미한다. 

이 항이 수평 운동방정식(Horizontal linear momentum equation)에서 

한가지 힘으로써 더해지며 식 (2.3.9)의 정역학균형과 식 (2.3.11)에 

나와있는 지오퍼텐셜을 통해 식 (2.3.10)의 좌변 중 세 번째 줄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부시네스크 근사 (Boussinesq approximation) 

 

부시네스크 근사 (Boussinesq approximation) 를 적용할 시 유체가 

흐르는 동안 유체입자는 같은 부피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부시네스크 

근사가 적용된 바다는 강수나 증발, 강물의 유입등과 같은 부피의 유입 

(volume source) 이 없을 시 전체 부피 (constant total volume)를 

그대로 유지한다.  

Φ = gz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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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유체는 식 (2.3.12)와 같은 질량 보존 연속방정식(mass 

conserving continuity equation)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식 (2.3.12) 의 

우변에서 ρ𝑆(M) 는 질량의 유출입을 의미하며, 식 (2.3.12)는 질량의 

유출입이 없을 시 유체입자의 질량이 보존됨을 의미한다. 식 (2.3.12) 

에서 volume source 𝑆(𝑉)가 0이고 ρ가 상수 ρo의 값으로 고정될 시 식 

(2.3.13) 과 같이 바뀌게 된다.  MOM5에서의 ρo의 값이 1035kg/m3 

으로 설정되어 있다. 부시네스크 근사가 적용된 유체는 식 (2.3.13) 과 

같은 부피 보존 연속 방정식 (volume conserving continuity equation) 

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부시네스크 근사가 적용되면 유체 입자의 부피가 보존되므로 음파로 

인한 변동 (fluctuation) 을 모의하지 못해 음파를 모의할 수 없다 (Gill 

(1982)). 그러나 다른 빠르고 중요하지 않은 파들도 걸러내기 때문에 

모델에서 Courant-Friedricks-Levy(CFL) 조건을 위반하는 큰 타임 

스텝 (time-step) 을 적용할 수 있어서 시간 규모가 큰 기후 연구에 

유용하다 (Haltiner and Williams (1980) and Durran (1999)). 다만 

부시네스크 근사의 다른 문제점은 입체 효과 (steric effect)를 모의하지 

못함으로 인해 해수면 높이 (sea surface height)의 모의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정들이 적용되고 수평압력경도력 (Horizontal Pressure 

Gradient Force)이 더해지게 되면 식 (2.3.1)을 기반으로 한 수평 

𝜌,𝑡 + ∇ ∙ (𝜌𝐯) = 𝜌𝑆(𝑀) (2.3.12) 

∇ ∙ 𝐯 = 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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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방정식은 식 (2.3.1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2.3.14)의 좌변은 수평 선운동량 (horizontal linear 

momentum)  ρo𝑑𝑧𝒖 의 시간에 따른 국지적 변화 (time tendency)와 

전향력과 곡률효과에 의한 영향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유속의 유입 (velocity source) S(u) ( m/s2 )에 의한 선운동량의 

변화이며, 우 변의 두 번째 항은 수평방향을 통한 선운동량의 이류 수송 

(advective transport)이다. 

우 변의 세 번째 항은 수평 압력경도력을 의미한다. 이 항은 식 

(2.3.15)에서 우변 네 번째 줄과 같이 대기압과 해수면의 높이에 의한 

[∂t + (𝑓 +ℳ)�̂� ∧](𝜌𝑜 𝑑𝑧𝒖) = 

𝑑𝑧𝑆(𝑢) − ∇𝑠 ∙ [𝑑𝑧𝒖(𝜌𝑜𝒖)] 

−dz(∇s𝑝 + 𝜌∇𝑠Φ) 

+∂x(𝑑𝑧�̂� ∙ 𝝉) + 𝜕𝑦(𝑑𝑧�̂� ∙ 𝝉) 

−[w(z)𝜌𝑜𝒖 − 𝑧,𝑠∇𝑠 ∙ 𝝉]𝑠=𝑠𝑘−1
  

+[w(z)𝜌𝑜𝒖 − 𝑧,𝑠∇𝑠 ∙ 𝝉]𝑠=𝑠𝑘
  

(2.3.14) 

(∇z𝑝)𝑒𝑥𝑎𝑐𝑡 = ∇𝑠𝑝 + 𝜌∇𝑠Φ           

           = ∇𝑠(𝑝𝑎 + 𝑝𝑜 + 𝑝′) + 𝜌∇𝑠Φ 

                      ≈ ∇𝑠(𝑝𝑎 − 𝜌𝑜Φ+ 𝑔𝜌𝑜𝜂 + 𝑝′) + 𝜌∇𝑠Φ 

                     = ∇𝑠(𝑝𝑎 + 𝑔𝜌𝑜𝜂) + ∇𝑠 𝑝𝑐𝑙𝑖𝑛𝑖𝑐
′ + 𝜌′∇𝑠Φ 

   (𝜌′ = 𝜌 − ρo,  𝑝
′ = 𝑔∫ 𝜌′𝑑𝑧

𝜂

𝑧

,  𝑝𝑐𝑙𝑖𝑛𝑖𝑐
′ = 𝑔∫ 𝜌′𝑑𝑧

0

𝑧

)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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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압적 (barotropic)인 성분과 해수의 밀도구성에 따른 압력변화로 인해 

생기는 경압적 (baroclinic)인 성분으로 나뉘어 진다. 식 (2.3.14)의 

우변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은 각각 동서 방향 경계와 남북 방향 

경계에서 접촉 응력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항은 각각 위쪽 

경계와 아래쪽 경계에서 접촉 응력을 의미한다. 바닥 격자 (bottom cell) 

에서 식(2.3.14)의 일곱 번째 항은 바닥 마찰응력 (bottom stress) 항 

𝛕bottom으로 쓰여진다. 표층 격자 (surface cell)에서 식(2.3.14)의 여섯 

번째 항은 바람 응력 (wind stress)과 움직이는 해표면에 의해 전달되는 

선운동량의 합인 τwind + Qm𝐮w  로 나타낸다. Qm 은 다음의 식 

(2.3.16)와 같이 주어지며 u𝑤 는 해수면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유속의 

수평성분이다. 

 

 

2.3.3.  부피와 추적자 보존 (volume & tracer conservation) 

 

 식 (2.3.12)와 비슷한 맥락에서, 부피 dz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S(V)는 외부로부터 부피의 유입 (volume source) 이며 ∇ ∙ 𝒗 는 다음과  

Qm =
(mass/time) through free surface

horizontal area under free surface
 

        =  −(
ρd𝐴(�̇�)�̂� ∙ (𝑣 − 𝑣𝑟𝑒𝑓)

d𝐴
)     𝑎𝑡  𝑧 = 𝜂 

(2.3.16) 

(dz),𝑡 + ∇ ∙ (𝑑𝑧𝒗) = (𝑑𝑧)𝑆(𝑉)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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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w(z) 는 다음과 같다. 

 위의 식 (2.3.17) 으로부터 유도된 내부 격자에서의 부피 보존 방정식 

(volume conservation equation) 은 다음과 같다. 

𝜕𝑡(dz) = dz 𝑆(𝑉) − ∇s ∙ (dz𝐮)          

      −(𝑤(z))
𝑠=𝑠𝑘−1

+ (w(z))
𝑠=𝑠𝑘

 
(2.3.20) 

  표층 격자에서 식(2.3.20)을 계산시 우변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항은 

+(𝑤(z))
𝑠=𝑠𝑘−1

+ Qm/𝜌0  와 같이 바뀌어서 계산된다. Qm/𝜌0 은 움직이는 

해표면으로 인한 부피의 유입을 나타낸다. 염과 같은 각각의 추적 물질 

(material tracer) 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ρn 은 각 물질 추적자의 단위부피당 질량을 나타낸다. 식(2.3.21)의 

우변의 마지막 항은 유속과 세부격자 규모 (subgrid scale)에서 추적자 

(tracer) 의 이동속도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생기는 상대적인 추적자의 

질량 플럭스 (mass flux)를 나타내는 항이다. 

∇ ∙ 𝒗 = 𝒖 ∙ ∇𝑠 +𝑤(𝑧) (
𝜕

𝜕𝑧
) (2.3.18) 

         w(z) ≡
�̂� ∙ (𝒗 − 𝒗(𝑟𝑒𝑓))𝑑𝐴(�̇�)

𝑑𝐴

=
(volume/time) of fluid through surface

area of horizontal projection of surface
  

(2.3.19) 

𝑑𝜌𝑛
𝑑𝑡

 =  −𝜌𝑛∇ ∙ 𝐯 − ∇ ∙ [𝜌𝑛(𝐯𝑛 − 𝐯)] (2.3.21) 

𝐉𝑛 = 𝜌𝑛(𝐯𝑛 − 𝐯)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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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적자의 플럭스 J는 추적자의 밀도 플럭스 (tracer 

concentration flux) F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할 수 있다. 

