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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중장기 해양 변동성 진단
- 과거 100년동안의 해수면 온도 시계열 자료로부터 해수면 온도지수를 제시하였음
- 해수면은 대양 평균보다 약 2배 큰 상승률을 보이며 최근 상승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분석하였음
- 냉수역(일본분지)과 난수역(울릉분지, 야마토분지)의 중층 해양물성 장기 변동성을 분석하고
냉수역과 난수역 사이의 변동 상관성을 분석하였음
◦ 해양 변동 기작
- 해수면 온도의 변화는 시베리아고기압 및 알류산저기압의 강화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음
- 해수면 상승은 수온 상승에 따른 해수의 열팽창이 주요 원인이며 바람장, 해류 및 염분 변화
에 따른 상승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상 모형과 사실적 순환모델을 활용하여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해수의 수송량 변화가 동해
내부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연직혼합모수화는 동해 해면수온과 혼합층깊이 모사에 유의한 차이를 유발하고, 특히 극전선
과 심층 대류 해역에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동해 향후 변화 예측
- 동해 전체에서 공간적으로 균일한 열속 증가를 모형에 적용하는 경우 해면수온 변화는 극전
선 주변에 나타나고, 혼합층 깊이 변화가 2월 심층대류 중심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IPCC 4차보고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허여 21세기말 외력 변화 (바람응력, 열속 등)과
동해 수온 변화 경향을 제시
◦ 동해 변동과 원격 상관성
- 엘니뇨변동성과 동해표층수온 변동성 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직접적인 관계는 미약하
고 동해 표층수온 변동성이 동해애부 기작과 대기의 직접 영향에 의할 것임을 제시하였음
- 해양순환-해빙 접합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대기 변수 자료 입력 실험을 통하여 해빙 강도와
분포를 재현하여 해빙변화가 북태평양과 동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반을 구축하였음
◦ 분지간 해수 교환
- 울릉도 북부 해역에서 2년간의 해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였음
- 울릉분지와 일본분지 사이의 해수 교환 과정을 보기위하여 해류계 자료를 분석하였고 독도심
층류를 발견하였음. LADCP 관측에 의한 전층의 유속구조를 분석하였음. 울릉분지와 야마토분
지 사이에 중층 해류 존재를 발견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기후변화, 동해, 수온, 해수면, 변동성, 예측

영 어

Climate change, The East Sea, Temperature, Sea level, Variability, Prediction

요

약

문

I. 제목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순환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 연구

II.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는 온실 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실제로 진행중이
며, 해표면 수온 증가, 빙하의 감소, 강수량, 바람장의 변동,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동해에서도 중․심층의 온도 증가 및 산소 고갈이 지구온난화
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동해의 해수면 상승률이 전지구 해수면 상승률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동해의 수온과 해수면 변화의 정량화,
동해 변화 유발의 원인과 기후 변화와 관계, 그리고 향후 동해 변동 시나리오 제시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책 수립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연구개발의 목적

∙ 중장기 (수십년) 해수물성, 해수면 변화의 정량화
∙ 기후변화 및 ENSO와 해빙특성변화에 대한 동해 순환 반응 규명
∙ 동해 해수면온도 변화 시나리오 제시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기간
200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 연구개발의 내용

∙ 동해 해수면온도 장기 변동성 분석
∙ 동해 냉수역과 난수역의 중․심층 해수물성의 중장기 변동 상관성 분석
∙ 동해 해수면 변동성 분석 및 상승 기작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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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류 변화에 따른 동해 순환 변화 실험
∙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 순환 변동성 평가 모델 개발 및 민감도 제시
∙ 연직혼합 모수화에 따른 동해해수순환의 민감도 분석
∙ 동해 표층온도의 장주기 변동성과 ENSO와의 상관성
∙ ENSO 특성변화와 동해 변화 시나리오 작성
∙ 해빙 경년변동과 동해․북태평양 아한대해역 SST 변동 모의
∙ 분지 연결 해역 해류 시계열 자료 확보 및 분지간 해수 교환 분석

IV 연구개발결과
1. 동해 해수물성 및 해수면 장기 변화

가. 동해 해수면온도 변동성
일본

기상청에서

분석된

1891-2005년까지의

해수면

온도자료로부터

35°N-43°N,

128°E-136°E 지역에서 평균화된 월별 해수면 온도 편차의 시계열을 동해 해수면온도 변동
지수로 정의하였다. 동해 온도지수의 8년 이동평균한 장주기 온도지수는 10-20년 주기의 변
동성뿐만 아니라 40-50년 이상의 주기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1910-1940년 동안의 동해 장주
기 온도지수는 1950년대 이후보다 약 3-4도 낮은 온도 분포를 보였으며 1940-1950년 기간
동안 온도는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온난화 경향은
계절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동해 온도지수의 변동성은 시베리아 고
기압과 알류산 저기압의 변동성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동해 중층의 해수 물성 변동성
동해에서 발생되는 해수물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동일본분지, 서일본분지, 울릉분지,
야마토분지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의 장기 변동성을 연구하였다. 동해 전체에서 수온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수온 상승이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시기별로 다르게 나
타났다. 해수 생성의 정도에 따라 수온 변화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존산소의 변
화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동일본분지의 중층의 수온과 용존산소의 변화 경향에서, 상
부의 수온 하강과 하부의 용존산소 증가가 같이 발생하는 경향이 196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났음을 파악하였다. 이 시기에는 여러 해 동안 추운 겨울이 지속되었으므로 새
로 형성된 해수가 중층으로 공급된 양이 컸음을 암시한다.

다. 동해 해수면 변화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동해 해수면 상승률 1993-2006년 기간 상승률(6.4mm/yr)은 지난
9년간 상승률(6.5mm/yr)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높은 상승률은 열팽창
효과가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며, 1990년대 이후 최근 전지구 해수면상승은 열팽창과 해빙으
로 인한 담수유입효과가 비슷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해의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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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변화 특성은 대기압의 계절변화에 따른 변화와 서해, 남해, 동해의 수온변화 특성에 따
른 열팽창 효과, 바람에 의한 해수의 set up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동해 해양 장기변화의 기작
가. 쓰시마난류 변화가 동해에 미치는 영향
상자모형과 이상적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쓰시마난류와 쓰가루해류로 구성된 동해
통과류의 변화가 동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상자모델에서는 동해통과류의 변동성이
동해심층순환에 같은 주기의 변동성을 초래함을 보여주었다. 쓰시마난류에 의해 유입되는
염분으로 인해, 쓰시마난류의 세기가 최대가 되고난 직후에 동해북부에서 심층수 생성이 시
작된다. 이상적 3차원 수치모형은 동해의 장주기 변동성은 동해자체의 역학적 과정에 의해
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됨을 보여주었다.

