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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馬魔流의 變動과 판련된 東海의 海洋變動에 관한 冊究

淑希 洙·朴 明

(지구과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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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러한 현상들은 그 지

현상과 관련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즉 해

다른 현상 C의 ‘ 결과일 수 있다

형성된 서안경계류로 북태평양 전체

서

종래 해양연구는 국지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는데，

역 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여러

양의 한 현상 A는 다른 현상 B의 원인일 수 있으며， 또

는 것이다. 즉 쿠로시오해류는 북태평양의 서쪽경계에

풍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고， 풍계는 지구적인 규모의 기상 및 해양변동과 관련이

있으묘로 쿠로시오해류의 변동은 보다 큰 규모의 현상 또는 전지구적인 변동과 관련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걷보기에 서로 다른 지역의 다른 현상들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원격연결

(Teleconnection) 이 라고 하며， 이는 단지 해양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지구

유체계인 대기계 및 해양-대기계에도 적용펀다.

존재하고，원격 연결 (Teleconnection) 이현상들 사이에태평양의

적도해류의

Wyrtki (1973)는 적 도

Kawabe

살펴보았고 Otsuka (1985)는

계절변동을 알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1974) .

(1 980)는 Nansei섬의 조위변동과 쿠로시오대사행과의 관계를

Izu섬의 수위로부터 쿠로시오의 변동성을 추정하였다.

수위변동으로부터또한

대마난듀는 쿠로시오의 지류로서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유입된다 (1 971， 엄

두병). 지중해적인 성격을 가진 동해는 북쪽의 한류계수와 남쪽의 난류계수가 만나서 전션

을 이루게 되으로 타 근해에 )ell 해 서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1982， 안희수， 정종률;

홍철훈， 조규대). 엄 (1985) 은 대한해협과 동해 중부 단변을 통과하는 용적수송량을

나(1989)는 엘니뇨와 관련된 동해 수온 변동을 조사하였다.

1983,

비교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동해 입구에서의 대마난류의 변동이 동해 해양 변동과 얼마만큼의 관련성

이 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 l 절에 서 는 우리나라와 일본연안관측소의 표층 수온

자료로부터 쿠로시오-대마난류-동해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제 2 절에서는 100m 수온수평

단면으로부터 동한난류의 형태를 분류한 다음l 그 시간적 분포로부터 동한난류의 변동성을

고찰해 보며， 제 3 절에서는 208측선에 서 의 수온 변동과 동해수온과의 관련성을

m
잘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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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에 서는 대한해협 서수도에서의 수위 자료와 동해 연안의 수위 변동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n. 자료 및 분석방범

본 연구에 쓰인 자료는 국렵수산진흥원에서 1961"-'1987 년까지 관측한 정선관측자료 중

107, 106, 105, 104, 103, 102, 208, 209 측선자료와 한국수로국에서 관측한 1961"-'1987년

까지의 울릉도， 묵호， 포항 그리고 울산의 표총 수온 자료， 묵호， 포항， 울산 그리고 부산

의 조석 관측 자료와 일본 수로부에서 관측한 1962"-'1986년의 이주하라와 모지의 조석 관

측 자료 및 일본 기 상청에서 관측한 1962"-'1984년의 Naha, Shionomisaki, Hachijojima,

Saigo, Izuhara, Simizu의 표충 수온 자료이 다. Fig. 1은 검 조소， 연안관측소 및 정선 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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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observations of the data used in this study
• Hydrographic data (FRDA)
。 Coastal oceanographic observations (temperature)
x Monthly mean sea lev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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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연안 정지 해양 관측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항구에서 매일 표층 온도와 비중을 측정

한 것이다. 우리 나라 각 지점은 1968년은 자료 결손이 있고 부분적으로 울릉도 19개 월

(1973. 1~1974. 7) , 포항 2개 월 (1981. 12~1982. 1) , 묵호 3개 월 (1965. 1~1961. 3) , 울산 10개

월 (1974. 1~1974. 10)의 자료 결손이 있다. 일본쪽 자료는 Naha 1개 월 (1962. 12), Shiono

misaki 11개 월 (1972. 11, 1982.6~1982. 12, 1984. 1~1984.4)의 자료 결손이 있다.

계절적인 효과를 제거하고 해류 등 장주기적인 변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달의 누년

평균， 즉 평년치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구하였다.