 

물 입자의 질량 대비 추적자의 질량인 C를 정의하였을 때 질량이 

보존되는 유체에서 C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식 (2.3.25)에서 부시네스크 근사를 통해 ρ를 ρo로 가정할 시 다음의 

관계로 바뀐다. 

식 (2.3.29)를 통해 운동 방정식이나 부피 보존 연속방정식과 같은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식 (2.3.26)과 같다.  

𝜕𝑡(dz C) =  dz 𝑆(C) − ∇s ∙ [dz(𝐮C + 𝐅)]  

        −(𝑤(z)C + 𝐹(𝑧))
𝑠=𝑠𝑘−1

   

    +(𝑤(z)C + 𝐹(𝑧))
𝑠=𝑠𝑘

 

(2.3.26) 

바닥에서 식 (2.3.26)을 계산 시 우변의 마지막 항 대신 바닥에서의 

추적자 유입인 𝑄(𝐶)
(𝑡𝑢𝑟𝑏) 이 더해지며, 표층에서 식을 계산시 우변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항 대신 ((Qm/𝜌𝑜)𝐶𝑚 − 𝑄(𝐶)
(𝑡𝑢𝑟𝑏)  이 더해진다. −𝑄(𝐶)

(𝑡𝑢𝑟𝑏)는 

해표면에서 난류 (turbulence) 나 현열 (sensible heat), 잠열 (latent 

heat), 단파 (short wave radiation) 나 장파 복사 (long wave radiation) 

와 같은 복사 플럭스들 (radiative fluxes) 에 의한 추적자의 유출이다. 

𝐉 = 𝜌𝐅 (2.3.23) 

ρ
dC

dt
=  −∇ ∙ J + ρ S(C) (2.3.24) 

dC

dt
=  −∇ ∙ F + S(C)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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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경우 식의 유도는 온위 (potential temperature) 와 다르게 물질 

추적자와 좀 더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열역학적 추적자   

(thermodynamical tracer) 인 포텐셜 엔탈피 (potential enthalpy)가 이 

식을 통해 계산된다. 

 

 

2.3.4.  상태 방정식(equation of state) 

 

밀도에 대한 관계식인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Θ 는 보존적온도(conservative temperature), τ 는 타임 스텝이다. 

방정식은 IOC et al(2010)의 TEOS-10 방정식이 사용되었다. 

 

 

2.3.5.  세부격자 규모 모수화(Subgrid Scale Parameterization) 

 

MOM5에서는 수치모델의 성능과 안정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세부격자규모의 모수화 방법이 사용되었다. 세부격자 규모에서의 기법은 

다음과 같다. 수직혼합기법으로는 KPP scheme (Large et al, 1994)가 

사용되었다. KPP기법은 표면 경계층과 해양 내부의 수직혼합을 각각 

계산하며 표면 경계층 수심 (hsbl) 에서 점성과 확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𝜌 = 𝜌(𝑆(𝜏 + 1), Θ(𝜏 + 1), 𝑝(𝜏))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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𝑣𝑥 = ℎ𝑠𝑏𝑙𝑤𝑥(𝜎)𝐺𝑥(𝜎)  (2.3.28) 

𝑤𝑥(σ)는 난류 속도 규모, 𝐺𝑥(𝜎)  는 무차원 함수이다. 𝜎  는 0~1까지 

변하는 무차원 좌표계이며 𝑥 는 유속, 수온, 염 중 하나를 나타낸다. 

내부 혼합은 식 (2.3.29)와 같이 쉬어 혼합(vx
𝑠) , 이중 확산 혼합(vx

𝑑) , 

내부파 혼합(vx
𝑤)을 더해 점성 및 확산 계수를 추정한다. 아래 첨자 𝑥  는 

스칼라나 운동량이다. 

𝑣𝑥(𝑑) =  vx
𝑠 + vx

𝑑 + vx
𝑤  (2.3.28) 

MOM5 에서는 중규모 와동 (mesoscale eddies)에 의한 추적자의 

이동과 혼합의 효과를 모수화 하였다. 이는 수송량 텐서로서 나타내어 

지며, McDougall(1987)이 제시한 뉴트럴한 표면 (Neutral Surface)을 

따라 혼합되는 대칭 (symmetric) 항과 뉴트럴한 표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섞어주는 반대칭 (anti-symmetric)항으로 나뉘어진다.  

J𝑚𝑛 = K𝑚𝑛 + A𝑚𝑛 (2.3.28) 

Jmn  항은 수송량 텐서이고, Kmn 항은 대칭항, Amn 항은 반대칭항을 

나타낸다. 대칭항의 계산에는 Redi (1982)가 제안한 Redi 확산율 

(diffusivity) 이 들어가게 되며, 반대칭항 계산시의 모수화는 Gent-

McWilliams (GM) 모수화를 기반으로 한다 (Gent and McWilliams, 

1990). 

또 다른 수평혼합방법으로는 수평 격자 크기에따라 혼합규모를 

조정해주는 Smagorinsky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수평격자 크기에 따라 

혼합의 정도가 바뀌게 된다 (Smagorinsk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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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델 설정 

 

2.4.1.  격자 정보(Grid Information) 

  

실험에서 사용된 모델의 격자정보는 다음과 같다. 수평격자는 

Arakawa-B 격자를 사용하였다. Arakawa-B 격자는 추적자 등이 

계산되는 T 격자와 유속이 계산되는 U 격자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U 

격자는 대응되는 T 격자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추적자에 대한 동서방향의 

격자인 Xt는 128.05°E 부터 139.95°E까지 1/10°의 해상도를 가지는 

120개의 격자로 구성되고, 유속에 대한 동서방향의 격자인 Xu 는 

128.1°E 부터 140°E까지 120개의 격자로 구성된다. 추적자에 대한 

자오선방향의 격자인 Yt 는 34.05°N 부터 44.95°N까지 Xt와 동일한 

1/10˚의 해상도를 가지는 110개의 격자로 구성되며 유속에 대한 

자오선방향의 격자인 Yu 는 34.1°N 부터 45°N까지 110개의 격자로 

구성된다. 수직 격자는 (Table 2.2)와 같이 구성하였다. 총 30개의 격자로 

구성하였으며 0 m부터 200 m까지는 10 m의 동일한 두께를 가지는 

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200 m부터 2000 m까지는 12.09 m부터 347.90 

m까지 바닥으로 갈수록 점점 격자의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구성하였다. 

모델의 타임 스텝 𝛥t는 200초로 설정하였다. 

 

 

 



 

27 

 

 

 

Level Depth(m) thickness(m) Level Depth(m) thickness(m) 

1 5 10 16 155 10 

2 15 10 17 165 10 

3 25 10 18 175 10 

4 35 10 19 185 10 

5 45 10 20 195 10 

6 55 10 21 205 12.09 

7 65 10 22 219.18 28.52 

8 75 10 23 262.05 59.79 

9 85 10 24 338.76 102.82 

10 95 10 25 467.70 153.40 

11 105 10 26 645.58 206.59 

12 115 10 27 880.88 257.17 

13 125 10 28 1159.93 300.20 

14 135 10 29 1481.30 331.47 

15 145 10 30 1822.88 347.90 

Table 2.1. Vertical grids information of the model. The number of the vertical 

grids is 30. The thickness is equal 10 m from surface to 200 m depth and varying 

from 10 m at the 200 m depth to 347.90 m at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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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지형 설정(Topography) 

  

실험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Figure 2.4와 같은 동해의 특징을 살린 

이상적인 지형을 도입하였다. 이상적 지형은 남쪽에 대한해협의 역할을 

하는 긴 채널이 있고 동쪽 경계에서 쓰가루 해협과 유사한 출구를 가진다. 

대한해협의 34°N ~ 35°N 까지는 수심을 100 m로 설정하였으며, 

35°N ~ 37.5°N 까지는 선형적으로 200 m까지 수심이 증가하도록 

설정하였다. 모델 내의 일본 연안의 대륙붕과 유사하게 대한해협이 끝나는 

지점부터 쓰가루 해협의 입구까지 남쪽과 동쪽모서리를 따라 약 100 km 

폭을 가진 200 m 수심으로 설정하였다. 북쪽에는 동해의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강한 표층 냉각이 있으므로 (Kawamura 

and Wu, 1998; Park et al, 2004) 이를 고려하여 132°E ~ 134°E, 

43.7°N ~ 44.7°N 지역에 만 형태의 지형을 만들어서 표층에서 냉각을 

시키도록 설정하였다. 대륙붕을 제외한 모델 내부 지역의 외곽에는 200 m 

~ 2000 m까지 선형적으로 깊어지는 약 100 km 폭의 대륙사면을 만들어 

주었다. 대륙사면으로 둘러싸인 모델 내부 지역의 수심은 2,000 m 의 

동일한 수심을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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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Horizontal depth distribution in the study area the East/Japan Sea. 