나.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순환 변동 전망
사실적 해양 순환 모델을 이용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의 반응 또는 미래 전망을
시도하였다. 동해 순환 변화 예측의 일례 로 미국 지구유체역학연구소(GFDL) 기후모델
버전2.1 (CM 2.1)의 A1B 시나리오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미래 동해 순환 변화를 예측
하였다. 21세기 말 동해의 미래는, 동해 북부의 일본 분지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순환
이 약해지고 아극전선 또한 현재보다 북쪽으로 이동하며, 극전선을 따라 흐르는 동서방
향의 흐름은 다소 강해지고 동한난류도 현재보다 더욱 북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
으로 2 ～ 4 ℃ 정도의 표층 수온 상승을 보이며, 기온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비해 겨
울철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직 방향의 남북순환은 현재보다 중층 자오순환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적인 모형 결과로부터 동해의 대기 강제력을 설정
하는 것보다는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으로 판명되었다.

다. 연직혼합 모수화에 따른 동해 수온과 혼합층깊이의 장기반응
서로 다른 4개의 연직혼합모수화를 이용하여 동해순환모형을 장기적분 (50년)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결과 기후 변화에 중요한 해양 요소인 해면수온과 혼합층깊이 모두
유의하게 다름을 발견하였다. 즉 해면수온은 모수화에 따라 2도 이상 차이나며 그 차이
는 극전선 주변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현재기후 기온을 2도 증가한 이상화된 온난화 실
험에서는 혼합층깊이는 대류역에서, 수온은 한반도 연안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두
실험 결과는 연직혼합모수화에 따라 온난화 모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3. 극지해역/ENSO 특성변화가 동해에 미치는 영향

가.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ENSO 특성 변화에 따른 동해 및 주변해 변화 특성
지구 온난화에 따른 ENSO 특성 변화와 이에 따른 동해 및 주변해 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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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네번째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기후모형 자료에서 얻어진 NINO3.4 SST 지수의 표준편차를 분석
하였다. 23개의 기후 모형들 중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ENSO 를 모의하고 있는 기후모형들과 상대적으
로 작은 크기의 ENSO를 모의하고 있는 기후 모형에서 ENSO-동해 표층온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기후 모형아래에서 ENSO가 모의되는 특성의 차이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 아래에서 동
해를 포함하는 한반도 주변의 표층수온의 반응 차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 해빙 경년변동과 동해 SST 모의결과 분석
NCAR CSIM에 기반한 해빙모형과 NCEP 대기 열속 재분석자료 및 전구해양순환모델의
해양혼합층 변수들을 입력자료로 하여 1996-2005년의 10년 기간에 대해 해빙 변동을 모의
하였다. 남반구와 북반구 해빙역의 평균적인 해빙 면적은 대체로 관측에 가까운 분포 형태
를 보였으나 해빙의 두께는 적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북극해에서 계속적인 증가 패턴을
보였다. 동계에 북반구 아한대해역의 대륙연안에서 형성되는 해빙은 해양순환모델로부터 제
공된 표층수온을 보다 더 냉각시킴으로써 동해와 오호츠크해의 해면수온 분포를 좀 더 관측
에 가깝게 모사하였다. 모의된 SST는 동해와 북태평양 아한대 해역의 일부 정점에서 적분
전반기에 상승 경향을, 후반기에 하강 경향을 나타냈다. 해빙 두께의 사실적 재현을 위하여
북극해에서 카나다 북부의 다도해 지역에 대한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4. 동해 분지간 해수 교환 평가

가. 울릉분지와 일본분지사이의 해수 순환
울릉분지와 일본분지간의 해수교환 평가를 위하여 울릉도 북쪽의 울릉분지와 일본분
지를 연결하는 협곡 2정점의 3개 층에서 2년간 유속 시계열 자료를 획득하고 심층해류
가 지형의 영향을 받으며 해저강화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 한국
해저간극에서는 장기간 해류계 자료를 대학 연구팀과 공동 분석하여 심층 흐름은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왕복 구조로서 대부분 일본분지로부터 울릉분지로 향
하는 흐름이 있으며 독도 부근에서는 울릉분지로 들어왔던 해수가 일본분지로 나가는 강한
북향 해류가 있는 것이 밝혀져 이를 독도심층류로 명명하였다.

나.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 사이의 해수순환
ARGO 뜰개 자료로부터 Oki Spur와 야마토해령 사이를 통하여 울릉분지 쪽에서 야마토
분지 쪽으로 유입되는 해류를 발견하였다. 두 분지의 연결해역은 해산에 의하여 두 개의 좁
은 통로로 구분되어 이 해류는 폭이 매우 좁고 이 때문에 과거 관측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해상도 해역 수환모델링 결과와 ARGO 자료는 200 m 이심에서 이 해류
에 의한 해수 수송량은 약 1.8 Sv로 나타났다. 이 해류와 북한해류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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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울릉분지의 분지간 해수 교환에 관한 자료 획득으로 심층 순환 모식도 개선
∙ 동해 수온변화 전망을 생지화학환경변화 연구에 기초자료(혼합층 깊이 등) 제공
∙ 상자모형에 화학과정을 추가하여 기후변화나 통과류가 동해 생지화학과정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동해․남해․서해 해수면의 연변화 발생 기작을 설명함으로써 해안 구조물 설계시 지역
별 특성 이해 도움 및 월평균 해면변화를 고려한 월자료를 관측으로 연평균해수면 산출
∙ 장기해수면 상승률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신뢰성 있는 상승률 제시를 통한 국
민의 알권리 충족과 장기 국가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요인 중 대륙으로부터 유입수에 의한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기
반 연구 성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시스템모델 개발과 기후변화 국가
표준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에서 해빙-해양 접합모델의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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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Study on the Response and Prediction of Circulation and Variability in the East Sea
caused by Climate Change

II. Necessities and objectives of the study
1. Necessities of the stud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reported that the global
warming due to the increase of green house gases is real, and that various changes,
such as temperature increase, decrease of the glacier, variations in precipitation and
wind field, sea level rise etc., appear. In the East Sea, it is suggested that temperature
increase in the intermediate and deep layers and decrease in oxygen concentration are
related to the global warming, and it is shown that the increasing rare of the sea level
is higher than that of the global mean. Thus, investigations of the quantification of
variations in water properties and sea level, the mechanism of its variation, and
development of a scenario of long-term variation in the future are urgently needed to
make the adaptation policy of climate change.

2. Objectives of the study

∙ Quantification of long-term (multi-decadal) variations in water properties and sea
level
∙ Investigation of the response of circulation variability to the global climate change,
the ENSO (El Nino-Southern Oscillation) from the tropics, and the sea ice from the
polar oceans
∙ Development of a scenario of sea surface temperature (SS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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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1. Period of the study
January 1, 2006 - December 31, 2008

2.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 Analysis of long-term variability of the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East Sea
∙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long-term variabilities of water properties between
cold region (Japan Basin) and warm region (Ulleung and Yamato Basins)
∙ Analysis of sea level variability and increasing mechanism
∙ Numerical experiments for the response of the East Sea circulation to the
throughflow variation
∙ Development of an estimation model for circulation variability in the East Sea
according to climate change
∙ Analysis of the response of the East Sea circulation for the vertical mixing
parameterization
∙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long-term variabilities of SST in the East and ENSO
∙ Simulation of the annual variations of sea ice in the Arctic & Antarctic region and of
the SST in the East Sea and the North Pacific subarctic region
∙ Acquisition of time series current data and analysis of circulation in the gateway
between the basins

