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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순환은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열에너지를 재분배 시켜주며
기후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해 심층의 수온과 염분은
매우 균일하기 때문에 해수의 물성자료만을 이용해서는 심층순환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동해 심층순환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해류관측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심층순환에 계절변화가
있다는

것이

심층순환의

밝혀졌다.
수평적인

하지만
분포를

관측은
파악하기

시공간적
어려운

한계로
한계가

인해
있다.

심층순환을 이해하기 위해 수치모델실험을 통한 많은 선행연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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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심층순환의 계절변화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40°수평해상도, 40 개의 수직 층을 가진 고해상도 모델을 이용해
동해의 심층순환을 재현하고 각 분지 별 심층순환의 계절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치실험을 통해 계절별로 유향과 유속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분지의 경계를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순환을

하지만

봄철에는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의 경계를 따라 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반시계방향의 순환은 경압성 해류의
영향이고, 분지

내부의

흐름과

봄철

시계방향의

흐름은

순압성

해류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봄철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의
시계방향

흐름은

관측에서

보고된

적이

없었던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동해, 심층순환, 계절변화, 수치모델
학

번 : 2017 - 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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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해는 한반도, 일본, 러시아로 둘러싸인 반 폐쇄적인 연근해로
최대수심은 약 3,700m, 평균수심 1,800m 정도이다. 평균수심이
200m보다 얕은 4개의 해협을 통해 동해는 태평양 및 오호츠크해와
연결되어 있다. 동해에는 3개의 깊은 분지가 있다(Fig. 1.1). 동해의
남서쪽에는

울릉분지(Ulleung

Basin),

남동쪽에는

야마토분지

(Yamato Basin), 북쪽에는 일본분지(Japan Basin)가 위치하고 있고
최대수심은 각각 2,500m, 2,900m, 3,700m이다(Choi and Yoon
2010).
동해는 내부에서 심층수가 형성되고 3,000m보다 깊은 분지, 활발
한 생물학적 활동, 표층수온의 계절변화, 아극전선(subpolar front)
등 대양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작은 대양(miniature ocean) 이라고
불린다(Kim et al. 2001). 대양의 심층순환은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열에너지를 분배시켜 주며 기후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 대양의 심층이 한 번 순환하는데 1,000년 ~ 1,50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동해는 규모가 작아 내부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데 100년 정도 소요되어 대양에 비해 10배정도 빠른 순
환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동해는 대양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
측할 수 있는 자연실험실이라 할 수 있다(김과 김 2009).
Uda (1934)는 동해의 수온약층 아래는 수온 1℃ 이하의 거의 균
질한 수괴로 가득 차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동해고유수

1

Figure 1.1

Bathymetry of the East(Japan) Sea. Contours denote 500m,

1,000m, 2,000m, 3,000m isobaths respectively. JB : Japan Basin, YB :
Yamato Basin, UB : Ulleung Basin.

2

(Japan Sea Proper Water, JSPW) 라고 명명하였다. Gamo and
Horibe

(1983)는

2,000m

깊이에서

잠재수온(potential

temperature)과 용존산소, 규산염의 불연속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동해의 1,000m 이하에는 심층수와 저층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Sudo (1986)는 동해고유수(JSPW)를 잠재수온
0.1℃ (약 800 ~ 1,000m) 기준으로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었고
Kim (1996)은 이를 동해중앙수, 동해심층수, 동해저층수 3가지 수
괴로 분류하였다.
동해에서 CTD를 이용한 많은 관측이 이루어졌지만 심층수의 균
질함 때문에 심층순환의 구조를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해류의

관측이

이루어졌다

(Takematsu et al. 1999; Senjyu et al. 2005; Teague et al. 2005).
1993년 ~ 1996년 동안 한국, 일본, 러시아 과학자들은 공동으로
CREAMS (Circulation Research of East Asian Marginal Seas) 탐
사를 통해 동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CREAMS 기간 동안 처
음으로 직접적인 심층의 해류 측정이 이루어졌다. Takematsu et al.
(1999)는 일본분지 7개 정점에 해류계를 계류하여 해류를 관측하
였다. 이를 통해 일본분지의 1,000m 이하에는 수직적으로 균일한
흐름이 존재하고 겨울에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여름에 약하게 나
타나는 계절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akematsu et al.
(1999)가 성공적으로 심층의 해류를 측정한 이후 심층순환을 이해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3