Simplified topography was used for this model. The southern long channel is the 

Korea Strait. The minimum depth is 100m at the entrance of the Korea Strait. 

Depth of the continental shelf area along the southern coastline is 200m. The 

extended box of the northern boundary is the cooling area. Maximum depth is 

2,000m in the middle of the mode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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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 

 

초기 온도 조건은 해표면으로부터 대륙붕이 존재하는 수심 200 m 

까지는 20°C의 따뜻한 물로 채워지며, 수평적으로는 동일한 온도분포를 

가진다(Table 2.3). 수심 200 m부터 최저 수심인 2,000 m까지는 점점 

차가운 물이 존재하도록 설정하여, 가장 바닥에는 0.2°C의 해수로 

채워지도록 설정하였다. 모델 결과에 있어 염분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기 

위하여 초기조건과 개방경계조건 모두에서 편의상 염분 35로 설정하였다. 

 

 

2.4.4. 개방 경계 조건(Open Boundary Condition) 

 

개방 경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계산된다. 개방 경계와 수직인 

유속 (normal velocity) 과 평행한 유속 (tangential velocity), 염이나 

온도 같은 추적자들이 3차원 변수로서 계산되며 수직 혼합 계수 (vertical 

mixing coefficient), 해수면 등을 넣을 수 있다. 실험에서는 Raymond-

Kuo 방사 조건 (Raymond and Kuo, 1984)을 적용하기 위하여 3차원 

유속성분이 아닌 수직적으로 적분된 유속 (normal barotropic velocity)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한 코드를 사용하였다 (Kim, 2006a). 개방 경계 

조건이 적용되는 격자의 인덱스는 Figure 2.5와 같이 정의된다. 

실험의 모델에서는 순압유속과 온도, 염이 정해주는 값으로 완화 

(relaxation) 되며 나머지 변수들은 no-gradient 경계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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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Depth(m) Thickness(m) Temperature(°C) 

1~20 5~195 200.00 20.00 

21 205 12.09 17.17 

22 219.19 28.53 13.15 

23 262.06 59.79 1.00 

24 338.77 102.82 0.93 

25 467.70 153.41 0.82 

26 645.58 206.59 0.66 

27 880.89 257.18 0.45 

28 1159.94 300.21 0.20 

29 1481.31 331.47 0.20 

30 1822.88 347.91 0.20 

Table 2.2. Vertical distribution of initial temperature in the model domain. The 

initial temperature varies from 20 °C at the surface to 0.2 °C at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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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압유속의 완화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다.  

𝜂(𝑡 + 1 , 𝑥B) =

�̃�(𝑡 + 1, 𝑥𝐵) + 𝜂𝑜
(Δ𝑡)
𝜏𝑓

1 +
Δt
𝜏𝑓

 (2.4.1) 

�̃�(𝑡 + 1, 𝑥𝐵) 는 Raymond-Kuo 방사 조건에 의하여 구해진 해 

(solution)이며, 𝜏𝑓 는 완화계수 (relaxation time scale coefficient) 로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𝜏𝑓
−1 = 𝑟 𝜏𝑜𝑢𝑡

−1 + (1 − 𝑟)𝜏𝑖𝑛
−1 (2.4.2) 

여기서 𝜏out = 1.39 ∙ 10−3  의 값을 가지고, 𝜏in = 5.56 ∙ 10−3  의 값을 

가진다. 𝑟(t)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다. 

𝑟(𝑡) =
�̃�(𝑡)

𝐶𝑚𝑎𝑥
 (2.4.3) 

여기서의 𝐶는 방사 조건을 통해 계산되며 다음의 Raymond-Kuo 방사 

조건에서 구해지는 위상 속도 (phase speed) 중 경계에 수직한 방향의 

위상 속도를 C+(t + 1) 로 사용하게 된다. 

cx = −𝜂,𝑡
𝜂,𝑥

𝜂,𝑥
2 + 𝜂,𝑦

2  

cy = −𝜂,𝑡
𝜂,𝑦

𝜂,𝑥
2 + 𝜂,𝑦

2  

(2.4.4) 

C+(𝑡 + 1) 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C∗(𝑡 + 1)로 필터링 된다. 

 

 

C∗(𝑡 + 1) = {

𝐶𝑚𝑖𝑛    𝑖𝑓   𝐶
+ < 𝐶𝑚𝑖𝑛 ,               

𝐶+        𝑖𝑓   𝐶𝑚𝑎𝑥 > 𝐶+  > 𝐶𝑚𝑖𝑛      

𝐶𝑚𝑎𝑥    𝑖𝑓   𝐶
+ > 𝐶𝑚𝑎𝑥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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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Open boundary conditions in the Arakawa B-grid. Circles mark 

tracer points and crosses mark velocity points. Open boundary conditions apply 

to green points. (Griffi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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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기준 위상속도(reference phase speed)들은 다음과 같다. 

𝐶𝑚𝑎𝑥 = 𝑐𝑚𝑎𝑥√𝑔𝐷𝐵 

𝐶𝑚𝑖𝑛 = 𝑐𝑚𝑖𝑛√𝑔𝐷𝐵 
(2.4.6) 

cmax = 1 이며, cmin = 0 이고, DB  는 경계의 깊이이다. 대한해협에서의 

𝐶𝑚𝑎𝑥  는 31.368  m/s  의 값을 가지며, 쓰가루 해협에서의 𝐶𝑚𝑎𝑥 는 

44.362  m/s의 값을 가진다. Cmin 값은 두 곳 모두에서 0 m/s 을 가진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필터링을 거친다. 

C∗(𝑡 + 1) = {
C∗(𝑡 + 1)   𝑖𝑓   Δ𝜂𝑥  >   𝑎,

0.99 �̃�(𝑡)   𝑖𝑓   Δ𝜂𝑥  ≤   𝑎 
 (2.4.7) 

여기서 a는 아주 작은 거리 (length) 이며, 10−8 𝑚의 값을 가진다. 

�̃�(𝑡)  는 평활화 (smoothing)된 위상속도로서 평활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거친다. 

�̃�(𝑡 + 1) = 𝐹 �̃�(𝑡) + (1 − 𝐹)𝐶(𝑡 + 1) (2.4.8) 

위의 평활화와 필터링을 거쳐 생성된 위상 속도를 가지고 완화식에서의 

계수를 구하게 된다. 완화계수를 굉장히 작게 주었으므로 순압 유속은 

빠른 속도로 완화되어 개방 경계 에서는 초기에 넣어준 순압유속 값이 

모델 구동 내내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 순압유속은 Na et al(2009)가 

계산한 대한해협의 평균 수송량인 2.5±0.5 Sv를 참고하되 이상적 

지형임을 고려해 2 Sv으로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대한해협 전체로 

들어오는 수송량을 2 Sv으로 맞추기 위하여 남쪽 개방 경계에서 각 

셀마다 42.6  m2/𝑠  의 값을 넣어주었다. 동해 전체 해수의 부피가 

보존되도록 쓰가루 해협에서는 대한해협으로 들어온 수송량과 같은 양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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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경계에서 추적자의 계산은 Upstream advection 기법 (scheme) 

과 완화 기법 (Relaxation scheme)이 혼합되어 계산된다. Upstream 

advection 기법은 다음과 같다. 

𝑇(𝑡 + 1, 𝑥𝐵) = 𝑇(𝑡, 𝑥𝐵)                           

               +
Δ𝑡

Δ𝑥
[(𝑢𝑛 − |𝑢𝑛|)(𝑇(𝑡, 𝑥𝐵−1) − 𝑇(𝑡, 𝑥𝐵)) 

          +(𝑢𝑛 + |𝑢𝑛|)(𝑇(𝑡, 𝑥𝐵) − 𝑇(𝑡, 𝑥0))] 

(2.4.9) 

𝑢𝑛 은 경계에 수직한 방향인 흐름이며, 경계를 넘어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일 때 양의 부호를 가진다. 𝑇(t, x0) 는 경계 외부에서 공급되는 

추적자의 값이다. 경계에서의 추적자는 방사 조건 계산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개방 경계 바깥으로 나가는 흐름일 때에는 Upstream 

advection 기법으로 계산되고, 개방 경계 바깥에서 도메인 내로 들어오는 

흐름일 경우에는 완화 (relaxation) 항이 더해져서 사용된다. 완화항은 

다음과 같다.  

(𝑇0 − 𝑇(𝑡, 𝑥𝐵))
Δ𝑡

𝜏𝑓
  (2.4.10) 

T0 값은 사용자가 넣어주는 완화시키고 싶은 목표값이며, 실험에서는 

초기 조건과 같은 20°C로 설정해주었다. τf 값은 1.1574 ∙  10−4  이다. 