상후 상관 함수는 평년치 평균 편차 자료를 (X‘)i=O, (Yi)i=O으로 평활화한 다음 (l)식

:로부터 구한다.

N-r

Rr= l/(N-r) 0 L:(X ioYi十r)

r=O , ......, η1

(l)

r은 시간 지연을 나타내고 N은 전체 자료 수이며 ， m은 최대 지연오로 각 관측 기간의

1/10 정도로 랙하였다.

Power spectrum을 구하기 위하여 각 지점의 평년치 편차 자료를 (X)i=O.으로 평활화한

다융 자기 상관 함수블 구하였고

N-r

Rr=l/(N-r)oζ (XiOXi+r)

r=O, ......, m

{Xi} 의 Power spectral densities Gx‘ (I ) 는 다음 식으로 구하었다.

GXi(I) =2dt[Ro+2I;Rrocos(πkr/m) +Rmocos(πkim)]

(2)

(3)

단 k=O , ......, m

이고 dt는 사용된 자료의 시 간 간격으로 한 달을 나타낸다. GXi (l )는 k/2mdt (cycles/month)

주파수 근처의 power에 해 당한다.

국립수산진흥원의 한국 근해 평년 해황도(1986)를 참고로하여 동해의 평년 상황을 알아

보았다. 이 해황도는 수산진흥원에서 한국 근해 정선해양조사(1961~1983)， CSK 해양조사

(1965~1970) ， 한일공동해 양조사 (1968~1983) 자료를 종합하여 1961~1983(23개 년)의 수온

자료에 대 한 누년 평 균치와 표준편차를 구한 것이 다. 또한 1961~1986년의 100m 수온 수

평 분포도로부터 동한난류의 형태를 분류하였다.

수직단면으로부터 동해의 펑균적인 수온분포를 보는 의미에서 혼합충 갚아와 수온약총

깊이를 구하였다. 208 측선의 평균 수온은 각 station의 모든 관측점에서의 수온의 합을 총

관측점 수로 나누어 구한 다음， 각 월별 평년치 평균을 구하여 그 편차를 사용하였다.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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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울릉도간의 수온차이는 북상하는 유축의 위치를 추정하는 좋은 자료가 될수 있으묘로

온도차 시계열을 구하였다.

해면자료에서 기압효과를

울릉도-묵호간의

inverse barometric response( -Iem/mb)를제거하는데월평균

사용하였다. 기 압효과가 제 거 된 자료를 CSL적 용하고 I，OI3mb를 기 준으로하여 다음 식을

이라하고 해면기압을 PR이 라면

CSL=SL+ (PR-I, 013) (em)

계절변화를 제거하기 위하여 6개 월 running mean을 사용했는데 6개 월 running mean은 filter

된 k먼째 의 자료를 hr(k) 라 하면，

hr(k)=2:,h(i+k)/6, i=I ,2, " ·,6

우로 나타내어 지 는 low pass filter이 다.

연구 결과m
삐

1. 대마난류와 동해 연안 수온 사이의 관련성

해양의 수온은 태양의 가열에 의한 변동 즉 계절적인 요인과 해류의 유업 등 그 이외의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Fig. 2는 각 관측소의 월평균 수온자료를 누년 평균하여 구한 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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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평균 수온으로 a)는 동해연안역을 나타내고 b)는 일분 엔안역을 나타낸다. 이 그럼에서

보면 평년치 평균 수온은 2월 최소， 8웰 최대인 전형적인 연주기성을 보이고 있다.

對馬l뚫流의 變動l과 관련된 東海의 海洋變動에 관한 h}f究

Kang

때운이라고 생각된다. 우

울릉도의 겨울 수온이 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심경신，

관련이 있고 다음

나하의 경우 1'"

일본연안의 경

있는데 이

표총수온의

and Jin(1984) 에 의 하면， 이 러 한 연변동은 주로 태 양복사량의 연변동과

우로 아시 아 계 절풍과 해 류에 의 한 이 류의 효과를 포함한다. 울산， 포항，

2월 이 최저인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2"'3월 에 최저 수온이 나타난다. 한편

우 쿠로시오가 진행하는 순으로， 대마난류가 진행하는 순￡로 연교차가 커지고

는 위도가 높을수록 동계의 냉각에 의한 영향이 커져서 연교차가 클뿐 아니라

연교차를 줄여주는 대마난류의 세기가 고위도로 갈수록 약해지기

리 나라 연안의 경우도 loll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높은 것은 울릉도 부근에 거의 항상 난수역이 존재하기

1991).