1996년 이후 일본분지 이외에 야마토분지와 울릉분지에서도 추가
적으로 해류 측정이 이루어졌다. 동해의 심층은 전체적으로 등수심
선을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관측을 기반으
로 한 모식도도 만들어졌다(Chang et al. 2002; Senjyu et al. 2005;
Teague et al. 2005; Choi and Yoon 2010) (Fig. 1.2).
심층의 전체적인 순환을 이해하기 위해 해류 측정 이외에도 아르고
플로트(Argo float)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심층순
환의 전체적인 흐름과 세부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Park et
al. 2010; Park and Kim 2013). 동해의 심층에는 유속의 계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동해 북쪽과 남쪽이 다른 계절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하지만 관측은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심층순환의 수평적인 유
속분포와 계절변화를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관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치실험을 이용하여 심층순환
의 구조와 심층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가
있었다. Hogan and Hurlburt (2000)는 와동에 의해 구동되는 심층
순환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1/32°(3.5km) 수평해상도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그런 그들은 4개 층상모델(4 layer model)을 이용하
였고 수심 250m이하 지역은 수직평균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자세한 유속을 모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Choi
(2015)는 1/6°저해상도 모델을 이용해 모델격자보다 작은 크기의
와동을 모수화시킬 경우 해상도가 낮더라도 심층의 순환을 충분히
모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고, 이를 통해 동해에서는 중규모 소용
4

Figure 1.2

Schematic of deep circulation in the East(Japan) Sea based

on direct current measurements (Senjyu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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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가 심층의 평균흐름을 구동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밝혔다. 또한 심층순환은 바람에 의한 영향보다는 경압작용
과 포텐셜와도와 더 연관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Park et al. (2015)
는 실제 관측된 심층순환의 특징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형과
고해상도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3개 층상모델(3 layer model)
실험을 통해 바람, 수송량, 심층수의 형성 3가지 변수들 중에서 바
람이 심층순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에서 심
층순환의 계절변화도 나타냈지만 평균유속으로만 제시를 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층상모델(layer model)을 이용해 심층을
특정 수심에서 바닥까지 평균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 해양을 모
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심층순환의 계절변화를 수평분포로 보여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해상도 1/40°, 수직 40개 격자의
고해상도 3차원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모델을
이용해 실제 동해의 심층순환을 재현하고, 각 분지 별 심층순환의
계절변화를 수평적인 분포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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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구성

2.1. 모델개요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ROMS

모델은

국지적인

규모부터

분지규모(basin scale)까지 전 세계 해양 어느 지역이든 모의할 수
있다(Arango et al. 2003). ROMS는 전

세계

해양의

다양한

지역에서 순환을 모의하는 데 사용 되어왔다(Haidvogel et al. 2000;
Malanotte-Rizzoli et al. 2000; Penven et al. 2000; MacCready
and Geyer 2001).
ROMS 모델은 포텐셜 온도, 염분 그리고 상태방정식을 이용한
원시방정식을

기본으로

하며,

정역학

가정(Hydrostatic

approximation)과 부시네스크 근사(Boussinesq approximation)가
적용되어

있다.

ROMS에서

연안

경계는

육지와

해양

마스킹(masking) 작업을 통해 나눌 수 있다.

2.2. 격자 체계(Coordinate System)

ROMS에서는 수평적으로 엇갈린 Arakawa – C grid (staggerd
Arakawa-C grid) 격자체계를 제공한다. Arakawa-C grid는 해양과
대기 모델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수평 해상도가 로스비 변형
반경보다 작을 경우 적절한 격자체계이다(Arakawa and Lamb 1977;
Kleptsova et al. 2009) (Fi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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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taggered horizontal Arakawa C grid. Free surface (zeta),

density (rho), and active/passive tracers (t) ar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cells. The horizontal velocity u, v are located at the west/east and
south/north edges of th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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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면(zeta),

밀도(rho),

그리고

능동적/수동적

추적자(active/passive tracer)는 격자의 중앙에서 정의되고 수평
방향의 유속 u, v는 각 격자의 서쪽/동쪽, 남쪽/북쪽 가장자리에서
정의된다(Fig. 2.2).
수직적으로는 지형을 따라가는 격자체계(σ coordinate, terrainfollowing

coordinate)를

이용하며

자유표면(free

surface)을

지닌다(Fig. 2.3). 지형을 따라가는 격자체계는 수심과 상관없이
모든 영역을 같은 수의 층으로 나누기 때문에 각 격자 별로 층별
두께가 다르다. 이런 수직격자체계는 해저경계층과 표면경계층을 더
잘 모의할 수 있고 관심 지역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Kliem and Pietrzak 1999).