실제 대한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열 수송량 (heat transport) 는 0.17PW 

(1PW = 1015 W) 가량이며 (Yoon et al, 2016) 위와 같이 20°C의 물이 

들어오는 모델 내 개방 경계에서의 열 수송량은 0.1629 PW 로서 실제 

동해와 유사한 값을 가진다. 개방 경계 조건은 Table 2.3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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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in) Eastern (out) 

Temperature 20 °C Upstream advection 

Salinity 35 Upstream advection 

Transport 2 Sv 2 Sv 

Table 2.3. Summary of open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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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표층 경계 조건(Surface boundary condition) 

 

 모델의 해표면에서는 단파복사에 의한 열속 (shortwave heat flux) 

이나 바람 응력 (wind stress) 등을 가하거나, 온도나 염을 복원 

(restoring(nudging)) 시킬 수 있다. 모델에서는 단파 복사나 여타 다른 

열속 (heat flux)은 주지 않았고, 온도의 복원만 해주었다. Sudo (1986)이 

제시한 가장 저온의 표층수가 나타나는 지역 (41˚N-, 132˚E-134˚E) 

과 Kawamura and Wu(1998)이 제시한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근처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41˚N-42.5 ˚N, 131.5˚E-133.5˚E)을 

참고하여 모델에서의 냉각지역 (43.7˚N-44.7˚N, 132˚E-134˚E)을 

정하였다. Figure 2.4에서 표시한 냉각 지역 (43.7˚N-44.7˚N, 

132˚E-134˚E)에서 온도의 복원을 해주는 여부에 따라 실험을 두 

가지로 나누어 민감도 실험 (sensitivity test)을 진행하였다. 온도 복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 

ρo  는 기준 밀도 (reference density) 인 1035 kg/m3이며, dzk=1  는 

표층의 두께이다. dtosec 는 일을 초로 변환시켜주기 위한 항으로서 

1

86400
 day/sec 의 값을 가진다. tscale은 사용자가 복원의 속도를 결정하는 

항으로서, day의 단위를 가진다. 모델에서는 3일으로 설정하였다. Tt 는 

현재 해표면의 온도이고, To는 사용자가 넣어주는 기준 온도 (reference 

temperature)로서 모델에서는 2˚C 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계산한 

Frestore항은 다른 단파 복사나 현열, 잠열에 의한 열속들과 함께 더해져서 

Frestore = ρo ∙ dzk=1 ∙
dtosec

tscale
∙ (𝑇𝑡 − 𝑇𝑜)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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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속 (net heat flux)를 이룬다. 모델 내에서는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약 

10 ˚C의 냉수가 우세하게 생성된다. 

 

 

2.4.6.  모델 안정화 (Spin up) 

 

모델 안정화를 위하여 수치 모델은 총 10년간 수행되었다. 수치 모델의 

정상상태 도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층부터 저층 (467m)까지 

시간에 따른 수층별 평균 운동에너지 (figure 2.6)와 평균 수온 (figure 

2.7)에 대해 분석하였다. 

figure 2.6의 위의 그림은 냉수 생성시의 각 수층별 운동에너지를 

나타낸다. 냉수 미생성시의 각 수층별 운동에너지는 수괴의 움직임이 큰 

표층에 가까울수록 수층별 평균운동에너지가 크며, 표층부터 100m 

까지는 거의 동일한 1.5 J/m3  의 값을 가진다. 150m와 200m 에서는 

수심 100m 이상의 상층부에 비해 다소 적은 운동에너지인 1  J/m3 

이하의 값을 가지며, 467m의 저층에서는 수괴의 움직임이 수심 200m 

이상의 상층에 비해 거의 없으므로 운동에너지가 0  J/m3  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수심 200m 이상의 상층에서는 모두 모델 구동 후 

3년까지는 0.1  J/m3  가량 운동에너지가 상승하는 경향을 띤다. 그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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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Time series of the Kinetic Energy (K. E.) per unit volume (𝐉/𝐦𝟑) 

on each depth (5m, 45m, 95m, 145m, 195m). Upper panel is result of 

Experiment 1 and the lower panel Experi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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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더라도 운동에너지의 변동이 거의 없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층별 운동에너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냉수 미생성시는 정상상태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다. 

figure 2.6의 아래 그림은 냉수 생성시의 각 수층별 운동에너지를 

나타낸다. 냉수 생성시의 각 수층별 운동에너지는 냉수의 형성으로 인해 

유발된 움직임 때문에 전체적으로 냉수 미생성시에 비해 운동에너지가 큰 

모습을 보이고, 시간에 따른 진동 또한 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냉수 

생성시 또한 냉수 미생성시와 유사하게 수괴의 움직임이 큰 표층에 

가까울수록 수층별 평균운동에너지가 큰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표층부터 

50 m 까지는 수심에 따른 운동에너지의 크기가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지지만 100 m 이하의 수심에서는 냉수 미생성시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100 m 이하의 수심에서는 수심 50 m 이상의 상층부에 비해 다소 

적은 1~2  J/m3  정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며, 467 m의 저층에서는 냉수 

미생성시와 마찬가지로 운동에너지가 0  J/m3  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수심 200 m 이상의 상층에서는 모두 모델 구동 후 2-3년까지는 각 

층마다 운동에너지가 상승하였다가 차츰 감소하다가 안정되는 경향을 

띈다. 하지만 200 m 에서는 3년 정도가 지나면 1  J/m3  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표층에서는 5년 이상이 지나야 4.9  J/m3  로 

어느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냉수 미생성시와 달리 시간에 따른 

진동도 약간 남아있어 0.5  J/m3  정도의 진폭을 가지며 진동하게 된다. 

따라서 수층별 운동에너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간에 따른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남아 있으므로 완전한 정상상태에 도달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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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Time series of the Kinetic Energy (K. E.) per unit volume (𝐉/𝐦𝟑) 

for the depth of 5, 45, 95, 145, and 195 m. Upper panel is the result of 

Experiment 1 and the lower panel Experi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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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나, 냉수 미생성시와 유사하게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냉수 생성시는 

수층별 운동에너지가 일정 값 근처에서 진동하는 값을 가지게 되므로 

유사 정상상태(Quasi-steady state)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다. 

Figure 2.7의 위 그림은 냉수 미생성시의 각 수층별 평균 온도를 

나타낸다.  

냉수 미생성시의 각 수층별 평균 온도는 수심 145 m 이상의 

상층에서는 모두 20˚C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수심 195 m의 경우 

초기에는 20˚C를 가지지만 상층의 수괴운동에 의해 일부 지역에서 저층 

냉수가 용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평균온도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다소 

낮은 모습을 보이다가 5년이 지난 후부터 18.5˚C로 유지되게 된다. 

Figure 2.7의 아래 그림은 냉수 생성시의 각 수층별 평균 온도를 

나타낸다. 냉수 생성시의 각 수층별 평균 온도는 냉수 미생성시와 달리 

수심별로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표층에서 냉수가 형성될 때 10˚C 

정도의 물이 가장 우세하게 형성되므로, 만들어진 냉수는 초기 조건에서의 

상층부의 온도인 20˚C와 200m 이하 저층부의 온도인 10˚C 이하와의 

경계인 200m 부근에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200m 부근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냉수가 계속 형성되며 수심 

200m 이상의 층에 점점 차오르게 됨에 따라 수심 150m와 100m도 점점 

평균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심 50m 부근에서는 평균 

수온이 20˚C 근처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미루어 보아 냉수가 수심 

50m까지 차오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0년이 지난 후 100m 층의 

온도가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10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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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유사정상상태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고 10년이 지난 후의 해역의 

상태를 분석하였다.  

현재 해표면의 온도인 To는 사용자가 넣어주는 기준 온도 (reference 

temperature)로서 모델에서는 2˚C 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계산한 

Frestore항은 다른 단파 복사나 현열, 잠열에 의한 열속들과 함께 더해져서 

순열속 (net heat flux)을 이룬다. Kawamura and Wu (1998)는 

블라디보스톡 근처 지역에서 관측자료를 통해 구한 1997년 1월 평균 

현열속 (sensible heat flux)과 잠열속 (latent heat flux)를 각각 170 

Wm−2 , 130 Wm−2  이라고 제시하였고 Hirose et al(1996)이 제시한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의 열의 순손실은 200 Wm−2  이라고 제시하였다. 