IV. Results
1. Long-term variations in water properties and sea level in the East Sea

a. Variability of SST in the East Sea
We define the EJS (East/Japan Sea) SST index, which is averaged monthly SSTA
over the region 35°N-43°N, 128°E-136°E, for the period of 1891-2005. And then we
filtered the EJS SST index by an 8-year running mean to examine the EJS SST
variability on decadal timescales. The EJS SST index has a primary spectral density on
decadal-to-multidecadal timesacles around 10~20 years and even at the very low
frequency (40~50 years). For the period of 1910-1940, the low frequency EJS SST index
is cooler approximately 3~4C than that after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n during the
1940s, the EJS SST index shows a significant warming trend. It is foun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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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period of warming since the mid 1980s is not limited to a certain season. As the
previous study have suggested, the EJS SST index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variations of the Aleutian low and the Siberian high pressure system.

b. Variability of water properties in the mid layer
We investigated long-term variabilitie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dissolved oxygen
in the Eastern Japan Basin, Western Japan Basin, Ulleung Basin and Yamato Basin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riation of water properties in the East Sea. Even though
warming trends were found in the whole East Sea, the increasing rate of temperature
was different from period to period. Variation of dissolved oxygen implies that the
variability

of

temperature

depends

on

the

amount

of

newly-formed

water.

The

simultaneous decrease of temperature at shallower depth and oxygen increasing at
deeper depth in the intermediate layer took place in the late 1960's and the mid-1980's.
Since cold winters persisted for several years during those periods, it was assumed that
a large amount of newly-formed water was supplied to the intermediate layer during
those cold winters.

c. Sea level change
Rapid sea level rising over 1993-2006 (6.4mm/yr) in the southern East Sea is similar
to the sea level rising rate of 9 years (1993-2001). The main mechanism for high rate
of sea level rising seems to result from thermal expansion effect, as shown in the
previous 9 year trend, while the global sea level rising rate of 3.4±0.4mm/yr over the
last 16 years (1993-2008) is reported to be approximately equally driven both by the
thermal expansion and ice melting effects with increasing rate of approximately
1.5mm/yr. The spatial variability of annual sea level variation was examined in the
adjacent seas Korean peninsula, and found to be driven by inverse barometric effect of
atmospheric pressure variation, corresponding thermal expansion effects in the Yellow,
the South, and the East/Japan Seas, along with the effect by the wind set up.

2. Mechanism of the long-term oceanic variability in the East Sea

a. The effects of the interdecadal variation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on the East Sea
Through box model experiments and idealized 3D OGCM experiments,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East Sea through flow that is consisted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and the Tsugaru Current on the East Sea Circulation. The box model
shows that the interdecadal variation in the Tsusima could cause a variability of the
same frequency in the East Sea overturning circulation. Due to the salt transported by
TG G T

the Tsushima Warm Current, the deep convectio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East Sea
occurs at around the maximum of the transport of the Tsusima Warm Current. The
idealized 3D model also shows that the interdecadal variability of the East Sea is not
caused by its internal dynamics but transported from outside.

b. Prospect of the East Sea circulation according to climate change
The future of the East Sea circulation has been estimated using a realistic ocean
circulation mode under the forcings produced by GFDL CM2.1 with IPCC SRES A1B
scenario. The responses of the East Sea show that the anti-clockwise circulation of
Japan Basin in the northern East Sea would be weaken and the subpolar front
would move to the north compared to the present location. It is also projected that
the eastward current following the subpolar front would be stronger and the East
Korea Warm Current flow to the farther north. The overall sea surface temperature
would increase about 2～4 ℃ and the warming in winter is much higher than that
in summer. The highest local warming is found in the East Korea Bay and the
subpolar

front

region

affects

much

sensitively.

The

strength

of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in the intermediate layer would be weaken. It is suggested
that one of the best climate change projection method for the East Sea circulation
is to force the regional model by the ensemble mean atmospheric fields of climate
models with the East Sea Throughflow produced by 3-D global ocean model.

c. Long-term responses of the temperature and mixed layer depth in the East Sea
for four different vertical mixing parameterizations
Long-term

(50

years) simulations of the East Sea circulation model show

significantly different reponses to the vertical mixing parameterization. The most
noticable

differences

are

found

near

the

subpolar

front

for

the

sea

surface

temperature and near the convection region for the mixed layer depth. An idealized
warming experiment with the air temperature increased by 2℃ indicates substantial
changes of the mixed layer depth in the convection region and the temperature along
the Korean coast. These experiments suggest that the response of the model East
Sea to the future global warming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vertical mixing
scheme applied in simulation.

3. Effects of variability in polar ocean/ENSO on the East Sea

a. The changes in ENSO properties due to global warming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Eas Sea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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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s in ENSO properties due to global warming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EJS basin, we analyzed the 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s
(CGCMs) used in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the fourth report. We
first analyze the NINO3.4 SST index simulated in the CGCMs in order to categorize the
two different groups of CGCM where one simulate the high ENSO variability and the
other simulate the low ENSO variability, respectively. And then, we examine how the
ENSO-EJS relationship changes under changes in ENSO amplitude due to global
warming. It is found that the East Asian maginal seas including the EJS show different
sensitivity to ENSO forcing under global warming.

b. Interannual variation of sea ice and simulation of the SST in the East Sea
Interannual variation of sea ice was simulated for 10 years based on the NCAR
CSIM using the NCEP reanalysis data for the atmospheric boundary condition and the
mixed layer data from the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Simulated sea ice area
showed similar patterns in the general mean distributions with the observed ones in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Sea ice thickness, however, was increased continuously
during the model integration periods in the Arctic region. SST in the East Sea and the
Okhotsk Sea in winter season was simulated closed to the observations compared to the
SST reproduced in the OGCM. Simulated sst at some selected points in the East Sea
and North Pacific subarctic region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the former few years
and decreasing trend in the latter few years during the period of 1996-2005. For the
realistic simulation of sea ice thickness it is needed to resolve the horizontal circulation
in the Arctic region, especially the Canadian Archipelago throughflow.

4. Water exchanges between the basins in the East Sea

a. Circulation between the Ulleung Basin and Japan Basin
In order to see the circulation in the narrow pathway between the Ulleung Basin
and Japan Basin in the area north of Ulleungdo, two-year long time series of
current meter data are obtained for three layers in two mooring sites. The data
reveal the flow field is topographically controlled and intensified in the deep laye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ata obtained current meter moorings in the Ulleung
Interplain Gap (UIG), it is found that the deep UIG circulation is a two-way flow
with weak southward flows directed into the Ulleung Basin. A strong and narrow
compensating outflow occurs in the eastern UIG near Dokdo and is referred as the
Dokdo Abyssal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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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rect flows from the Ulleung Basin to Yamato Basin
Over the southern part of the East Sea using the trajectories of ARGO floats, we
show that there are robust direct flows from the Ulleung Basin to the Yamato Basin
through a gap between the Oki Spur and the Yamato Rise. The sea mount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gap subdivide it into two narrow (northern and southern) passages.
The flows, therefore, are very narrow and this explains why this flow was not reported
earlier. A high resolution regional ocean model that is consistent with current meter
moorings and ARGO data in general shows that the mass flux through the gap below
200 m is about 1.8 Sv. The flows through the gap, especially the ones through the
southern passage, are well correlated with the southward current along the eastern coast
of Korea found below the thermocline, the North Korea Cold Current.