2.3. 혼합 체계(Mixing Scheme)

ROMS에서는

아격자

규모의

모수화(subgrid-scale

parameterization) 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운동량(momentum)과
추적자(tracer)의 수평혼합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수직격자를 따라
혼합되는 방법, 지오포텐셜면(같은 수심)을 따라 혼합되는 방법,
등밀도면을 따라 혼합되는 방법이 있다. 이 실험에서는 수직격자를
따라 혼합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수직혼합기법으로는 K-Profile
Parameterization (KPP), Mellor and Yamada (M-Y), Generic
Length Scale (GLS) 3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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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2

(a) Horizontal arrangement of variables of Arakawa –C grid.

(b) Placement of variables on staggered vertical grid (Hedströ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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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Illustration of sigma coordinate. Sigma coordinate has free

surface and it divides into same number of layers regardless of wate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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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P와 M-Y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대양의 설정에 최적화 되어있는 KPP scheme을 이용하였다(Large
et al. 1994). KPP는 해양내부와 표층의 경계층(surface boundary
layer)의 수직혼합을 각각 계산해서 모수화하는 특징이 있다.

2.4. 모델 설정
2.4.1. 격자정보(Grid Information)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1/40°수평해상도, 수직 40개 층의
고해상도

동해

모델이다.

위도는

1/40°로

일정한

격자를

이용하였고, 경도는 저위도로 갈수록 좁아지는 기울어진 격자를
이용하였다(Fig. 2.4). 위도는 33.4˚N에서 52˚N까지 744개의
격자로

구성되어

구성되어

있지만

있다. 경도는
가장

북쪽

모든

위도에서

경계인

위도

512개의

52˚N에서는

격자로
경도

126.5˚E에서 143.5˚E까지 이루어져있고, 가장 남쪽 경계인 위도
33.4˚N에서는
수직적으로는

126.5˚E에서
σ-coordinate를

139.3˚E까지로
이용해

수심과

이루어져있다.
상관없이

모든

격자에서 40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 수심이 얕은 지역은 좀 더
세밀하게 격자가 나뉘어져 있다(Fig.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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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1/40°model domain of study area. Black contours denote

500m, 1,000m, 2,000m, 3,000m isobath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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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Vertical layer of 1/40°model. 40 layers regardless of water

depth.

14

2.4.2. 지형(Topography)

지형으로는

NOAA

Administration)에서

(National
제공하는

Oceanic
ETOPO1

and

Atmospheric

자료를

이용하였다.

ETOPO1은 육지와 해양의 지형을 1분(1/60°) 간격으로 나타낸
전 지구의 고해상도 지형 모형으로 정확도가 높아 모델링에 많이
사용된다.

이

실험에서는

ETOPO1

자료를

평활화(smoothing)

작업을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모델의 서쪽과 남쪽 경계에는 대한해협(Korea Strait)이 존재해
대마난류의

유입이

있고,

동쪽

경계에는

쓰가루해협(Tsugaru

Strait)과 쏘야해협(Soya Strait)이 존재해 해수의 유출이 일어난다.
모델의 북쪽은 닫혀 있는 경계로 해수의 유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

2.4.3.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

초기조건으로 필요한 수온과 염분은 World Ocean Atlas (WOA)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미국의 National Oceanographic Data
Center (NODC)의 Ocean Climate Laboratory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전 세계 대양의 현장(in-situ) 값을 사용하였다. 공간 해상도는
1°이고, 3차원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1월의 월평균
자료를

초기조건으로

이용하였고,

수직적으로는

0m에서

1,500m까지 24개의 수직 격자로 이루어져있어 1,500m보다 깊은
지역은 연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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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수평개방경계

모델의

수평개방경계(boundary)에서

유속,

수온,

염분

값을

설정해준다. 육지부분에는 값이 들어가지 않고 해양에 경계조건이
설정된다. 본 실험에는 HYCOM (The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재분석자료를

이용하는

이용하였다.

해류대순환모델(General

HYCOM은

원시방정식을

circulation

model)이며

수평해상도는 1/12°, 수직적으로는 0m에서 5,500m까지 3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있다.

2.4.5. 표층경계

모델에서 해표면의 경계에 다양한 요인들을 설정해줄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표층 경계로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에서 제공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ECMWF는

유럽의

중규모

기상예측

수평적으로

0.75°해상도이다.

본

모델로

실험에서는

제공하는

변수는

일

자료의

평균

상대습도, 기온, X와 Y방향의 바람, 해표면 기압, 단파복사를 표층
경계로 이용하였다. 상대습도는 ECMWF 이슬점온도 자료로부터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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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조석과 강물

모델에 추가적으로 조석과 강물의 효과도 넣어주었다. 조석은
8개의 주요 분조 M2, S2, N2, K2, K1, O1, P1, Q1과 2개의 장주기
조석 Mf, Mm을 사용하였다.
강물은 부산의 낙동강, 일본 홋카이도 남서부를 흐르는 이시카리
강,

일본의

시나노

강의

수온,

염분,

부피수송량을

월별로

수행하였다.