모델에서는 실제와는 다소 강하게 냉각지역에서 모델 수행기간 동안 평균 

1780 Wm−2  의 열의 손실이 있으나 이는 첫 번째로 실제 동해의 조건과 

다르게 모델에서는 북쪽까지 모두 20˚C의 따뜻한 물이 초기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냉각 시 더 많은 열의 손실을 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정상상태에 좀 더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동해의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는 2˚C 이하의 동해 고유수와 같은 

저온의 물이 생성되나, 모델 내의 냉각 지역에서는 약 10˚C 가량의 

냉수가 우세하게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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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냉수 미생성시 흐름 변화 

 

Figure 3.1은 냉수 미생성시 모델 수행 후 1년 1월 15일 표층 

유속벡터의 모의결과를 나타낸다. 이 시기에는 남쪽 개방경계를 통해 

유입된 대부분의 해수가 전향력으로 인해 대한해협 동쪽지역으로 치우친 

상태로 북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인다. 동해 내로 유입된 해수는 남쪽 

경계를 따라 동쪽으로 흐르다가 쓰가루 해협까지 흘러간 후 해협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흐름의 폭은 동해의 남쪽 대륙붕 지역의 폭의 

너비와 비슷한 폭을 가진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물이 대륙붕 지역을 

따라 쓰가루 해협으로 흘러가므로 동한난류로 볼 수 있는 서안경계류는 

나타나지 않는다. 

Figure 3.2는 냉수 미생성시 1년 12월 15일 표층 유속벡터의 

모의결과를 나타낸다.  Figure 3.1과 비슷하게 채널의 동쪽경계를 따라 

대부분의 물이 북상하지만 대한해협과 동해 내부와의 경계지점에서 두 

개의 지류로 나뉘어져 흐른다. 한 지류는 Figure 3.1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대륙붕대를 따라 흐르는 흐름이며, 다른 한 지류는 Yoon  

(1982a)이 제시한 것과 같이 베타효과 (β − effect) 로 인하여 형성된 

동한난류이다. 

Figure 3.3는 냉수 미생성시의 모델 수행 기간 중 마지막 해의 1년 

평균 표층 유속벡터의 모의결과를 나타낸다. 대한해협 내에서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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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urface mean current of the Experiment 1 in January for the fir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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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urface mean current of the Experiment 1 in January for the 

seco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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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Surface mean current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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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유사하게 동쪽 지역에서 북향하는 흐름이 있다. Figure 3.2와 

유사하게 대한해협과 동해 내부와의 경계지점에서 두 개의 지류로 나뉘어 

흐르는 모습을 보인다. 냉수 미생성시 남쪽 연안을 따라 동쪽으로 흐르는 

특성을 냉수 생성시와 비교해보기 위해 표층에서의 최대 유속과 figure 

3.3와 figure 3.4의 나와있는 A단면을 통과하는 수송량을 조사하였다. 

최대 유속은 130.5˚E 에서 0.063 m/s 의 값을 가지고, A단면을 

통과하는 수송량은 약 0.67 Sv이다. 남쪽 경계를 따라 흐르는 지류의 

폭은 남쪽 연안 대륙붕과 같은 약 100 km 정도의 폭을 가지며, 

마찰력으로 인해 남쪽 연안을 따라 흘러가며 유속이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냉수 미생성시와 냉수 생성시에서 서쪽연안을 따라 

북향하는 동한난류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위와 유사하게 표층에서의 

최대 유속과 B단면을 통과하는 수송량을 조사하였다. 최대 유속은 41˚N 

근처에서 0.104 m/s의 값을 가지고, figure 3.3와 figure 3.4에 나와있는 

B단면을 통과하는 수송량은 약 1.19 Sv의 값을 가진다. 동한난류는 약 

100 km 정도의 폭을 가지며 38˚N 이북에서 형성된다. 

Figure 3.5는 전체 기간 중 마지막 1년을 평균한 수심 100 m 에서의 

냉수 미생성시의 유속과 온도 분포이다. 유속 분포는 표층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온도는 외부의 유입이 없으므로 초기와 동일한 20˚C의 물들이 

분포한다. 

Figure 3.6은 같은 기간 중 수심 200 m 에서의 냉수 미생성시의 

유속과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200 m보다 수심이 낮은 대한해협 

지역에서는 가장 저층의 유속과 온도를 사용하였다. 저층 유속은 상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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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Distribution of mean zonal velocity along 133˚E (upper) and 

meridional velocity along 40˚N (lower)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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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Mean current vectors an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t 

100m depth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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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Mean current vectors an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t 

200m depth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Bottom temperature and 

velocity were used in the Korea Strait where the maximum depth is shallower 

than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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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지만, 북쪽 지역과 동쪽 연안지역에서 저층수의 용승과 확산으로 

인하여 낮은 온도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3.7에서 

위의 그림은 129˚E를 따른 단면에서 온도와 유속벡터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층부부터 200m 까지는 거의 

동일한 유속분포를 보이고, 용승이 있는 지역에서 저온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Figure 3.7의 아래 그림은 37˚N을 따른 단면에서 온도 분포와 

남북방향의 유속을 등속선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대한해협에서 수직적으로 

거의 동일한 유속분포를 보이며 동쪽에 대부분의 흐름이 치우쳐져 있고, 

서쪽에는 흐름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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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Mean vertical distribution of current vectors and temperature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along 129˚E (Upper panel). Vertic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meridional velocity contour along 37˚N in the 

Korea Strait (low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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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냉수 생성시 흐름 변화 

 

Figure 3.8은 냉수 생성시 1년 1월 15일 표층 유속벡터의 모의결과를 

나타낸다. 같은 시기에의 냉수 미생성시와 유사하게 대한해협 내에서 동쪽 

지역에 치우쳐서 북향하는 흐름을 보인다. 동해로 유입된 대부분의 해수가 

남쪽 경계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간 후 쓰가루 해협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동일하다. 냉수 미생성시와 같이 모델의 초기에는 동한난류는 

형성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북쪽의 냉수 형성 지역에서는 밀도가 

무거운 냉수가 형성되며 침강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표층에서는 

동해에서 냉수형성지역으로 들어가는 강한 유속이 생기며 복잡한 흐름을 

보인다. 

Figure 3.9은 냉수 생성시 2년 1월 15일 표층 유속벡터의 모의결과를 

나타낸다. 같은 시기의 냉수 미생성시에서는 대륙붕이 펼쳐져 있는 남쪽 

연안을 따라 흐르는 특성을 지닌 연안분지와 동한난류로 나누어져 흐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냉수 생성시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한해협 

내에서 냉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서쪽 지역에 치우쳐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강한 흐름이 동해 내부까지 이어져 서쪽 경계를 따라 

북향하다가 이안하여 쓰가루 해협을 향해 사행하며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유사 정상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여 표층 

흐름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냉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냉수 

미생성시와는 전혀 다른 강화된 동한난류의 모습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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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urface mean current vector of the Experiment 2 in January for 

the 1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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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Surface mean current vector of the Experiment 2 in January for 

the 2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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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협부터 40도 근처의 중위도까지 강화된 동한난류의 특성은 

유지되나 유사 정상상태에 이르기까지 동한난류가 이안하는 위치와 동해 

전체 흐름이 계속 변하게 된다. 

Figure 3.10은 냉수 생성시에서 모델 수행 기간 중 마지막 해인 10년의 

1년 평균 표층 유속벡터의 모의결과를 나타낸다. 유사 정상상태로 

들어서며 동해 전체의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냉수로 

인하여 대한해협 내에서 서쪽경계를 따라 흐르는 북향류가 완전히 

자리잡게 된다. 이 흐름이 서쪽 경계를 따라 북쪽의 고위도까지 이어지며 

냉수 미생성시에 비해 강화된 동한난류를 형성한다. 동한난류는 41˚N ~ 

42˚N 의 지역에서 이안하여 남쪽연안까지 내려간 이후에 쓰가루 해협을 

향해 사행하며 흘러가는 모습을 보인다. 냉수로 인하여 개방 경계를 통해 

들어온 모든 흐름이 동한난류로 연결되어 강화된 동한난류를 형성하면서 

냉수 미생성시에서 나타났던 연안분지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냉수 미생성시에서의 연안분지와 비교하기 위해 figure 3.10와 figure 

3.11에 나와있는 A단면을 통과하는 수송량을 조사하였다. A 단면을 

통과하는 수송량은 약 -0.24 Sv의 값을 가진다. 연안분지가 없으므로, 

동해의 남쪽 연안에 우세하게 존재하는 해류는 없지만 A 단면의 북쪽에 

흐르는 강한 흐름으로 인한 반류로 인하여 약한 음의 수송량이 생기게 

된다. 냉수 미생성시에서의 동한난류와 냉수 생성시에서의 강화된 

동한난류를 비교하기 위하여 위와 유사하게 동한난류 전체에서 

표층에서의 최대 유속과 B단면을 통과하는 수송량을 조사하였다. 최대  

유속은 37.5˚N 근처에서 0.387 m/s 의 값을 가지고, B 단면을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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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Surface mean current vector of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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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Distribution of mean zonal velocity of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 along 133 ˚E (upper) and meridional velocity along 40 ˚N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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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량은 약 1.98 Sv의 값을 가진다. 강화된 동한난류는 냉수로 인하여 