V. Application plan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 Improvement for understanding the deep circulation according to acquisition of time
series current data in the gate of the Ulleung Basin
∙ The use of predicted temperature change in the East Sea as input data to the study
for changes in biogeochemical environment
∙ The study for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r throughflow on changes in
biogeochemical environment adding chemoical processes to the developed box model
∙ The use of the mechanism of annual sea level variation for the design activity of
coastal structure as estimate annual mean sea level based on observation monthly
data considering changes in monthly mean sea level
∙ The use of the estimated rate of sea level rise to prepare the long-term national
countermeasure as a basic data
∙ The study for the effect of outflow from the land on the sea level rise in the seas
around the Korea Peninsula
∙ It is expected that the simulation experience and techniques obtained in the sea
ice-ocean model experiments can be used for developing the earth system model
which is planned as the national proje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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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1) stands for vertical advection,

(2) for horizontal advection

and (3) for the non-linear advection.
Fig. 3.3.20.

145

The standard deviation of NINO3.4 SST index in observations and the
IPCC 20C3M run. The number in x-axis denotes the IPCC CGCM seen
in Table 1.

Fig. 3.3.21.

148

The difference of mean SST during winter between the 20C3M run and
the SRESA1B run in the FGOALS CGCM (upper) and the GISS-ER
150

(lower).
Fig. 3.3.22.

Variations of (a) ice area and (b) ice volume in the Arctic and
Antarctic oceans simulated in the coupled sea ice-ocean mixed layer
156

model.
Fig. 3.3.23.

Variations of heat flux between (a) sea ice and atmosphere, and (b) sea
ice and ocean in the Arctic and Antarctic oceans simulated in the
coupled sea ice-ocean mixed layer model.

Fig. 3.3.24.

156

Seasonal variations of ice thickness in the Arctic and Antarctic oceans
158

simulated in the coupled sea ice-ocean mixed layer model.
Fig. 3.3.25.

Seasonal variations of ice thickness in the East Sea and Okhotsk Sea.
159

Fig. 3.3.26.

Seasonal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Arctic and
Antarctic oceans simulated in the coupled sea ice-ocean mixed layer
model.

Fig. 3.3.27.

Seasonal

160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simulated in the coupled sea ice-ocean mixed layer model.
Fig. 3.3.28.

East

Sea
161

Monthly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at some selected points
in the East Sea and North Pacific subarctic region, averaged for 10
years.

Fig. 3.3.29.

162

Interannual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at some selected points
in the East Sea and North Pacific subarctic region.

Fig. 3.3.30.

Locations of SST stations, A-

163

in the East Sea and North Pacific

region.

163

Fig. 3.4.1.

Study area and each station maps in the East Sea.

166

Fig. 3.4.2.

NOAA-AVHRR infrared SST images.

167

Fig. 3.4.3.

Vertic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DO observed at the
line A and B in Fig. 3.4.1(a). in September 2006.

Fig. 3.4.4.

Vertical disti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DO observed at the
line A and B in Fig. 3.4.1(c). in September 2007.

Fig. 3.4.5.

169
170

Vertical disti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DO observed at the
line A and B in Fig. 3.4.1(e). in October 2008.

171

Fig. 3.4.6.

Microstructure profiler TurboMAP.

172

Fig. 3.4.7.

Vertical profiles of the dissipation rate of turbulent kinetic energy(ȿ,
W/kg) and vertical density gradient obtained with the turboMAP along
transect A in September 2006.
TG G T

173

Fig. 3.4.8.

Vertical contours of the dissipation rate along transects A and B in
September 2006.

173

Fig. 3.4.9.

Vertical distributions of calculted eddy diffusivity in Fig. 3.4.8.

174

Fig. 3.4.10.

TurboMAP station map in March 2007 and wind vectors measured at
the R/V Eardo.

Fig. 3.4.11.

Vertical

profiles

175
of

the

ȿG and

vertical

density

gradient

between
175

Ulleungdo and Dokdo in March 2007.
Fig. 3.4.12.

2

Vertical distribution of the ȿG and the Brunt-Väisälä frequency(N ) in
March 2007.

176

Fig. 3.4.13.

Locations of current moorings.

178

Fig. 3.4.14.

Current meter mooring configuration at the K1.

179

Fig. 3.4.15.

Current meter mooring configuration at the K2.

180

Fig. 3.4.16.

Vector time series at the K1.

182

Fig. 3.4.17.

Vector time series at the K2.

183

Fig. 3.4.18.

Progressive vector diagrams.

184

Fig. 3.4.19.

Mean current vectors at the each staton.

184

Fig. 3.4.20.

CTD and LADCP stations observed between Ulleungdo and Dokdo in
March 2007, March 2008 and November 2008.

Fig. 3.4.21.

186

Vertical sec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 salinity (psu), geostrophic
current (cm/s) and measured current (cm/s) by LADCP observed across
Ulleung Interplain Gap in March 8-9, 2007.

Fig. 3.4.22.

189

Vertical sec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 salinity (psu), geostrophic
current (cm/s) and measured current (cm/s) by LADCP observed across
Ulleung Interplain Gap in March 13-15, 2008.

Fig. 3.4.23.

190

Vertical sec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 salinity (psu), geostrophic
current (cm/s) and measured current (cm/s) by LADCP observed across
Ulleung Interplain Gap in Nov. 4-6, 2008.

Fig. 3.4.24.

Geostrophic current transport (1.0E-06 Sv) in the four layers observed
in March 2007, March 2008 and November 2008.

Fig. 3.4.25.

191
192

Comparison of net volume transports (1.0E-06 Sv) of geostrophic with
measured by LADCP.

193

Fig. 3.4.26.

Area map.

206

Fig. 3.4.27.

Velocity around the gap at 700 m estimated from the trajectories of
208

ARGO floats.
Fig. 3.4.28.

Mean circulation pattern at 700 m from the model. Vectors are shown
at every other grid points both in zonal and meridional directions.

Fig. 3.4.29.

211

Mass transports between 200 m and bottom unless noted otherwise
though the lines shown in Fig. 3.4.28. Negative values mean transports
from the UB to the YB.

212

TG G T

List of Tables
Table 3.1.1.

The number and late of trend in each case of wind speed trend

58

Table 3.2.1.

Configuration of experiments

69

Table 3.2.2.

Summary of the experiment

99

Table 3.2.3.

Energetics from each case. See the text for the definition of the
quantities

104

Table 3.2.4.

Vertical mixing schemes used in the numerical experiments

107

Table 3.3.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EJS SST index and the NINO
115

indices during winter for the period of 1891-2005
Table 3.3.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EJS SST index and the NINO
indices during summer for the period of 1891-2005

Table 3.3.3.

115

Characteristics of the NINO4 SST index between 1935-1955 and
1978-1998

117

Table 3.3.4.

CGCM runs used in this study

122

Table 3.3.5.

The projection coefficients of wind stress (in the linear sense) in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140

Table 3.3.6.

The IPCC CGCMs used in this study

149

Table 3.3.7.

NCEP reanalysis data used for the atmospheric boundary condition
(1996-2005)

Table 3.3.8.