모델이

넣어주었다(Fig. 2.6).

2.5. 모델 안정화

모델의

안정화를

위해

모델을

총

50년

정상상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위부피당 전 층의 평균
운동에너지(Fig.

2.7(a))와

저층의

층별

평균

운동에너지(Fig.

2.7(b))를 계산하였다. Fig. 2.7(a)는 모델 도메인 내의 단위부피당
전체평균

운동에너지를

계산한

것이다.

모델수행

1년차부터

2년차까지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다가 5년차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11년차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모델수행

1년차에서 11년차까지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11년차 이후로는
에너지의

큰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수렴한

것을

보인다.

운동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렴했을 때 모델이 안정화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동해전체의 평균 운동에너지를 계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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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Locations of river mouth for model. Nagdong river, Shinano

river, Ishikari river from left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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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큰 표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층의
각 층별 평균에너지를 계산해보았다. Fig. 2.7(b)는 각 1,000m,
2,000m,
것이다.

3,000m에서의
수심

단위

1,000m에서는

부피당
모델

평균운동에너지를

수행

11년차까지

계산한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고 30년차 이후부터는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0m에서는 3년차까지 감소한 후
20년차까지

증가한

후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3,000m에서는

8년차까지 에너지가 증가한 후 감소하다가 45년차 이후 안정화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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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7

(a) Depth averaged model kinetic energy from surface to

bottom. (b) Model kinetic energy at 1,000m depth (blue line), 2,000m
depth (red line), 3,000m depth (black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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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모델 검증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모델이 잘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델검증을 시행하였다. 모델검증은 모델의 결과값과 관측자료를 비
교하였다. Figure 3.1은 같은 위치에서 모델과 해류계 계류를 통해
관측된 유속과 방향을 비교한 것이다. 검정색은 관측해류의 벡터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모델결과를 나타낸다. 흐름이 약한 분지의 내부
에서는 관측해류와 모델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좋지 않게 나타나지만
분지의 경사진 경계부분을 따라서는 잘 일치한다. 이는 관측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흐름이 약한 내부에서는 관측시기에 따라 해류
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Fig. 3.2(a)는 수심 15m에서 표층위성뜰개(surface drifter)를 이용
해 계산한 난류운동에너지(Eddy Kinetic Energy, EKE)이고, Fig.
3.2(b)는 수심 800m에서 아고플로트(Argo float)를 이용해 계산한
EKE이다. 표층 EKE는 동해의 북쪽보다 남쪽에서 높게 나타나고
저층의 EKE는 동해의 북쪽에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일본분지의 서
쪽에서 높게 나타난다(Park and Kim 2013).
Fig. 3.3(a), (b)는 모델에서 계산한 EKE로 각각 15m와 800m의
EKE를 나타낸다. 모델의 표층 EKE는 남쪽에서 높게 나타나며 저
층에서는 동해의 울릉분지 내부와 북쪽에서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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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omparison between annually averaged observed data by

moored current meter (black arrows) and 1/40°model result (blue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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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Eddy kinetic energy (EKE) result (a) Argo floats at 800m,

and (b) Surface drifters at 15m (Park and 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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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3

Eddy kinetic energy from 1/40°model result. (a) at 800m,

(b) at 15m depth. Gray contours denote 2,000m, 3,500m isobath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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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EKE의 분포는 관측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해 저층의 수온과 염분은 균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델의
저층흐름도 균질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모델을 수행한
2012년 ~ 2017년의 6년평균 흐름을 살펴보았다. Figure 3.4는 모
델의 1,000m 수심에서의 흐름, Figure 3.5는 1,500m, 2,000m 수심
에서의 흐름을 나타낸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류나 바닥마찰에 의
해 유속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순환의 모습은 유사
하게 나타난다.
Fig. 3.6(a)는 모델의 수심 1,000m ~ 2,000m를 평균한 공간분포,
(b)는 1,000m ~ 3,000m를 평균한 공간분포를 나타낸다. Figure
3.4의 공간평균유속은 1.53cm/s, Fig. 3.6(a)는 1.5cm/s, Fig. 3.6(b)
는 1.3cm/s로 평균한 수심이 깊어졌을 때 분지 내부의 유속이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3.6(a), (b)를 비교해봤을 때 저층의
마찰에 의해 유속이 감소하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1,000m가 저층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수심 1,000m 값을 저층순환의 대표값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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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Horizontal distributions of annual mean model velocity field

averaged over 6 years at 1,000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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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Figure 3.5