표층에 흐름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며 냉수 미생성시의 동한난류에 비해 

수송량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강화된 동한난류의 폭은 냉수 

미생성시의 동한난류와 유사하게 100 km 정도의 폭을 가지지만, 냉수 

미생성시보다 낮은 위도인 37˚N 이북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Figure 3.12는 전체 기간 중 마지막 1년을 평균한 수심 100 m 에서의 

냉수 생성시의 유속과 온도 분포이다. 200 m까지 전 수심에 걸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냉수 미생성시와 다르게 냉수 생성시에서는 수심에 

따라 다른 흐름의 분포를 보인다. 표층과 가까운 100 m의 경우 표층과 

어느 정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나 냉수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흐름이 

거의 없으며, 냉수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표층에 비해 유속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을 보인다. 유사 정상상태가 되면서 냉수가 

내려오는 강한 흐름은 보이지 않으나 북쪽에서 형성된 10˚C 가량의 

냉수가 동해 연안을 따라 내려온 결과로 대한해협 부근까지 동해 연안에 

걸쳐서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igure 3.13은 같은 기간 중 수심 200 m 에서의 냉수 생성시의 유속과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200 m보다 수심이 낮은 대한해협 

지역에서는 가장 밑바닥의 유속과 온도를 사용하였다. Figure 3.13을 보면 

동해 전 영역에 걸쳐서 형성된 냉수가 자리잡은 것을 볼 수 있다. 형성된 

냉수는 동해 연안을 따라 내려오므로 대한해협 내에서는 동해 연안에 

가까울수록 냉수가 더 남쪽 지역까지 내려와서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냉수로 인하여 흐름이 상층부에 집중되므로 수심 200m 에서는 상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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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Mean current an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t the 

100m depth of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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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Surface mean current an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t 200 m depth for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 Bottom temperature 

and velocity were used in the Korea Strait where the maximum depth is 

shallower than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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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Figure 3.14에서 위의 그림은 129˚E를 따른 단면에서 냉수 생성시의 

온도와 유속벡터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형성된 냉수가 초기조건에서 

존재하던 난수와 개방경계를 통해 들어온 난수의 아래층에 존재하며 

대부분의 흐름은 난수층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냉수층이 급격하게 

두꺼워지는 위도 근처에서 동한난류의 이안이 일어나서 냉수층이 두껍게 

자리잡은 43˚N 이상의 고위도에서는 흐름이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Figure 3.14의 아래 그림은 37˚N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자른 수직 

단면에서 온도 분포와 남북방향의 유속을 등속선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냉수가 동해 연안을 따라 남하함에 따라 대한해협의 서쪽 바닥에 

냉수층이 자리잡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등속선을 보면 냉수 

미생성시에서는 대한해협 내 동쪽에 흐름이 집중된 반면 냉수 

생성시에서는 냉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한해협 내 서쪽에 북향흐름이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CTD 관측을 통하여 한국과 인접한 

바닥에서 냉수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Cho and Kim(1998)의 결과와 

일치하며, Chang et al(2004) 또한 10˚C 이하의 대한해협 저층냉수가 

대한해협의 서쪽 바닥에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냉수 생성시의 결과는 

2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냉수가 남하 시 대한해협 서쪽의 바닥에 자리하며 

이 때 대한해협 서쪽지역의 북향류가 강화됨을 보인 Cho and 

Kim(2000)과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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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Mean vertical distribution of current vectors and temperature of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upper panel). Vertic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meridional velocity contour along 37˚N in the Korea Strait 

(low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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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의 

 

4.1. 냉수가 동한난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작 

 

모델 내에서 수평 운동량보존에 관련한 식은 식 (2.3.14)와 같다. 

식에서 운동량원(Momentum source), 응력들과 곡률효과들은 상대적으로 

항의 절대값이 작으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가정의 경우 

수평압력경도력항, 전향력항, 그리고 이류항이 유체의 수평가속도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간단한 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식 (4.3.1)과 같다. 

좌변은 한 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각 수평 방향으로의 가속도를 나타낸다. 

𝑢는 동서방향으로의 유속이며 𝑣는 남북방향으로의 유속이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수평압력경도력을 나타내고, 우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은 

이류항을 나타낸다. 우변의 네 번째 항은 전향력을 나타낸다. 

냉수가 동한난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작을 살펴보기 위하여 식 

(4.3.1)에서 각 항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냉수 미생성시와 냉수 

생성시의 흐름의 차이가 많이 나고, 냉수 생성 시 냉수가 바닥에 존재하는 

대한해협 내 128.7 ˚E, 37 ˚N 지역에서 시간에 따른 각 항들의 크기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ure 4.11과 4.12는 모델 구동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심 200 m 에서의 수온과 표층 유속이다. 수심이 200 m 

𝜕𝑢

𝜕𝑡
= −

1

𝜌𝑜

𝜕𝑝

𝜕𝑥
− 𝑢

𝜕𝑢

𝜕𝑥
− 𝑣

𝜕𝑢

𝜕𝑦
+ 𝑓𝑣 

𝜕𝑣

𝜕𝑡
= −

1

𝜌𝑜

𝜕𝑝

𝜕𝑦
− 𝑢

𝜕𝑣

𝜕𝑥
− 𝑣

𝜕𝑣

𝜕𝑦
− 𝑓𝑢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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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얕은 지역에서는 바닥의 수온을 표시하였다. 6개월이 지나면 냉수가 

대한해협지역까지 남하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남하한 냉수로 인해 두 

실험의 흐름이 차이를 보인다.  

Figure 4.1과 Figure 4.2에서 각각 점으로 표시한 지역에서 시간에 따른 

힘들의 크기변화 그래프는 Figure 4.3과 Figure 4.4에 나타내었다. Figure 

4.3과 Figure 4.4 모두 이류항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나며 

수평압력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인 지형류 평형을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ure 4.5와 같은 모식도로 설명이 

가능하다. 북쪽에서 냉수가 남하하여 대한해협의 서쪽 바닥에 위치하게 

되면 대한해협 서쪽지역의 해수면이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동서방향으로의 수평압력경도력이 생기게 되고 Figure 4.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북쪽 방향의 유속이 생기게 되면서 전향력이 커져 지형류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로 인해 냉수가 존재할 경우 대한해협의 서쪽에서 

북향류가 강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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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current at 200 m of 

experiment 1 on day 200th. 

 

 

 

 

 

 



 

68 

 

 

 

 

 

 

Figure 4.2. Horizont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current at 200m depth 

of the experiment 2 on day 20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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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Time series of forcings in x-direction at the 128.7 ˚E and 37 ˚N 

for the Experiment 1. Blue line indicates horizontal pressure gradient force, red 

line advection, green line coriolis force and black line time derivative term of 

the 𝒖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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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Time series of forcings in x-direction at the 128.7 ˚E and 37 ˚N 

for the Experiment 2. Blue line indicates horizontal pressure gradient force, red 

line advection, green line coriolis force and black line time derivative term of 

the 𝒖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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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Schematic diagram of the flow and sea surface height across the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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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냉수로 인한 표층 와도의 변화 분석 

 

Figure 3.3과 Figure 3.10을 비교해보면 냉수 생성시 그 영향으로 

인하여 대한해협 내 서쪽 지역의 북향류가 강화되는 모습과 동한난류의 

최대유속이 훨씬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냉수가 동한난류의 

형성과 변동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Cho and Kim(1996)은 

대한해협 내에서 냉수의 남하로 인한 대마난류수(Tsushima Warm 

Water)의 수직 두께의 수축(shrinking)으로 인한 와도(vorticity)의 

변화로서 이를 설명하였다. 대한해협의 바닥에 냉수의 유입이 있을 시, 

이로 인하여 상층 (Upper layer)의 두께가 줄어들게 된다. 이 때 

포텐셜와도 보존 (Potential vorticity conservation) 을 위하여 상층의 

두께가 줄어듦에 따라 음의 상대와도 (negative relative vorticity)가 

생성되게 된다. 이 때 생성된 음의 상대와도는 대한해협을 따라 북향하는 

흐름을 유발시킨다. 이는 Isobe(1994)가 주장한 여름의 대한해협 

저층냉수로 인해 발생되는 Jebar effect로 인하여 대한해협 서수도에서의 

수송량이 증가하는 현상과 일관된 설명이다. 본 실험에서도 실험 결과가 

이전 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층에서의 상대 

와도와 상층의 두께 (Upper layer Thickness), 포텐셜 와도의 수평분포를 

살펴보았다. 

포텐셜 와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otential Vorticity =
𝑓 + ζ

H
 (4.1.1) 

𝑓는 코리올리 변수로서 Figure 4.6과 같은 분포를 가진다. ζ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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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이다. 마찰이 없는 상태일 때 이동하는 수괴의 포텐셜 와도는 

보존되므로, H나 𝑓의 변화에 따라 ζ도 변하게 된다. H는 상층의 두께로서, 

수온약층 위의 따뜻한 수층의 두께이다. 실험에서는 냉수 미생성시와 냉수 

생성시의 수직온도구조 (Figure 4.7, Figure 4.8) 를 고려하여 19.5 ˚C 

이상의 수층을 상층이라 정의하였다.   