NCEP

reanalysis

153
data

used

for

the

calculation

of

air

(1996-2005)
Table 3.3.9.

density
153

Atmospheric input data interpolated into 1-degree horizontal resolution
153

Table 3.3.10. Monthly mean upper mixed layer variables obtained from 1-degree
resolution global ocean circulation model

154

Table 3.3.11. Area, volume and thickness of the sea ice and the heat flux between
the atmosphere and the ocean simulated in the sea ice model

157

Table 3.4.1.

Summary of observations

165

Table 3.4.2.

Summary of moorings

177

Table 3.4.3.

Information of the current meter at the K1

177

Table 3.4.4.

Information of the current meter at the K2

177

Table 3.4.5.

Locations, depths and observation times for CTD and LADCP stations
observed between Ulleungdo and Dokdo in Mar. 2007, Mar. 2008 and
187

Nov. 2008
Table 3.4.6.

Comparison of mean currents from current meter moorings from
Senjyu et al. (2005), the ARGO data, and the model, ESROM

TG G T

21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ㅇ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 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며, 이로 인해 해표면 수온 증가, 빙하의 감소, 강수량, 바람장의 변동, 해수면 상승 등 다양
하고 복잡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동해에서도 중․심층의 온도 증가 및 산
소 고갈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제시었으며(Kim et al., 2001), 동해 북부에서
약 15년 주기 변동성에 대한 보고와 북서태평양 변동성과의 관련성 (Watanabe et al., 2003)
과 대마난류 수송량의 15년 주기 변동성 (Takikawa and Yoon, 2005)이 제시된 바 있다. 동
해 해수면 상승률이 전지구 해수면 상승률보다 훨씬 크며, 비균질적이고, 최근 상승률은 주
로 열팽창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Kang et al., 2005). 이러한 배경
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 동해의 변화 계속여부는? 무엇으로 또는 어떻게 동해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것인가?
∙ 동해의 변화는 기후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동해 변화 유발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한,

동해 변화 유발의 직접적 원인은 기후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동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즉,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동해 예측 시나리오 산정이 가능한가?

ㅇ 이러한 물음을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으로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연구에 앞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즉,
∙ 동해 변동 지시자 및 변동 유발 직접 요인에 대한 자료 조사, 분석
∙ 동해 변화 유발 요인과 전지구 기후변화와의 관계 규명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동해 변화 유발 요인 변동 시나리오 산정
∙ 동해 변화 유발 요인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동해 반응 규명 및 예측
의 단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관측, 분석, 모델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ㅇ 동해 변화에 대한 기존 전망을 보면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향후 40 년 후에는 저층의
Bottom Water 공급이 없어지고 저층의 무산소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Kang et
al., 2003) 이는 단순 폐쇄성 Box model 예측으로서, 측면과 표면 경계조건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예측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보다 정교한 변동성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변동지시자를
통한 분석접근이 필요하며 본 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동지시자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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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변동 지시자 I : 분지간 해수 교환 -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심층수 형성 및 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지간 심층수의 해수교환 및 상하층의 혼합률을 관측하고 분석하는 기
술이 필요하다.
∙ 동해 변동 지시자 II : 해수면 변동 - 지난 1단계 연구를 통해서 1993-2001년까지 최근
9년간 동해의 해수면 상승률은 약 6mm/yr 내외로서, 전 세계 평균 상승률의 약 2배에 달하
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특히 상승 기작의 경우, 근래에는 열팽창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그 특성이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승 기작 변화를 밝히
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동해 변동 지시자 III : 동해 물성 및 순환 변동 - 대표적 특징인 동해 중․심층의 온도
증가 및 산소 고갈에 대하여 동해 북부에서의 약 15년 주기 변동성 등 과거 활용 가능한 자
료의 확보 및 재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제시된 심층 대류 약화 및 순환 변동성과의 상관관
계 규명과 동해 변동 직접 원인의 변동 특성과 이에 대한 동해 반응 규명이 필요한 사항이
다.

ㅇ 동해 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표면 및 해협을 통한 열, 염 및 운동량 교환으로 볼 수
있는바 해협을 통해 유입되어 동해를 관통하여 흐르며 해협을 통해 유출되는 통과류(대마난
류, 일본열도를 따라 흐르는 지류, 동한난류, 북한한류, 극전선류 등)의 변동성에 수반되는
열 및 염 수송량과 대기와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대기 복사, 강수, 바람 등의 변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ㅇ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지역적 기후변화의 총합으로 표현되나, 주로 적도와 극지방에서
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온대역은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화의 징후를 인지
하기가 용이치 않다. 엘니뇨/라니냐 현상(이하 ENSO)은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약
2-7년의 불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기후학적인 평균값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이다.
ENSO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가장 뚜렷한 기후 변동성중의 하나로 연별, 경년별 그리고
십년 이상의 장주기적인 시간규모를 가지고 그 크기와 지속기간이 변하며 전 지구적인 일기
및 기후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Phaden, 2004). 따라
서, ENSO나 해빙 등이 기후변화의 직접적 지시자로 활용될 수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역은 이들과의 상관성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에 이를
대표 기후변화 지시자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동해 변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들의 변동 중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또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동을 산정하는 기술이 선행되어야,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의 반응과
중장기 변동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동해의 변동을 감지하고, 변동 유발 요인을 분석
하며, 기후변화와 동해 변동 지시자 또는 동해 변동 유발자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의 반응 및 중장기 예측을 위해서는 관측과 자료 분석, 모델링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매우 절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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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소 기술별 연구의 필요성
∙ 분지간 해수 교환 관측, 분석, 평가: 분지간 해수 교환율 및 연직 혼합률 산정, 평가를 위
한 계류 관측 기술 및 해상 실험, 기존 자료와의 병합을 통한 자료 재구성 기법 등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해수면 자료, 분석, 평가: 최근의 급격한 전 지구적 온도 상승과 관련하여 해수면 상승률
의 변화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ㆍ평가하고, 향후의 해수면 변화 기작을 예지하기 위하여
해수면 변화와 관련된 최근 관측 자료에 근거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최근
(2006～2007년)까지의 동해 장기해수면 변동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해수면 변화는 기후변화의 척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상승특성은 해역별로 다르게 일어나고
상승 특성도 해역별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해에서 해수면 변화
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해수면상승에 따른 영향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 축
적이 필요하다.
∙ 동해 순환 변동 평가 모델링 및 해빙/해양-대기 접합 모델링: 동해 변동 유발 요인의 변
동에 따른 동해의 반응을 평가 할 수 있는 해수 순환 모델이 필요하다. 기존의 평균장 재현
모델이나, 단기 예보 목적의 모델 개발과는 개념적으로 차별화 된 목표 지향적 모델링 도입
기술이 필요하며 동해 변동 유발 인자의 선정 및 장기 변동성 분석, 평가 기술과 연계하여
통과류, 경계 조건, 연직 혼합 방안 등에 따른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
다. 또한 기후변화와 동해 변동 유발인자와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동해 순환 변
동 평가 모델의 경계 조건 산출과 연계되는 해빙 모델 개발과 해양-대기 접합 모델링 기술
을 접목 시킬 필요성이 있다.
∙ ENSO/지구온난화: 지구 기후변화는 지구 기후계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 즉, 지구 대기와
해양, 지표면, 해빙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며 이러한 기후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거에
진행된 기후변화의 진단은 물론 향후 변화의 예측을 위해서도 기후계 모델의 개발과 실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기후계 모델은 기후변화와 연관된 학문 분야의 발전에 힘입
어 점점 더 복잡화, 세련화되어 가고 있다. 국제적인 선진 기후변화 연구기관에서는 최신 기
후모델의 개발과 초고속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에 진력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후변화 예측 시
나리오에 근거한 자국 대응책 마련, 관련 분야의 국제적 지위 선도 및 인류 사회 복지에의
기여를 꾀하고 있다. 특히 1982-1983년과 1997-1998년에 발생한 엘니뇨는 최근 100년간 발
생한 어떤 엘니뇨보다 그 강도가 큰 것으로 이에 기인한 전 지구적 해양, 기상의 이상변동
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수 조원에 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NSO는 열
대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 현상은 전세계 기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
으나 아직 ENSO의 구체적인 발생기작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ENSO 특성의 장주기 변동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ENSO의 강도와 주기가 십
년 이상의 긴 시간규모를 가지고 그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알
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전 지구 기후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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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ENSO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