Horizontal distributions of annual mean model velocity field

averaged over 6 years at (a) 1,500m, (b) 2,000m dep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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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6

Horizontal distributions of annual mean model velocity field

averaged over 6 years. (a) 1,000m ~ 2,000m mean velocity, (b) 1,000m
~ 3,000m mean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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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해상도 모델과 고해상도 모델의 비교

Hogan and Hurlburt (2000), Park and Kim (2013)은 층상모델
(layer

model)을

이용해

심층순환을

구동시키는

경압불안정

(baroclinic instability)은 저해상도 모델에서는 잘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심층순환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1/32°수평해상도 이상
의 고해상도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10°저해상도 모델과 1/40°고해상도 모델을 이
용해 저층의 순환을 비교해 보았다. 기존 층상모델의 연구결과와 달
리 지형을 따르는 체계(terrain-following coordinate)인 ROMS 모
델에서는 저해상도에서도 경계를 따라 흐르는 흐름이 잘 모의가 되
었다(Fig.

3.7).

공간평균유속은

1/10°저해상도

모델에서는

2.4cm/s, 1/40°고해상도 모델에서는 2.1cm/s로 저해상도 모델과
고해상도 모델간의 유속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저해상
도 모델보다 고해상도 모델에서 유속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 기존 층
상모델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 내의 고해상도 모델
에서는 저해상도 모델에 비해 작은 와동이 많이 생성이 되고, 이에
따른 마찰로 인한 에너지손실로 고해상도 모델의 유속이 더 낮게 나
온 것으로 보인다.
분지 별로 1/10°저해상도 모델과 1/40°고해상도 모델의 유속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Figure 3.8은 울릉분지에서의 연 평균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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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7

Horizontal distribution of annual mean velocity from (a)

1/10°low resolution model. Spatial mean speed 2.4cm/s, (b) 1/40°high
resolution model. Spatial mean speed 2.1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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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저해상도 모델과 고해상도 모델을 비교하
였다. 저해상도 모델의 울릉분지에서는 울릉도 주변에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가 발달하지만, 울릉분지 경계를 따라 시계방향의 흐름이
존재하며 이는 기존의 울릉분지에서의 흐름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반면 고해상도 모델의 울릉분지에서는 울릉분지의 경계를 따라 약한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울릉도 주변에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
가 발달해있다. 또한 1/10°저해상도 모델에서 모의되지 않는 울릉
분지와 야마토분지 사이의 해산주변에 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한국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흐름이 잘 모의가 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모델결과와 해류계로 측정한 관측자료를 비교
검증해보았다(Fig. 3.9). 1/10°저해상도 모델은 울릉분지의 동쪽 경
계에서는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왼쪽 경계에서는
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한국연안을 따라 북향하는 흐름이 발
생한다. 1/40°고해상도 모델에서는 울릉분지 경계를 따라 반시계방
향의 흐름이 발생하고, 한국연안을 따라 남향하는 모습도 잘 모의되
고 있다.
Figure 3.10은 야마토분지의 연 평균 수평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저해상도 모델과 고해상도 모델을 비교하였다. 야마토분지에서는 먼
저

해상도에

따른

지형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야마토

융기의

1000m 등수심선을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고해상도 모델이 실제 지
형과 유사하다. 먼저 1/10°저해상도 모델에서는 야마토 융기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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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Horizontal distributions of yearly mean velocity field from

(a) 1/10°low resolution model, (b) 1/40°high resolution model in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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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Comparison between moored current meter (black arrows)

and model results (blue arrows) from (a) 1/10°resolution model. And
(b) 1/40°resolution model.

33

Figure 3.10

Horizontal distributions of yearly mean velocity field from

(a) 1/10°low resolution model and (b) 1/40°high resolution model in
the Yamato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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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흐르는 해류가 야마토분지로 들어오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 후
일본분지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야마토 융기를 가로질러 해
류가 흘러가는 모습도 나타난다. 1/40°고해상도 모델에서도 야마토
융기를 따라 흐르는 해류가 야마토분지로 들어오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 후 일본분지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고해상도 모델에서는 저
해상도

모델과

달리

일본분지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일본분지의

3000m 등수심선을 따라 흘러간다. 또한 야마토융기에 두개의 시계
방향의 흐름이 나타난다.
1/40°고해상도 모델은 1/10°저해상도 모델에 비해 관측과 유사
하게 모의가 되고, 1/10°모델이 재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모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3 심층순환의 계절변화
3.3.1

심층순환의 연 평균

Senjyu et al. (2005)가 계류된 해류계(mooring current)로 관측
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안한 동해 심층순환의 모식도를 보면 전체적
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순환한다(Fig. 1.2). Figure 3.4는 모델의
2012년 ~ 2017년 6년평균 흐름으로 모식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
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순환을 한다. 이는 Senjyu et al. (2005), Choi
and Yoon (2010) 등 기존의 관측논문들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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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7년은 울릉도 부근에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Ulleung
Warm eddy)가 긴 시간 지속되었던 시기로 이는 모델에서도 잘 모
의되고 있다.