교적

안희수，

평년치 월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구하으로서 계절적인 요인이 제거될 수 있다. Fig. 3은

상당월평권 수온의 평년치 평균￡로부터의 떤차시계열들이다. 각 관측소의 수온편차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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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ximum cross-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astal monthly mean
temperature anomalies.

a) Kuroshio series b) Tsushima series

station coefficient station coefficient

Hj-Nh 0.337(0) Sg-Ub 0.452(0)
Hj-Sn 0.363(0) Ub-Ih 0.584(0)
Hj-Sm 0.396(0)
Sm-Sn 0.582(0) Sg-1h 0.738(0)

Sn.:..Nh 0.292(0)
Sm-1h 0.530(0)

Sm-Nh 0.469(0)

c) East Korean coastal station and Kuroshio series

station coefficient station coefficient

Ul-1h

Mh-1h

Po-1h
Us-Ih

Ul - Sm I 0.266(0)

Mh-Sm I 0.246(5)

Po-Sm I 0.235(0)
Us-Sm I 0.382(0)

* ( )속은 시 간 지 연 (Time Lag)을 나타낸다.

ul : Uleung do Sm : Simizu
Mh : Mugho Hj : Hachijojima
Po : Pohang Sn : Shionomisaki
Us : Ulsan Sg : Saigo
Nh : Naha 1h : Izuhara

0.493(0)

0.534(0)

0.391(0)

0.558(0)

히 유사한 양상을 나다내고 있ξ며 각 연안 관측점들은 그 위치에 따라 쿠로시오역， 대바

난류역 동해연안역 o로 구분할 수 있다. 같은 구역 내에서의 관련성이 어떠하며， 어느 관

측점이 가장 그 구역을 잘 대표하는지를 살펴보고 각 구역간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각 계열의 최대 상호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Table 1은 월평균 수온의 평년치 평

균의 펀차를 이용하여 각 그룹별， 쿠로시오역， 대마난류역， 그룹 내의 최대 상호 상관 계

수 및 그룹간의 최대 상호 상관 계수블 구한 것이다. 쿠로시오계열에 해당하는 관측점들간

의 상호상관계수는 비교적 낮은 편이고 대마난류계열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쿠로시오역에

서 Simizu와 다른 관측지점 간의 상호상관계수가 비 교적 높고 관측소의 위 치 를 고려 할때 쿠

로시요역을 대표하는 지점우로 Simizu블 택하였고 대마난류역에서는 Izuhara와 다른 관측

지점 간의 상호상관계수가 높오므로 대마난류역을 대표하는 지 역ξ로 Izuhara를 택하였으며 ,

쿠로시오와 대마난류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Simizu와 Izuhara의 수온 편차 간의 최

대상호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값은 0.53.2-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쿠로시

오， 대마난류와 동해 엽안 수온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imizu, Izuhara

와 동해 연안 관측소의 수온 편차 간의 상호 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이 결과는 재마있는

사설을 알려 주고 있는데， 동해 연안은 쿠로시3일보다는 대마난류와 직접적안 관련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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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hoe 2. Power significance

113

station Imean ιI min G I max G II station Imean G I min G I max G

Naha 0.637 0.319 1. 715 Saigo 0.819 0.410 2.204
Simizu 0.594 0.297 1. 598 Uleung 2.800 1. 465 7.884
Shionomisaki 0.932 0.466 2.506 Mugho 2.344 1. 080 5.812
Hachijojima 1. 115 0.557 2.999 Pohang 2.160 1. 157 6.227
Ushibuka O.짧 0.292 1. 598 Ulsan 2.204 1.172 6.307
Izuhara 0.746 0.373 2.008

많을 뿐만 아니라， 위도가 낮은 쪽알수록，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상관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총 수온의 연교차의 크기에서 본 것처럼 대마난류가 진행하면서 그 세기

가 약화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포항의 경우， 약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은 그 위

치가 만내부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편 각 관측소의 월평균 수온의 평년치 편차 변동에 나타난 해양학적 특성의 공통점을