2. 경제․산업적 측면
ㅇ 최근에 해양 선진국에서는 심층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일부
는 이미 상품화되어 시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동해 심층수의 특
성이 변하여 산소가 고갈되고 오염이 되면 심층수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워 질 수 있
다. 울릉분지 남부해역은 해양투기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과거 소련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남부 해역에 핵폐기물을 투기하였다. 그러므로 일본분지, 울릉분지 및 야마토분지간의 해수
교환을 조사 분석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ㅇ 동해의 해수면 상승 경향은 장기적으로 동해 연안 해수욕장의 수심과 지형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과 파랑 특성의 중장기적 변화는 연안을 따른 주요 항만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개발에도 영향 미치게 된다. 동해와 서해, 남해 등 한반도 주변해역
의 해양 표층 상태는 동계 폭설, 하계 집중호우, 해무발생, 태풍의 강도와 빈도, 경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상승은 아니나 1990년대 중반 목포지역에
서는 연최고 해수면이 인근 연안역 개발 후 약 60cm 증가하여 목포시에 많은 침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십-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50c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은 연안
에 막대한 경제, 산업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정량적
이고 면밀한 연구는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연안에서 일어나고 있
는 해수면 변동 정보는 장차 산업기지를 개발하거나 가동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향후 운용방
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ㅇ 기후변화는 인류와 지구환경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
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 방식과 경제․과학․기술 정책 등에 많은 변
화가 필요하다. 전 지구적 일기 및 기후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ENSO의 경년 및
장주기 변동 특성을 규명하고, 기후변화에 기인한 ENSO 특성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한반
도 주변해역에 대한 정확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로 국가 경제, 산업 제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 비용의 저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북태평양 및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어획량 및 어종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그 변동성이 지구 기후변화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때, 수산자원과
ENSO에 기인하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기상변수들의 장기변동성 및 연관성에 대한 연
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ㅇ 수산업 통계에 의하면 지난 30-40년 동안 동해에서 명태, 대구 등 한류성 어족의 어획량
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고등어, 멸치, 오징어 등 난류성 어족의 어획량은 급증하였다.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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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획량은 1980년 이전까지 겨울철 어획량이 5,000 mt 미만이었으나 1980년 이후 점차 증
가되어 1980년대 후반에 5,000-10,000 mt 이었고, 1995년 이후 최근에는 더욱 증가하여
13,000-32,000 mt 수준에 달하였다.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동뿐만 아니라 어장의 변화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갱이, 멸치, 방어 등의 난
류성 어종들의 겨울철 분포 해역이 점차 북상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박종화, 2003). 이
러한 수산자원의 분포와 자원량의 변동에는 해양의 물리, 화학적인 환경 변화와 생태계 하
위영양단계의 변화 및 대기의 기후변화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ㅇ 기후변화 혹은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수면변동 특성을 분석, 제시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에 부응하는 분야이다.

ㅇ 동해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국외 연구자에 의해 더 많이 발표되는 실정이어서 동
해 연구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시킬 필
요가 있다.

ㅇ 지구온난화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주변해양의 표층상태를 또 다른 기후치로 이동
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육상의 기상과 기후패턴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조 7천억 원의
재산피해와 130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했던 2003년 태풍 매미의 발생과 같은 태풍의 강화 조
짐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에 대해 향후 활발히 연구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의
극심한 변화는 인구와 시설이 밀집한 현대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하
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국립방재
연구소, 2003).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반도 주변해양의 기후변화 예측 결과를 공유
함으로써 농업, 수산, 삼림, 수자원, 보건, 에너지, 환경기술 분야 등에서 중장기적인 대응방
안을 수립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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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의 최종목표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의 반응을 규명하고 향후 동해의 변동성1)을 예측하기 위하여,
분지간 연결해역을 포함한 동해의 순환 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평가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KORDI형 모델을 개발함. 도출된 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반응에 대한 국가 정책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해양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세부 연구 목표는 아래와 같다.
ㅇ 동해 분지간 해수교환량 평가
ㅇ 동해에서의 장기 진동특성 분석 및 해수면 변화에 대한 상승률 산정과 상승기작 분석
ㅇ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순환 변동성 평가 모델 개발 및 민감도 제시
ㅇ 동해 분지해역의 중․심층 순환 중장기 변화 모식도 제시
ㅇ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극해역/ENSO 특성변화와 이에 의한 동해 표층 수온 변동성 반응
시나리오 제시

2. 연차별 연구 목표 및 내용
가. 1차년도 (2006년)
목

표

내 용 및 범 위

∙분지 연결 해역 해류 시
계열과 전선역 과정 관측,
분석
∙냉수역 해수물성의 중장
기 변동성 파악
∙정량적

해수면

상승률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최
근 해수면 상승률 평가 및
시범제주해역 표고 조사
및 침수환경도 산정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 순환 변동 평가 모델
구축
∙ENSO와

해빙의

및 장주기 특성 파악

경년

∙전선역 중․심층 해류, 혼합지수 관측 및 북부해역 중층해수 물성 분석
∙일본분지 중․심층 수온, 염분 및 용존산소량 중장기 변동 특성 분석
∙울릉도-독도 해역에 대하여 서울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유속계
계류 및 물성조사
∙2000년대 수온ㆍ염분자료 수집
∙조위자료, 고도위성자료, ARGO 부이 자료 수집
∙정량적 상승률 평가 및 중장주기 진동 특성 분석
∙제주북서부 해안(30km) 표고조사(해안상+1.5m)
∙통과류 (대마난류, 쓰가류 해류와 소야 해류)를 고려한 이상적
동해와 북서태평양 순환모형 구축
∙단순 모수화 방안부터 난류 모수화 방안에 이르는 연직 혼합 방
안 검토 및 시험 가동
∙통과류를 고려한 사실적 동해순환 변동 평가 모델 구축
∙ENSO 주기 및 강도의 장주기 변동을 PDF, EOF, EEOF 및 시
계열 분석을 통해 특성 파악
∙동해 표층온도 장주기 변동성 분석
∙대기와 해양의 기후치 경계조건 변수들을 생산하고 이에 따른
극지역 해빙 모델 실험