3.3.2

울릉분지

Figure 3.11은 모델을 수행한 2012년 ~ 2017년 6년평균 계절
별 울릉분지의 순환을 나타낸 것으로 각 계절을 대표하는 1월(겨
울), 4월(봄), 7월(여름), 10월(가을)을 분석하였다.
겨울철에는 울릉도 부근에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울릉 난수성 소
용돌이가 발달해있고, 울릉분지의 경계를 따라서는 약한 반시계방향
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봄철이 되면 울릉분지의 경계를 따라 강
한 시계방향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여름철이 되면 울릉분지 내에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다. 가을이 되면 경
계를 따라 강하게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봄철을 제외
한 3계절에는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 사이의 해산 주변에 시계방향
의 흐름이 존재한다. 울릉분지에서는 4계절 내내 울릉도 부근에 울
릉 난수성 소용돌이가 강하게 발달해 있고, Chang et al. (2004)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한국연안을 따라 위도 38°부근에 지속적인 남향
류가 잘 모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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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Horizontal distributions of 6 years mean velocity from 1/40°

model in the Ulleung Basin. (a) January (Winter), (b) April (Spring), (c)
Summer (August), (d) Autumn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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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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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야마토분지

Figure 3.12는 모델을 수행한 2012년 ~ 2017년 6년평균 계절
별 야마토분지의 순환을 나타낸 것으로 각 계절을 대표하는 1월(겨
울), 4월(봄), 7월(여름), 10월(가을)을 분석하였다.
겨울철에는 야마토융기를 따라 흐르는 강한 흐름이 야마토분지로
들어오고, 야마토분지의 경계를 따라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난다.
봄철에는 야마토 융기를 따라 흐르는 흐름이 겨울철에 비해 약해지
고, 야마토분지의 동쪽 경계 1,000m ~ 2,000m 사이의 등수심선을
따라 남향하는 흐름이 발생한다. 여름철에 야마토분지의 동쪽에서
남향하는 흐름이 약해지고, 내부에는 다시 약한 반시계방향의 흐름
이 나타난다. 가을에는 야마토융기를 따라 들어오는 흐름이 강해지
고 야마토분지 내부의 반시계방향의 흐름도 강해진다. 모든 계절에
야마토융기를 따라 시계방향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3.4

일본분지

Figure 3.13은 모델을 수행한 2012년 ~ 2017년 6년평균 계절
별 일본분지의 순환을 나타낸 것으로 마찬가지로 각 계절을 대표하
는 1월(겨울), 4월(봄), 7월(여름), 10월(가을)을 분석하였다.
일본분지는 남쪽에 위치한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와는 다르게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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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Horizontal distributions of 6 years mean velocity from 1/40°

model in the Yamato Basin. (a) January (Winter), (b) April (Spring),
(c)Summer (August), (d)Autumn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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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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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Horizontal distributions of 6 years mean velocity from 1/40°

model in the Japan Basin. (a) January (Winter), (b) April (Spring), (c)
Summer (August), (d) Autumn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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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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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모든 계절에서
일본분지의 북쪽 경계를 따라 유속이 강하게 나타난다. 겨울철에 일
본분지의 북쪽 경계를 따라 유속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봄철이 되면
북쪽 경계에서의 유속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름과 가을로
갈수록 경계를 따라 점점 유속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3.5

유속의 계절 변동성

앞서 언급된 결과에서 각 분지에서 계절별로 유속의 변화가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계절별로 유속의 변화가 나타나는 해역
과 유속변화의 크기가 다르고, 벡터로 표현했을 때는 유속의 계절변
동성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공간분포로 보고자 다
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였다.

계절변동 비 =

계절변동
총 변동

위 식에서의 계절변동 비는 심층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기의 변화 중에서 계절변화가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총 변동
은 심층순환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주기의 변동을 의미하며 계절변
동은 그 중 계절변동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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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변동

계절변동

𝑢𝑢� 는

=

=

1

𝑁𝑁

∑(𝑢𝑢 − 𝑢𝑢�)2

1
6

∑

1

12

∑(𝑣𝑣 − 𝑣𝑣̅ )2

2012년 ~ 2017년 72개월 동안의 평균유속,

평균유속을 의미한다.