보기 위하여 각각의 Power spectrum을 계산하었다. 자기상관을 이용해서 power를 구할 경

우 자유도는 f=2N/m이 고 신뢰구간은 Chi분포를 이용한다. Table 2는 Power에 대한 99%

신뢰구간이다. Simizu의 경우 자유도가 20이 고 평균 power GXi (f)가 0.594°C2/cpm이므로

99% 신뢰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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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wer spectra of the monthly mean temperature anomalies in study years at
coastal stations
UL : Uleung do
PO: Pohang
NH: N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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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 ( CPU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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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J : Hachijojima
SG : Saigo

MH: Mugho
US: Ulsan

SM: Simizu
SN : Shionomisaki
IH : Izuhara

X2
(20. 0. 99SJ =7.434

X2
(20. 0. 00S) =39.997

20/39. 9975GXi (f) 520/7.434

O. 2975GXi (f) 5 1. 598

임을 알수 있고 이 범위 이내의 값만이 의마가 있다. Fig. 4는 각 관측소의 월평균 수온의

평녔치 펀차를 이용해서 구한 power spectrum으로 가로축은 주파수(CPM， cycle per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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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나타내고 새로축은 온도펀치에 대한 power블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장주기에 에너지가

접중되 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 쿠로시오역의 Naha, Simizu , Shionomisaki가 비 슷한 양

상을 보01며 Hachijojima는 조금 예외적인데 이는 Hachijojima가 쿠로시요대사행과 관계있

는 위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마난류-역의 Izuhara와 Saigo는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우리 나라 연 안의 경 우 묵호와 울릉도가， 그라고 울산과 포항이 유사한 형 태를 보이

고 있다. 쿠로시오 지역이 대마난류역보다， 대마난류역이 통해연안역보다 power가 약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통해연안역에 가까워질수록 온도편차의 변화폭이 커진다는 것을 의마하며

또한 통해연안역의 수온변동이 해류의 존재유무 흑은 그 변동성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Simizu에 서는 최 대 파 크가 8.3개 월 주기 (0.12cpm)에서 나타나고， Izuhara

에서는 20개월 주기에서 (0.05cpm) , 울산의 경우 6.3개월 주기에서 (0.16cpm) , 포항의 경

우 4.8개 월 주기 에 서 (0.21cpm) , 울릉도는 20개 월 주기 (0.05cpm) , 묵호는 16.7개 월 주기

(0.06cpm)에 서 나타났다.

2. 수평분포의 분석 결과

국렵수산진흥원의 한국 근해 평년 해황도(1986)블 참고효하여 통해의 평년 장황을 알아

보았다. 宇田(1934) , 小川(1971)은 북한 한류계수의 담하한계를 100m Woe션으로 규정하

였으드로， 이블 곧 대 마난류의 북한경계로 생각하였다. 동해 에서 수심 100m의 수온분포는

계절변화가 거의 제거되고 해류의 역학적 특성융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묘로 평년치의 월

별 100m 수온 수평단면을 살펴보았다. Fig. 5는 국립수산진흥원의 평년 수온 (196 1 "，-，1983,

23개 년)을 참고로 하여 그린 동해에서의 100m 수온 수평단면도이다. 4월에 IOoe션의 최저

북상한계를 보이고 12월에는 woe션이 107측선 이북까지 북상하는 연주기성이 뚜렷하다.

동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대마난류를 제 1 분지 ， 즉 동한난류라고 하면， 2"'-'4월은 I분지

가 100m 깊이까지 존재하지 않 o 며 ， 6"'-'8월에는 울산 부근에서 울릉도 부근으로 버스듬이

흐르고， 10"'-'12월에는 연안쪽으로 접근하여 107 측선 이북까지 존재한다. 공간적인 보충을

위하여 104 측션의 수온 수직 단연도를 살펴 보았다. Fig. 6은 국렵수산진흥원의 평년 수

온 자료를 이용하여 그린 104 측션의 평년 수온 수직 단면도이다. 2월과 4월에 lO oe 등온

션이 거의 표층에 존재하는데， 이는 동한난류가 동계에는 표총으로 떠오르고， 하계에는 중

층으로 침강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월의 경우 IOoe 등온션이 st. 7에서 외해

쪽으로 0"'-'75m 사이에 존재하고， 4월의 경우 O"'-'50m 갚이에 존채한다. 6월부터 IOoe 등

온션이 100m까지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등온선의 분포 형태로 보아 유축의 중심이 st.8"'-'9

를 통과한다고 볼 수 있다. 12월의 경우 14°e 등온션이 0"'-'75m에 서 거의 전 station에 결

쳐 분포하고， 이것은 12웰의 100m 수평 단면과 찰 일치한다. 6월에서 12월로 갈수록 100m

woe 퉁온선이 연안쪽으료 접근하는 것 또한 수평 단면에서 lO oe 등온션의 연안 접근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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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함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병년의 동해 해양은 통계에 냉각뇌고 하계에는

가열되는 연주기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계절보다 2""'4개 월 정도의 시간지연 (time lag)을

수만하는데 이는 태양복사의 변동과 해류의 영향이 복합되었기 째문이라 생각된다.