1) 본 과제에서는 중기 변동성의 개념을 지구 경년 변동의 가장 우세한 주기인 3～8년 정도로 장기
변동성은 약 10～30년 주기 변동성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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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2007년)
목

표

내 용 및 범 위
∙중․심층 해류, 혼합지수 관측 및 울릉․야마토분지 물성 중장
기 변동 분석

∙분지 연결 해역 해류 시 ∙울릉분지 중․심층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중장기 변동성 파악
계열과 전선역 과정 관측 ∙2000년대 수온ㆍ염분자료 수집 (JODC, 수산과학원 자료등)
∙열염분효과에 의한 1990년대 이후 변화 평가

(계속)

∙난수역 해수물성의 장기 ∙장주기 진동 기작 분석
∙동해해수면 최근 12-13년 변동성 유발기작 연구

변동성 분석
∙해수면상승 기작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순환 변화 실험- 열염분순환과 온도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

해수 순환 민감도 제시
∙해빙ㆍENSO

∙사실적, 이상적 모형을 이용한 통과류와 그 변화에 따른 동해
∙연직혼합방안에 따른 해면수온 및 혼합층깊이 분포 분석

변동성의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ENSO 변동성 민감도 실험

민감도 실험

∙동해 장주기 변동성과 ENSO의 상호 관련성 분석
∙대기와 해양의 온난화조건이 고려된 극지역 해빙모델 실험을 통
해 광역 변수들을 생산

다. 3차년도 (2008년)
목

표

내 용 및 범 위

∙동해 남서부해역 중․심층 ∙남서부해역 중층순환 분석, 연직혼합특성 파악 및 물성분석
순환 및 물리 특성 파악

∙일본분지,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 중․심층의 수온, 염분, 용존

∙냉수역과 난수역의 중․ 산소량의 중장기 변동성의 상관성 분석
심층 해수물성의 중장기 ∙동해 수온ㆍ염분, ARGO 자료 수집(JODC, 수과원 자료등)
변동 상관성 분석

∙1990/2000년대 상승률 비교 및 상승률 가속화여부 평가

∙해수면상승률 가속화 평가 ∙표층 경계조건이나 통과류 변화에 따른 동해의 변화 예측
∙ENSO 및 지구온난화에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기 강제력을 동해 순환 모형에 적용
의한 동해 해수순환 변화 하여 동한 난류, 해면 수온과 혼합층 깊이의 변화 조사
시나리오 제시

∙ENSO 특성 변화 시나라오 작성

∙ENSO 특성변화와 동해 ∙다양한 ENSO 특성 변화 민감도에 따른 동해 표층온도 변화 시
및 주변해 변화 시나리오 나리오 작성
작성

∙최근 10년 이상(1996-2007) 대기 속자료의 중복 입력에 기초한

∙극지방해빙 경년변화 모의 해빙경년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해빙의 향후 장기적 변화 전망
∙동해 포함 북태평양 아한 ∙해빙 경년변화모의 자료 분석을 통한 북태평양 아한대역의 표층
대역 표층수온변화 모의성 수온 변동특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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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의 연구 동향
1. 동해 해수물성 및 분지간 해수 교환
ㅇ 한국해양연구원에서 1996년 이전에 환경도 사업의 일환으로 울릉분지에서 다학제간 조사
가 있고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꾸준히 동해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분
지간 해수이동 변화에 대한 조사는 울릉도-독도 사이의 해역을 제외하면 자료 및 연구가
부족한 형편임.
ㅇ 국립해양조사원과 수산과학원, 기상청에서도 동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분지
간 해수교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ㅇ 서울대학교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모니터링 하였던 울릉도-독도간 해역에 유속계를
계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분지간 해수교환 연구에 협력하여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동해 중․심층 해수 물성의 장기 변화를 Kwon(1998)이 일차회귀직선으로 설명하였으나
중장기 변동성을 단순회귀직선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
ㅇ 서울대 연구팀에 의하여 중․심층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ㅇ CREAMS 등 관측연구는 동해 순환과 물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Kim et al.
2001), 중․심층의 온도증가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을 보여줌. 그러나 저층
이 균질한 온도상승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못함.
ㅇ Teague et al. (2004)의 연구를 제외하고 동해 중․심층 중장주기 변동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ㅇ 난류혼합과 유속의 수직분포 관측은 아직 국내에서 활발하지 못하고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하려는 단계임.

2. 동해 해수면

ㅇ 대규모 연안개발에 따른 조위예측 연구(200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하였으
며, 해수면 변화 관련 사항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착수하였음. 1차년도에 실질적인 연구
수행 이후 문헌조사에 국한. 장차 해수면변동 예측에 필요한 예측연구의 초기단계 연구
의 일환으로 단순한 전구 순환 모델 수립.
ㅇ 고도위성 및 조위자료를 이용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수면 변화모니
터링/수치예측모델링 연구(2002, 해양수산부): 서울대학교 주관 수행(한국해양연구원 공
동연구). 연안 20년 조위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적인 차이 존재. 고도위성 분석결과와 동
해에서는 경향에서 차이남. 단순한 연안자료 분석만으로 해수면 변화 해석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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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해 순환 변동 평가 모델링 및 해빙/해양-대기 접합 모델링
ㅇ 간단한 상자모형을 이용하여 대마난류의 수십 년 주기 변동성이 동해 심층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줌. 이 것이 대마난류의 중장주기 변동성과 동해의 중장주기 변동
성을 연결시키는 거의 유일한 연구이지만 매우 단순한 모형이 사용되어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사실적인 모형을 이용한연구가 필요함.
ㅇ 동해가 대기 상태나 대마난류 수송량 등 외부 조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파악하려면 이 양
들에 대한 수 십년 이상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야 하는데,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몇 위
치를 제외한다면 아직 동해 내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대양의 경
우 2차대전 이전부터 관측한 자료와 모델을 이용하여 재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음.) 기존의 관측 연구는 자료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ㅇ 대기 상태나 대마난류의 변동성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을
이용한다면 외력에 대한 동해의 반응을 연구할 수 있음.
ㅇ 기존의 모델 연구는 주로 동해의 표층 및 아표층의 구조를 연구하는데 사용됨. 해양연구
원에서 수행된 해양예보사업에서 수립된 해양예보모델은 단기간 (수 일) 예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됨.