𝑣𝑣̅ 는

각 년도의 평균 유속,

해당하는 각 달의 유속을 의미한다.

𝑢𝑢 는

𝑣𝑣 는 𝑣𝑣̅ 의

각 달의
년도에

Figure 3.14에서 숫자가 클수록 계절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해역
을 의미한다. 분지의 경사면을 따라 다른 변화에 비해 계절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분지의 내부는 상대적으로 계절변동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5

Figure 3.14

Spatial distribution of ratio of the seasonal variance to the

total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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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의
4.1 심층순환에서의 경압성 해류(Baroclinic Current)

수직구조를 수심에 독립적인(depth-independent) 요소인 순압성
해류(barotropic current)와 수심에 의존적인(depth-dependent)
요소인 경압성 해류(baroclinic current)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델링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수심에

독립적인

흐름은

수심평균

흐름인 𝑢𝑢� 로 고려하고 수심에 의존적인 흐름은 수직평균 흐름을

제거한 u′ 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Peña-Molino et al.
2014).

Figure 4.1 은 심층순환의 경압성 해류를 각 계절별로 살펴본
그림이다. 겨울(1 월), 봄(4 월), 여름(7 월), 가을(10 월) 모두 동해
전체를 반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흐름을 볼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유속은

변하지만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델의 경압성 해류는 특히 울릉분지와 일본분지의 경계를 따라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분지의 내부에서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Figure 3.12 에서 모든 계절에 야마토융기에서
나타나는 두개의 시계방향의 순환도 경압성 해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Fig.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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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Horizontal distributions of baroclinic component of model

currents. (a) January (Winter), (b) April (Spring), (c) July (Summer),
(d) October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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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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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Horizontal distributions of baroclinic currents in the Yamato

Basin and the Yamato Rise. (a) January (Winter), (b) April (Spring), (c)
July (Summer), (d) October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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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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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심층순환에서의 순압성 해류(Barotropic Current)

Figure 4.3 은 심층순환의 순압성 해류를 각 계절별로 살펴본
그림이다. 분지의 경계를 따라서 강하게 반시계방향으로 흐르는
경압성

해류와

달리

순압성

해류는

분지의

경계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며 계절적으로 좀 더 복잡한 모습이
나타난다.

일본분지에서는

모든

계절에

반시계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에서는 계절별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난다.
울릉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특히
봄철에

시계방향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Fig.

4.4).

Figure

3.11 의 봄철 시계방향의 흐름은 순압성 해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압성 해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울릉도
주변의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울릉분지에서의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는 순압성 해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마토분지에서는 울릉분지에 비해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Fig.
4.5). 겨울철 야마토분지 내부에는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나지만
1,000m ~ 2,000m 사이에서는 남향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봄철이
되면

수심

2,000m

이상의

야마토분지

내부에서는

흐름이

약해지면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분지의 동쪽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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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Horizontal distributions of barotropic component of model

currents. (a) January (Winter), (b) April (Spring), (c) July (Summer),
(d) October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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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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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Horizontal distributions of barotropic currents in the

Ulleung Basin. (a) January (Winter), (b) April (Spring), (c) July
(Summer), (d) October (Autumn). Grey contours denote 1,000m,
2,000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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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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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Horizontal distributions of barotropic currents in the Yamato

Basin. (a) January (Winter), (b) April (Spring), (c) July (Summer), (d)
October (Autumn). Grey contours denote 1,000m, 2,000m, 3,000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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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Continues)

58

따라 강하게 남하하는 흐름이 발생한다. 여름철이 되면 분지의 동쪽
경계를 따라 남하하는 흐름이 약해지고, 가을이 되면 남하하는 흐름
이 상당히 약해지고 내부에는 다시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난다.
Figure 3.12에서 봄철에 야마토분지의 동쪽 경계를 따라 강하게 남
하하는 흐름은 순압성 해류의 영향이 크다 볼 수 있다.

4.3 해수면 높이의 영향

울릉분지와
순환하지만

야마토분지에서
봄철에

시계방향의

일반적으로
흐름이

반시계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순압성

해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순압성 해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해수면 높이를 살펴보았다. Figure 4.6 은
2012 년 ~ 2017 년 6 년평균 모델의 해수면 높이를 그린 것이다.
회색 선은 수심 1,000m, 2,000m, 3,000m 등수심선을 나타낸다.
4 월 봄철의 해수면 높이를 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의 1,000m 등수심선을 따라 해수면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 내부의 해수면이 높고 분지의 경계를
따라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압력경도력이 분지의 내부에서 경계
쪽으로

작용한다. 이로

남하하는

흐름이

인해

발생하고

야마토분지의

울릉분지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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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경계를

따라

따라

강하게

시계방향의

1 월과 7 월에도 4 월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경계를 따라
해수면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하게 남향하는 흐름을 보인다.