1961""'1986년의 100m 수평 수온 분포도로부터 동한난류의 형 태 블 구분하였다. 구분 기

준은 1Qoe 등온션의 존재 유무 및 그 위치와 북한 한류계수의1분포 형태를 고려하였다. 그

리하여 동해 전체가 저온으로서 포항보다 높은 위도에 1Qoe 등온션이 나다나지 않는 I 형

과 나다냐는 R 형 으로 나누고， 1I헝은 다시 북한 한류계수의 분포 형태에 따라 해안을 따

라 북상하는 1I -i형 ， 울산 부근에서 울릉도 방향으로 꺾여지는 n-ii형 ， 울산이나 포항 앞

바다에 커다란 냉수 eddy가 존재하는 n-iii으로 나누었다. 그려고 동해 전체가 고온이어서

북한 한류계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은 m 형 으로 분려했다. 즉 I 형 은 유축의 중심이

일본쪽오로 치우쳐서 동한난류가 100m 야하의 표층에만 약하게 나타나거나 제 l 분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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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난류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나다내며 II -i행 은 유축의 중심이 엔안에 접근하여 북상하

는， 비교적 동한난류가 강할 때를 나타내고， Il‘ii형은 유축이 연안을 벗어나서 울릉도 방

향으로 사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Il -iii형 은 울산， 포항 부근에 담하한 냉수괴로 언하여 유

축이 외 해 쪽으로 휘 어 져 서 북상하는 것을 말하고 m협 은 고온외 동한난류가 강하게 북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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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경우를 나다낸다. Fig. 7은 1983년의 100m 수온 수평 단면도이다. 2월은 n-ii

형 , 4월은 I 형 , 6월은 다시 n-ii형 , 8월은 n-iii형 , 10월은 n-ii형 , 12월은 n-i형 이 다.

이 시기의 수온의 연직분포를 살펴보자. Fig. 8는 1983년 104 측션의 수온 수직단면이다.

2월의 경우 유축의 중심이 외해쪽으로 지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4월은 표층으로 상승

하여 약하게 존재하며 6월의 경우 다시 2월처 렴 유축이 외해쪽으로 치우쳐 존재하며 8월 ，

10월은 평년상황과 비슷하게 나다나며 12월의 경우 외해쪽으로 200m 부근까지 lO OC 등온

선이 존재한다. Fig. 9은 이러한 형태 분류블 시계열로 나타낸 것으로 가로축은 시간을 나

타내고 새로축은 5가지 분류형을 나타낸다. 이 시 계 열을 통해서 보면 1967, 1975, 1976,

1978, 1979년은 비 교적 동해 안이 고온이 었고， 1961, 1972년은 냉 수 eddy가 많이 존재 힌- 해

였오며， 1962, 1981, 1984, 1985, 1986년은 동한난류의 경로가 바교적 일본쪽으로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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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한난류가 비교적 약했던 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81년은

으로서 약 15년(1966"-'1981)동안 처음 있는 이상저수온년이 라는 (1984，

얼마만큼의 관련이 있냐 보기 위하여 형태별 웰

일치한다.

한펀 이렇게 분류펀 형태가 각 계질과



120 師大論輩 (43)

JI-iii

.”
j

nu

버
ι>

LF
J[ - ii

61
I i 1 -.-1• I ~ , , I I , , I I !

70 75 80
YEAR

85

Fig , 9. Time series of five types of Tsushima Current

Table 3. Frequency of Tsushima Current type per month

month 2 4 6 8 10 12 sum

1 type 8 12 7 7 2 37
lI - i 3 5 10 7 13 11 50
lI - ii 5 3 3 l 3 l 16
n-iii 3 5 2 2 12
m l 3 4