냉수 미생성시의 H의 수평 분포는 Figure 4.9와 같다. 대한해협 내 

물이 들어오는 34 – 37.5 ˚N 지역은 200m보다 낮은 수심으로 인하여 

H가 작은 모습을 보인다. 200m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150~200m 

사이의 두께 변화를 가진다. 37 ˚N 부근에서는 대마난류의 반류가 생기는 

부근으로 저층수의 용승이 있어서 H가 낮게 나타난다. 1분지의 경로와, 

동한난류가 서안을 따라 흘러간 후 이안하여 흘러가는 경로를 보면 

유선(stream line)을 따라서 H가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H의 변화가 물의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Figure 4.10은 냉수 미생성시의 표층 상대와도 ζ의 분포이다. 대한해협 

내에서는 북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므로, 상층의 두께 H가 증가함에 

따라 포텐셜 와도 보존을 위해 상대와도도 증가하여 양의 상대와도가 

대한해협 내부에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30.5 ˚E, 38 ˚N 부근과, 

129 ˚E, 40 – 42 ˚N 부근에서는 음의 상대와도 영역이 존재함을 볼 수 

있으며, 해류의 동쪽 방향으로의 이안이 일어난다. 

Figure 4.11은 냉수 미생성시의 포텐셜 와도의 수평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포텐셜와도의 변화가 크지 않아 전 영역에서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1분지가 흐르는 지역이나 38˚N 북쪽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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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Coriolis Parameter 𝒇 (𝐬−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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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Mean temperature contour of the Experiment 1 during the 10th  

year along 129˚E (Upper panel).  Mean temperature contour along 37˚N in the 

Korea Strait (Low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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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Mean temperature contour of the Experiment 2 during the 10th  

year along 129˚E (upper panel).  Mean temperature contour along 37˚N in the 

Korea Strait (low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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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Horizontal distribution of upper layer thickness H of the 

Experiment 1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and surface stream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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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Horizontal distribution of relative vorticity 𝛇 (𝐬−𝟐) and surface 

current of the Experiment 1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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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난류가 흐르는 지역을 보면 포텐셜와도가 같은 값을 갖는 지점들과 

유선의 분포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수심에 따라 상층의 두께가 변하는 

대한해협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포텐셜와도가 잘 보존됨을 알 수 

있다. 

Figure 4.12은 냉수 생성시의 상층의 두께 H의 수평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4.9와 다르게 냉수의 존재로 인하여 대한해협에서부터 

H가 100 m보다 작은 지역이 생기게 된다. 또한 냉수 미생성시에 비하여 

H가 같은 지역과 유선이 일치하는 모습이 훨씬 뚜렷하게 보인다. 

냉각지역에서 형성된 냉수가 퍼지는 지역을 따라서 H가 작은 모습을 볼 

수 있고, Kim(2006a)에서 북한한류가 남하함과 같이 우리나라의 

동해안을 따라서 냉수가 남하하므로 그 지역을 따라 상층의 두께가 

수축되며 H가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냉수는 35 ˚N 근처까지 남하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대마난류가 대한해협의 서쪽지역에 치우치게 

되며 동한난류를 형성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한해협의 서수도에서 

북향류가 강화되는 Cho and Kim(2000)과 Isobe(1994)의 결과와도 같다. 

Figure 4.13은 Exp. 2의 표층 상대와도 ζ 의 수평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냉수로 인하여 표층에 흐름이 집중되며 표층 유속이 강해져 

상대와도의 변화 또한 냉수 미생성시에 비하여 값이 큰 모습을 보인다. 

냉수가 존재하는 동한난류지역인 129 ˚E, 35.5-42 ˚N 을 따라서 음의 

상대와도가 넓게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한해협 내에서 냉수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인 129.5 ˚E, 35.5 ˚N 근처 지역은 냉수 미생성시와 

유사하게 대한해협 수심 증가에 따른 양의 상대와도의 분포가 나타난다. 



 

80 

 

 

 

 

 

 

Figure 4.11. Horizontal distribution of potential vorticity (𝐦−𝟏 ∙ 𝐬−𝟐)  and 

streamline at the surface of the experiment 1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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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Horizontal distribution of upper layer thickness H and surface 

streamline of the Experiment 2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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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Horizontal distribution of relative vorticity 𝛇 (𝐬−𝟐) and surface 

current of the Experiment 2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83 

 

35-36.5 ˚N 지역에서 양의 상대와도와 음의 상대와도 지역의 경계를 

따라서 대한해협의 동쪽에 치우쳤던 북향류가 대한해협의 서쪽으로 

이동한다. 한반도 연안에서는 육지와의 수평 마찰에 의해 육지와 

가까울수록 북향의 유속이 감소되며 양의 상대와도 지역이 얇게 분포하게 

된다. 

 Figure 4.14는 냉수 생성시의 포텐셜 와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냉수 

미생성시에 비하여 포텐셜 와도의 절대값은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포텐셜와도가 같은 값을 가지는 지역과 유선이 일치함을 보아 냉수 

생성시에서도 수괴의 흐름을 따라 포텐셜와도의 보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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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Horizontal distribution of potential vorticity (𝐦−𝟏 ∙ 𝐬−𝟐)  and 

surface streamline of the Experiment 2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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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냉수 생성으로 인한 3차원 온도 구조 변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냉수와 동한난류의 3차원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3차원 수치모델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냉수 생성시에 동한난류와 연계되어 변화하는 3차원적인 온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ure 4.15와 4.16은 4.2에서 상층을 정의할 때 기준으로 잡은 19.5 

˚C의 등온면을 동한난류가 흐르는 서쪽 연안지역에서 그린 그림이다. 

Figure 4.12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서쪽 해안을 따라 냉수가 남하하므로 

연안 지역을 따라서 등온면이 얕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9.5 ˚C 등온면의 위에 존재하는 상층의 두께가 냉수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얇으며, 외해로 갈수록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동한난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42 ˚N 이북 지역은 냉수가 두껍게 자리잡아, 

상층의 두께가 연안에서 외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얇은 모습을 볼 

수 있다. 

Figure 4.15와 4.16은 4.2에서 표층에서 우세하게 형성되는 냉수의 

온도인 10.0 ˚C의 등온면을 동한난류가 흐르는 서쪽 연안 지역에서 그린 

그림이다. 초기에는 수심 200m까지 모두 20.0 ˚C의 따뜻한 물로 채워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냉수가 생성되어 북쪽 지역에서는 120m 

이상까지도 냉수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생성된 냉수는 

서쪽 해안을 따라 남쪽까지 두껍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3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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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부터 40˚N까지의 연안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얕은 곳에 냉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한난류가 흐르다가 이안되기 전까지의 

위도와 일치한다. 모델 내 흐름은 지형류 평형을 만족하는 흐름이다. 40˚N 

부터는 동한난류가 이안하기 시작하며 동한난류의 자오선방향으로의 

속도가 약해지며, 같은 깊이에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냉수가 사라진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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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Plot of the isosurface temperature of 19.5˚C viewed from the 

southwest. Gray slope in the Korea Strait represents bathy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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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Plot of the isosurface temperature of 19.5˚C viewed from the 

northwest. Gray slope in the Korea Strait represents bathy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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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Plot of the isosurface temperature of 10.0˚C viewed from the 

southwest. Gray slope in the Korea Strait represents bathy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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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Plot of the isosurface temperature of 10.0˚C viewed from the 

northwest. Gray slope in the Korea Strait represents bathy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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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제 동해 지형 모델과의 차이 

 

동해를 이상적인 지형으로 가정하고 동해에서 냉수 생성시 동한난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민감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냉수가 생성될 

시엔 대한해협 서쪽 지역에서 북향류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Isobe(1994), Cho and Kim(1996), Cho and Kim(2000) 등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의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간단한 설정만으로 냉수와 

연계되었을 때 동한난류의 특성을 잘 재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Isobe(1994)의 경우 2차원의 수직적으로 적분된 모델을 사용하여 

수직적인 구조를 밝히지 못하였으나 현 연구에서는 3차원의 수직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Isobe(1994)와 Cho and Kim(2000) 모두 

대한해협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대한해협 북쪽으로 흘러가는 동한난류의 

변동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 연구에서는 모델 영역으로 동해 

전체를 설정하였으므로 대한해협 북쪽 지역에서 강화된 동한난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동해에서는 일본 서안을 따라 흐르는 1분지 (Nearshore Current) 

가 존재하나 모델에서는 냉수를 생성하지 않은 냉수 미생성시에서만 

1분지가 나타나고 냉수를 생성한 냉수 생성시에서는 1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동해와 모델은 지형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계절 변화에 따른 바람이나 상층 수온 구조의 변화에 

따라 표층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으며 강물의 유출이나 강수 등 많은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제 흐름의 경향과는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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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1982a)은 1분지는 일본 연안을 따라 넓게 퍼져있는 대륙붕대를 

따라 흐르는 흐름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1분지의 특성은 지형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실제 지형에서는 대한해협이 남서쪽으로 뚫려 있다. 