60

야마토분지에서

순압성

해류가

Figure 4.6

Spatial distributions of surface elevation averaged over 6

years. Solid lines represent 1,000m, 2,000m, 3,000m contours. (a)
January (Winter), (b) April (Spring), (c) July (Summer), (d) October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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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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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1/40°수평해상도,

수직

40

개층의

고해상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심층순환을 모의하였다. 층상모델을 이용해
저해상도

모델에서는

기존연구들과
심층의

달리

경계를

따라

심층순환이

본

잘

연구에서는

흐르는

모의가

되지

1/10°저해상도

흐름이

대체로

잘

않는다는
모델에서도

모의가

되었다.

공간평균 유속도 저해상도 모델과 고해상도 모델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해상도 모델보다는 고해상도 모델이
관측자료와

더

모델에서는

저해상도

흐름이나

잘

일치하는
모델에서

한국연안을

따라

것을

볼

구현하지

남하하는

수

있었다.

못하는

흐름,

고해상도

울릉분지에서의

야마토해령

주변의

흐름을 더 잘 모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순환의 계절변화도 공간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연구에서는
계절변화를

심층순환을

유속으로만

연

제시하였다.

평균으로만
모델에서

제시를
심층의

하거나
연

평균

흐름은 동해 전체적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는

기존

관측논문들과

일치한다.

심층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기의 변화 중에서 계절변화가 나타내는 정도를 살펴봤을
때, 분지의 내부보다는 경사면을 따라 계절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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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지

분지와는

별로

다르게

계절변화를
계절별로

살펴보았을

방향의

때,

변화는

일본분지는

크게

나타나지

다른
않고

유속의 변화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릉분지에서는
모든 4 계절에 울릉도 주변에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가 발달해있고
울릉분지의 경계를 따라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나지만 봄철에는
시계방향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야마토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나타나다가

봄철이

되면

야마토분지의 동쪽 경계에서 강하게 남향하는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분지내부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울릉도 부근의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는

순압성

해류의

영향으로

보이며,

분지

경계에서의 반시계방향 흐름은 경압성 해류의 영향으로 보인다.
봄철 야마토분지를 따라 강하게 남향하는 흐름과 울릉분지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흐름은 순압성 해류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는

모델의

해수면

높이와

연관이

있다.

봄철에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 내부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분지의 경계를 따라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수평압력경도력이

분지의

내부에서

경계로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강하게 남향하는 흐름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관측에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으로 추후에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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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ummer

Autumn

Winter

Yearly

Weak

Weak

cyclonic

cyclonic

Cyclonic
Ulleung

Anti

Basin

Cyclonic

+ Anti

Cyclonic

cyclonic
Yamato

Anti

Basin

Cyclonic

Cyclonic

Cyclonic

Cyclonic

Cyclonic

Cyclonic

Cyclonic

Cyclonic

Cyclonic

Japan
Cyclonic
Basin

Table 5.1

Summary of seasonal variation of deep circulation in the

East(Japan)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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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Schematics of seasonal deep circulation in the East(Japan)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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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circulation in the global ocean redistributes the energy
between low and high latitud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limate change. Because of the homogeneity of deep water in the
East(Japan) Sea, it is hard to clarify the deep circulation by using
hydrographic data. Direct measurements have been conducted to
understand deep circulation in the East(Japan) Sea. Observed
current revealed seasonal variation of current in deep layer. But
measurements have been conducted in limited stations and for
limited periods, detailed structure of horizontal velocity field in
deep layer has not been well clarifie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o elucidate the deep circulation of East(Japan) Sea using
numerical models, but the seasonal variation of deep circulation
has not been presented. In this study, the deep circulation in the
East(Japan) Sea was simulated by using high resolution model
with 1/40°horizontal resolution and 40 vertical layers. The
seasonal variation of deep circulation were examined in each
basin. The direction and the intensity of the flow show seasonal
variation. The cyclonic circulation which has been reported by
previous studies was simulated for whole season. However,
anticyclonic circulation occurs along the southern slope of the
Ulleung and Yamato Basin in spring. The entire cycl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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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ons along slope result from baroclinic currents, whereas,
an anticyclonic flow in the interior and along the slope in spring
result from barotropic currents. But the anticyclonic flow along
the slope of the Ulleung and Yamato Basin which has not
observed should be studied by observation and dynamic analysis
further.

Keywords: East(Japan) Sea, Deep circulation, Seasonal variation,
Numer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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