반도수를 조사하였다. Table 3은 100m 수온 수평단연에서 분류한 동한난류의 5가지 형에

대한 월 반도블 냐타낸 것이다. 2"-'4월에는 I 형이 많고 10"-'12월은 II -i형 이 주로 존재함

ξL로서 2"-'4월과 10"-'12월은 평 균적 으로 평 년치 분포형 과 일치 하나 II -ii형 은 6"-'8월 형 임

에도 불구하고 계젤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가장 빈번히 존재하는 형태는 II -j형 이 며 그

다옴으로 많은 I 형 과 함치면 73% 정도를 차지한다. 즉 동한난류가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형태는 동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II -i형 이 나 얼본쪽으로 치우쳐 존재하는 I 형 이 라

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An and Jung (l982) 의 100m 수온전선변동 형 태 분류와 유사하며 ,

Bong and Cho(1983)의 동한난류의 2가지 형 과도 유사하다.

8. 동해의 수온 변동과 대마난류의 수온 변동

어떤 특정 단연을 통과하는 해류의 변동성은 그 수송량의 변화와 특정 변화(수온， 염분)

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다， 208 측션을 통과하는 대마난류의 경우 수송량의 변화플 의미할

수 있는 부산-이ξ하라간의 해 면차와 특성 변화를 의 미하는 208 측션의 평 균 수온이 각각

통해의 해면과 수온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208 측선에서의 수온

변동융 동해의 혼합층 강이 (Mixed Layer Depth)와 수온 약층 깊이 (Thermocline Depth)와

관련시켜서 알아보며 208 측션의 평균 수온이 동한난류외 경로와 어떠한 관련성이 존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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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알아보았다.

해양에서 특정단면의 수직척안 수온의 분포는 대기-해양의 상호작용과 표층의 영향이

미치는 깊이， 등온층의 법위 및 그 온도， 수온약층의 깊이 및 그 형태 등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혼합층 깊이는 표층 수온보다 0.3°C 더 크지 않을 갚이 0981 , 심태

보， 김구)까지이고 수온약층 깊이는 혼합총 깊이에서부터 표층과 난류의 영향이 거의 없이

동해 고유 냉수의 온도역이라 생각되는 2°C 깊이까지로 보았다. 한편 육지와 바닥의 지형

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동해에서의 평균적인 값을 구하는 의미에서 104측선 ， 103측션 ， 102

측선의 7......,11 station에 서의 값을 각각 구한뒤 평균하여 흔합총 깊이와 수온약층 깊이 값으

로 사용했다. Fig. 10은 흔합층 깊이와 수온약층 깊이이다. a)는 평균적인 혼합층의 깊이，

b)는 평균적인 수온약총 깊이이며 c)는 1976"'-'1987년의 혼합층 갚이와 수온 약층 깊이의

시계열이다. 흔합층 깊이는 동계에 깊었다가(2월 최대) 표층이 가열되면서 계철약층이 존

재하는 하계에 급격하게 얄아졌다(6， 8월)가 동계로 가면서 표면이 냉각되고 바람 등에 의

한 혼합￡로 다시 깊어지는 연주형을 보이고 있다. 섭과 김 (1981)은 이러한 변화는 주로

대기-해양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평년 약층의 깊이 또한 동계에 깊었다 하

yEAR YEAR

Fig‘ 11. Variations of anomalies of monthly mean MLD & T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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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얄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해류의 요언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이 그램에서 보면

혼합총 깊이와 수온 약층의 깊이가 모두 얄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년치 월평균￡로 부터의 편차를 구하였다. Fig. 11는 흔합총 깊이와 수

온약총 깊이의 평년치 월평균오로 부터의 펀차를 나타낸다. a)는 흔합총 갚이의 펀차 시계

열이고 b)는 수온약총 깊이의 펀차 시계열아다. 전반적으로 70년대 후반에는 혼합총 깊이

도 양(+)의 anomaly를 나다내고， 수온약층 깊이도 양(+)의 anomaly를 나타내는데 반해

80년대 에 와서는 혼합충 깊이도 수온약총 깊이도 음(-)의 anomaly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

을 형태분류 시계열과 비교해 보면 701칸대 후반에는 고온형안 m 형 이 많이 존재하고 저온

형언 I 형 이 많이 존재하지 않다가 801건대 이후 고온형이 줄어들고 저온형인 I 형 이 많이

존재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혼합총 깊이와 수온약총 깊이의 평년치 펀

차 시계열은 연안표층 수온의 평년치 펀차 시계열의 양상과 유사하다.