그러나 실험에서 사용한 모델은 개방경계조건 설정의 편의상 대한해협을 

남쪽이나 서쪽 중 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대한해협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내는지의 여부에 따라 대한해협과 동해 내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냉수 생성시와 대한해협의 방향을 제외한 다른 설정은 

같은 상태에서 대한해협을 서쪽 방향으로 만들어 줄 경우 마지막 해의 

평균 표층 해류의 결과는 Figure 4.19에서 위의 그림과 같다. 이 경우 

냉수 생성시와 유사하게 대한해협의 북쪽에서 동향류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1분지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냉수를 생성시키는 

속도를 10배 낮추어 실험을 한 번 더 진행하였으며, 이 때의 결과는 

Figure 4.19의 아래 그림과 같다. Figure 4.19의 아래 그림에서는 Figure 

3.10과 비교하여 1분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Figure 3.10은 냉수로 인해 

동한난류 방향으로 모든 흐름이 집중되는 반면에 Figure 4.19의 아래 

그림에서는 동쪽 방향으로의 유속이 냉수로 인하여 모두 바뀌지 않아 

1분지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입구를 서쪽방향으로 내고 생성되는 

냉수의 온도와 양을 조절할 시에는 냉수가 존재하더라도 1분지가 생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냉수의 온도가 15 ˚C 정도로 높아 대한해협 내에서의 

흐름의 변화는 냉수 생성시와 다르게 잘 나타나지 않고 대한해협의 

남쪽에 동향류가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대한해협 내에서 냉수로 

인하여 흐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했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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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도에 따라 코리올리 변수(Coriolis Parameter) 𝑓  가 변하는 

베타효과 (β − effect)  는 동한난류의 생성원인으로서 Yoon(1982a) 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대한해협을 서쪽으로 만들어줄 시 

대한해협 내에서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동안 위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베타효과가 반영될 수 없다. 따라서 베타효과를 반영하고, Cho and 

Kim(2000)의 기존 연구결과와의 연결성을 위하여 실험에서는 

대한해협을 남쪽으로 만들어준 결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남쪽으로 

대한해협을 만들 시 냉수가 있을 때 동한난류가 매우 강화되어 1분지가 

보이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류의 완벽한 재현이 아닌 냉수의 

유무에 따른 동한난류의 생성과 변동이다. 따라서 1분지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동한난류의 생성 분석에는 무리가 없다. 

초기 환경설정이 실제와 다르므로 결과 또한 실제 환경과 똑같지 않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실제환경과 차이가 있더라도 이전 실험결과들과 

연결성이 있으면서, 냉수로 인해 확실한 인과관계가 보이는 대한해협 

저층냉수가 생성되고 남쪽으로 대한해협을 만든 실험으로 설계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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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9. Surface current and horizontal distribution of potential 

temperature at 200m depth averaged during the 10th year. Upper one is the fast 

restoring. Restoring speed of this Experiment is the same with experiment 2. 

Lower panel showed 10 times slower than upper Experiment. Bottom 

temperature and velocity were of the Korea Strait where the maximum depth is 

shallower than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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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한 동해지형의 3차원 수치모델을 적용하여 동해의 

저층 냉수가 동한난류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에서는 냉각지역에서 생성된 냉수가 동해 연안을 따라 남하하며 

동한난류의 저층에 존재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보고되었던 북한이나 

러시아 연안역에서 생성되어 연안을 따라 북한한류계수가 남하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Cho and Kim, 1994; Kim and Min, 2008; Yun et al, 

2004). 남하한 냉수는 대한해협의 저층까지 내려와 존재하게 된다. 이는 

Kim et al (2006b) 이 제시한 북한한류계수와 대한해협저층냉수가 

연결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대한해협의 저층에 존재하는 

대한해협저층냉수는 동한난류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Isobe, 1994; Cho and Kim, 2000).  

본 실험에서도 냉수가 동한난류의 형성과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냉수 생성시 냉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미생성시와는 다른 

강화된 동한난류의 모습이 나타났다. 냉수가 있을 시에는 대마난류가 

대한해협의 서쪽지역에 치우치게 되며 강화된 동한난류와 연결되었다. 

이는 2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냉수가 내려올 시 대한해협 서쪽의 바닥에 

자리하며 이 때 대한해협 서쪽지역의 북향류가 강화됨을 보인 Cho and 

Kim(2000)과의 결과와 유사하다. 강화된 동한난류는 냉수로 인하여 

표층에 흐름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냉수 생성시에서는 냉수 

미생성시에 비해 동한난류의 수송량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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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난류의 아래에 냉수가 존재할 시, 이로 인하여 상층 (Upper 

layer)의 두께가 줄어들게 된다. 이 때 포텐셜와도 보존 (Potential 

Vorticity Conservation) 을 위하여 상층의 두께가 줄어듦에 따라 음의 

상대와도 (negative relative vorticity) 도 생성되게 된다. 이 때 생성된 

음의 상대와도는 대한해협을 따라 북향하는 흐름을 유발 시킨다(Cho and 

Kim, 2000; Isobe 1994). 냉수가 없는 냉수 미생성시에서는 대마난류가 

38˚N 근처에서 1분지와 동한난류로 나뉘어 지는 반면에, 냉수가 

존재하는 냉수 생성시의 경우 냉수로 인하여 대한해협 내의 35-36˚N 

근처에서 음의 상대와도의 영향을 받아 서쪽으로 치우쳐서 북향하여 

흘러간다. 이는 동해안을 따라 흐르는 강화된 동한난류와 연결되며 냉수 

미생성시의 동한난류에 비해 표층에 집중된 흐름을 보여 강화된 표층 

유속을 보이고, 대마난류의 대부분이 동한난류에 집중되면서 높은 

수송량을 보인다. 

동한난류 형성에 냉수가 영향을 미치는 기작을 살펴보기 위하여 냉수가 

남하하여 자리잡는 대한해협의 서쪽 지역에서 시간에 따른 전향력과 

수평압력경도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북쪽에서 냉수가 남하하여 

대한해협의 서쪽 바닥에 존재하게 되면 서쪽지역의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고 동서방향으로의 수평압력경도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Figure 4.1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북쪽 방향의 유속이 생기게 되면서 

지형류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로 인해 냉수가 존재할 경우 대한해협의 

서쪽에서 북향류가 강화되게 되며, 고위도로 흘러가는 동한난류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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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에서는 3차원의 수치모델을 사용하였으므로 동한난류가 흐르는 

지역에서의 3차원 온도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쪽에서 생성된 냉수는 

서쪽 연안을 타고 남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한난류가 흐르는 지역을 

따라 연안지역에 용승이 있어 같은 수심에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물이 자리함을 보였다. 동한난류가 이안하기 시작하는 위도부터는 용승도 

함께 약해져 낮은 수심까지 냉수가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한난류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냉수에 의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Yoon(1983a)가 

제시한 β − effect  나, Seung(1992)가 제시한 표층의 상대와도를 

변화시키거나 동한난류의 이안을 일으키는 바람응력와도 또한 동한난류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요인들과 냉수에 의한 

영향과의 정량적인 크기 비교가 필요하며, 향후 이상적인 실험뿐만이 아닌 

실제 환경을 적용한 모델에서의 각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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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sushima Current flowing into the East/Japan Sea (EJS) through 

the Korea Strait is divided into two main branches, the Nearshore 

Branch flowing along the Japanese coast, and the East Korea Warm 

Current (EKWC) heading northward along the Korea coast. Many 

previous studies reported the effects of cold water on the formation of 

the EKWC using 2-dimensional model that was limited in the Korea 

Strait. However, 3-dimensional structure of the EKWC in relation to 

the cold water has not been well know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old water on the formation of the EKWC using 3-

dimension numerical model. When the cold water formed by cooling in 

the north of the East/Japan Sea presents in the bottom of the Korea 

Strait, the Tsushima Current in the western area of the Korea Strait is 

intensified. This is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 cold 

water in the western bottom area of the Korea Strait induces zonal 

pressure gradient that intensifies northward flow due to geostrophic 

adjustment. This intensified northward flow in the western area is 

connected with the EKWC.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cold 

water in the formation of the EKWC. However, the β-effect and wind 

stress may affect in the formation and variation of the EKW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quantitative comparis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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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n the formation and variation of the EKWC.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real bathymetry in the 

East/Japan Sea. 

 

 

Keywords: The East/Japan Sea, East Korea Warm Current, Cold Water, 

Numerical model, Ocean 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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