Fig. 12에는 208측선의 평균 수온의 평년 분포와 평년 평균 수온으로부터의 편차 시계

열 및 울릉도와 묵호 사이의 온도차 시계열이 나다나 있다. 굵은 션은 6개 월 running mean

을 나타낸다. 208측션의 평년 평균 수온의 분포는 2월 최저 8"-'10월 최대인 연주형을 나타

내며 이는 대한해협에서의 용적 수송량의 연변동(1966， Vi; 1949, Hidaka and Suzuki;

1977, Lee and lung)과 유사하다. 208측션의 평년 평균 수온 펀착는 19701건대 후반에 양

(+)의 anomaly를 보이다가 1980년대 전반에는 음(-)의 anomaly를 보이고 있는 데 이것

은 동한난류의 분류형 시계열과 비슷하다. 즉 208측선의 평균 온도의 평년치 편차로부터

동한난류의 강도나 형태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다. 동한난류는 동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게

되는데 이때 유축의 위치가 동해 연안쪽으로 바짝 접근할 수도 있고 외해쪽으로 벌어질 수

도 있다. Fig. 12 c)은 이 유축의 위치 변동과 관련지을 수 있는 요인인 울릉도~묵효간의

수온차이다. 울릉도에서 묵호의 온도를 벤 편차가 양(+)이면 울릉도 쪽이 고온이묘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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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 외해쪽으로 치우천 경우이고 펀차가 음(-)이면 유축이 연안쪽으로 접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유축의 위치와 대마난류의 강도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8측선의

대 표 수온의 6개 월 running mean값과 울릉도-묵호 수온편차의 6개 월 running mean값 사

이의 최대 상호 상관계수를 구하었다. 이때 관측시간 간격이 208측선의 경우 2개 월 ， 울릉

도와 묵호의 경우 1개 월이묘로 208측선의 값을 running mean한 값 사이의 중간 값으로 보

정하여 1개 월 시간 간격으로 만든 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최대 상호 상관계수가 -0.594

이고 시간지연이 2개 월로서 유의한 역상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대마난류의 수

온이 높을수록 동한난류의 유축의 위치가 동해 연안쪽￡로 치우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4. 부산-이즈하라간 해면차 변동과 동해 연안 수위 변동

검조소에서 관측되는 해면자료는 첫째 여러 주기를 갖는천문학적인 기조력， 둘째 바람에

의한 효과와 대기압등의 기상적 영향， 셋째 해류해파및 해수의 밀도 변화 등에 의한 해양

적 영향， 넷째 관측지점의 지각운동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Lisi tzin , 1974).

해면자료를 1개 월 동안 평균하면 주기 l개 월 이하의 요인들 즉 진폭이 큰 조석과 각종

파， 바람에 의한 해면이상， 강수나 담수의 유업에 의한 효과 등은 제거할 수 있다. 그러묘

로 월평균 해면자료는 주로 해양 환경 변화에 의한 해수의 밀도변화， 해안 근처를 지나는

해류의 변화 및 지각운동 등의 효과플 포함한다. 따라서 앞서 고찰한 수온변화외의 해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수송량의 변동을 을수 있다. 대한해협에서의 용적 수송량에 대

해서는 여 러 연구 결과가 있으나 (Hidaka and Suzuki 1949; Yi 1966, 1967, 1970; Miita

1976; Han 1989) 이들 연구는 주로 수송량의 계절적인 변화를 다루었다. 따라서 이 절에

서는 계절변화를 제꺼한 anomaly롤 이용하여 대마난류의 변동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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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는 대한해협에서의 전체 용적 수송량을 의미할 수 있는 부산-모지간의 해연차의

변동과 대한해협 서수도의 용적 수송량을 의미할 수 있는 부산-이ξ하라 간의 해면차 변

동이다. 가는 실선은 평년치 월평균으로 부터의 펀차를 나타내고 굵은 선은 6개 월 running

mean을 나타낸다. 6개 월 running mean한 값을 토대로 보면 대한해협 서수도를 통과하는

대마난류의 변동성과 대한해협 전체를 통과하는 대마난류의 변동성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

을 보이며 부산-모지간 해면하가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이즈하라간해면차 시계

열과 울릉도-묵호간의 온도차 시계 열은 유사한 변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송량의

변동과 유축의 변동 사이에도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다. 수온약층이 깊은

1970년대 후반에 부산-이즈하라간의 해면치는 음(-)의 anomaly를 냐타내고 수온약층이 양

아지는 1980년대 전반에는 부산-이조하라간의 해면차가 양(+)의 anomaly를 보임￡로서

수송량과 수온약층의 깊이 사이에는 음의 상관성이 존재한다. 또 100m 수평 단면에서 분

류한 동한난류 형태분류와 부산-이즈하라간 해면차 변동과 비교하면， 고온형이 많을 때 음

(-)의 anomaly를 가지며 저온형이 많을 해 양(+)의 anomaly를 갖는 수온약층의 깊이 변

동과 유사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부산-이즈하라 해면차 변동과 동해 연안의 울산， 포항， 묵호의 해면변동 사이

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Fig. 14는 동해 연안의 묵호， 포항， 울산의 평년치 월평균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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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해면차 변동이다. 굵은 션은 6개 월 running mean을 나타낸다. 울산과 묵호는 서

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세 관측점 모두 비슷한 주기로 진동하고 있다. 대한해협 서

수도블 통과하는 용적 수송량의 장기 변화를 의미하는 이즈하라-부산간의 월평균 해면의

평년치 평균에 대한 편차와 동해연안 해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Fig. 15은 이즈하라-부

산간의 월평균 해연의 평년치 펀차의 6개 월 running mean과 묵호， 포항， 울산의 월평균

해면의 평년치 펀차의 6개 월 running mean 사이의 coherency이 다. 가로축은 주파수 (cpm)

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주파수당 coherence를 나타낸다. 아래 쪽은 주파수대 위상차를 나타

낸다. 묵호， 포항， 울산 모두 20개 월 주기 (0.05cpm)와 8.3개 월 주기 (0.12cpm)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N. 결 론

동해입구에서의 대마난류의 변동이 동해의 해양변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서 고찰해 보았다.

연안 수온자료를 로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동해연안의 수온은 대마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의 100m 수온수평분포를 토대로 하여 동한난류의 형 태 를 5가지 로 분류하여 그 시 간

적 변동을 고찰하였다. 동한난류가 동해에서 안정적￡록 존재하는 형태는 동해연안을 따라



126 師大論靈 (43)

서 북진하는 형태와 일본쪽￡로 치우쳐 진행하는 형태였다. 동안난류의 형태는 동해의 수

옹과도 관련있는데 그 시간적 변동은 수직적인 수온의 변동을 의미하는 혼합층 갚이， 수온

약층 깊이의 장주기척인 변동과 비교적 잘 일치함을 불 수 있었다.

한펀 동해 업 구의 208측선의 평 균 수온은 대마난류 제 l 분지 인 동한난류의 유축변동을

의미하는 울릉도-묵호간의 수온차와 역상관을 보여 줌으로서 대마난류의 수온이 높을수록

동한난류가 연안쪽으로 접근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수송량의 변동을 의미하는 이즈하라-부산간의 해면차 변동과 동해 연안의 해면 변동과

는 20개 월 및 8.3개 월 주기의 관련성이 존재하였고 이것은 연안수온들의 최대 피크 주기와

비슷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동해 입구에서의 대마난류의 변동은 동해에서의 해양변동과 밀접

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나 좀더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쿠로시요의

변동과 대마난류 및 대마난류와 동해의 변동을 함께 연관시켜 연구할 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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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ceanic Variations of the East Sea Related

with the Tsushima Current

An, Hui Sao and·· Myung Soo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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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γ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tions of the Tsushima Current at the entrance of

the East Sea and those of oceanographic properties of the East Sea are examined. Data

used in this study are coastal oceanographic observations of temperature, results of tidal

observations , and serial oceanographic observations of the East Sea.

Coastal surface temperature has high correlation with that of the Tsushima Current. With

analysis of 100m horizontal temperature distributions, five types of the Tsushima Current

are obtained. The time series in terms of these typeshas similar feature in the long period

to the thermocline depth variations of the East Sea. The higher temperature of 208 line

is, the closer to the coast the East Korea Warm Current is. The variations of sea level

differences between Izuhara and Pusan, which implies the volume transport across the

Korea Strait, has significant relaqonship with coastal sea level anomalies of the East Sea

in Korea.

These facts suggest that closer relationship exist between the variations of the Tsushima

Current in Korea Strait and the variations of oceanographic properties of the East S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