4. ENSO/지구온난화
ㅇ ENSO에 기인한 전지구적 해양, 기상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ENSO가 한반도 인
근 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ENSO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며
그 결과도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음. 한반도 주변해역은 ENSO와 ENSO에 기인한 대기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NSO에 의한 주변 해역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나아가 이러한 요소들이 기후변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
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역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의해 이런 외적 요소들이 어떤 경로로 한반도 주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야 함.
ㅇ ENSO 현상과 더불어 극지역의 온난화와 이로 인한 해빙 면적의 감소는 학계뿐만 아니
라 언론을 통하여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 되고 있음. 해빙은 극지역을 특징짓는 주된 요
소로서 심층대류 과정을 통해 심층 냉수의 특성과 해양을 통한 열과 해수의 남북수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동해의 경우에도 해빙 형성과 대기를 통한 열손실이 심층대류를 일
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60년 동안 진행된 심층수 온도 상승의 한 원
인으로서 주목 받고 있음 (Kim et al., 2001). 대양의 해수특성과 중․심층 순환 양상을
파악하고 그 특성변화를 신뢰성 높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빙이 대기와 해양에 대해 미
치는 열과 염의 수급․방출효과에 대해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ㅇ 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에서 해양-해빙 결합모델 연구를 수행중이며 해빙모델은 열역학
과 역학을 고려한 모델임. 그러나 최근까지 결합모델을 이용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미
TG `G T

비함. 접합모델의 적분시간이 너무 길어 장기간 적분 연구결과를 수행하기가 어려움. 따
라서 큰 cost를 부담하지 않고도 장기간 적분 및 분석이 가능한 해양-대기 접합 모델이
필요한 상황임.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기후계연구실에서는 대기-해양접합모델을 이용
하여 기후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으나 근래에 해빙모델을 접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
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없음. 연세대 지구환경연구소에서는 G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기-해양접합모델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실험을 하였음. 기상연구소에서는 독일 MPI연
구소의 기후계모델을 할용하여 온난화실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기모델인 ECHAMP4와
해양-해빙결합모델인 HOPE-G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IPCC
결과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ㅇ ENSO와 관련된 연구는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ENSO의 특성변화와 기작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간단한 통계모델 및 해양-대기 접합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나 ENSO 특성과 한반도
국지 해양 변동성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 결과 또한 ENSO와 한반도 주변해역과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연구
와 관계가 있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 동해에서 심층
수온 관측 등을 통해 과거 수십년간의 기후변화에 의한 수괴 형성의 변화 특성을 밝혔
으나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예측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며 나아가
이와 같은 변화 특성과 ENSO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임.

제 2 절 국외의 연구 동향
1. 동해 물성 및 분지간 해수 교환
ㅇ 한국, 일본, 러시아 3개국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의 Kyushu 대학의 주도로
CREAMS 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해전체적인 물리특성과 해수유동을 관측하여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음.
ㅇ 이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ONR의 연구지원으로 CREAMS-2 프로그램이 수행되
어 미국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관측이 수행되었고 이때에 유속계와 IPS 계류를 통하여
울릉분지의 해수순환 변동성이 큼을 알게 되었음. (Mitchell et al., 2005)
ㅇ 서울대학교와 러시아 POI는 132°E 관측선을 년 1회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동해 심층수
형성해역의 물리, 화학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ㅇ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의 잘 조직된 연구조사에서 획득된 자료를 위주로 동해고유수
상층수의 연구가 일본 연구자(Senjyu and Sudo, 1993)에 의해 연구됨.
ㅇ 일본과 러시아에서는 수산과 기상 분야에서 자국의 정기관측선을 지속적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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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 해수면
ㅇ 기후변화(온난화)에 따라 IPCC(1995) 보고서는 지난 100년간 전세계 해수면이 10-25cm
(1-2.5 mm/yr)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IPCC(2001)보고서와 2001년 Science지
는 1990년대에는 20세기 평균상승률보다 훨씬 큰 기울기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10여년의
상승률은 과거 20세기 1990년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ㅇ 국외의 조석연구의 경우는 일찍이 조위나 평균해수면 정보를 제공하고 관측하기 시작한
지 100 여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그중에서도 특히 영국해양연구소 (Proudman
Oceano -graphic Laboratory, POL)나 PSMSL (Permanent Service for Mean Sea
Level)이 많은 기초 기반 연구를 수행함.
ㅇ 프랑스와 미국은 해수면 높이를 관측하여 해수면의 변화와 조위정보를 얻기 위한
Topex/ Poseidon(T/P) 고도관측위성을 1992년 공동으로 발사하였음. 2001년 12월에는
T/P에 이어서 JASON이라는 고도 관측위성을 발사하여 T/P 역할을 대체하였으며, 2008
년 전후에는 다음 호기의 위성 역시 발사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이 분야 연구에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일본에서도 해수면 변화와 표고조사를 연계하여 수행중이며, 미국에서는 장기 해수면 변
화에 따른 지역별 침수예상 영역 등 평가 연구 수행.
ㅇ 태평양 수온 변화와 해수면 변화간의 상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로부터 다양한 기작에 대
한 검토 필요성 제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Cabanes et al., 2001; Cazenave et al., 1998, Church, 2001).

3. 동해 순환 변동 평가 모델링 및 해빙/해양-대기 접합 모델링
ㅇ Watanabe et al (2003) 약 50년간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동해 북부에서 약 15년 주기
변동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변동성의 진폭은 Kim et al. (2001) 이 제시한 지구
온난화에 의한 변화보다 큼. 따라서 이 변동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변
화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움. Watanabe et al. (2003)은 이런 변화가 북태평양의 변화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과정은 파악하지 못함.
ㅇ Takikawa and Yoon (2005)는 동해와 북태평양을 연결하는 대마난류의 수송량에 15년
주기의 변동성이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동해 북부 심층의 변동성과 대마난류의 변동성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보다 면밀한 규명 연구가 필요함.
ㅇ Nof (2001)은 삼협댐의 건설로 동중국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감소한다면 동해로 유
입되는 대마난류의 염분이 증가하여 동해북부의 염분이 증가하여 심층수 생성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간단한 상자모형을 이용하여 보여줌. 따라서 대마난류의 변화와 동해의 변화
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ㅇ Minobe et al. (2004) 은 통계분석을 통하여 400m 부근에서 수온의 십년주기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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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 AO 등 대기의 장주기 변동성 및 PDO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대기
의 변화에 대한 동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ㅇ 기후변화에 대한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는 심층 순환에 대한 연구로는 Hogan and
Hulburt (2000) 이 있는데, Park et al. (2005)은 ARGO 자료와 비교하여 모델결과에 문
제가 있음을 보여줌. Holloway et al (1995) 도 동해심층순환에 대한 모델링 연구를 수
행하였으나 주 목적은 동해순환 자체를 연구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론을 검증
하는 것이었음.
ㅇ 관측자료 분석을 통하여 동해 해황의 수십 년 주기 중장주기 변동특성을 조사하였으나
그 변화 원인을 밝히지는 못함.
ㅇ 양자강에서 유출되는 담수가 동해북부에서 발생하는 심층수 생성기작에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제의함.
ㅇ 대한해협을 통한 난류의 공급과 쏘야 및 쓰가르 해협을 통한 한류의 유출이 동해 열수지
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알려짐.
ㅇ 대기의 변동에 의해 이런 중장주기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변동
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ㅇ 쓰시마난류의 수십 년 주기 장주기 변동이 동해 중․심층 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전무함.

4. ENSO/지구온난화
ㅇ 미국: GFDL에서는 R30, NCAR에서는 NCAR_CSM, NCAR-PCM 기후계모델을 이용한
온난화 예측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ㅇ 영국: Hadley 기후연구센타에서는 대기와 해양 부분이 접합된 기후계모델을 주로 이용하
여 기후변화 예측실험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해빙모델은 접합되지 않았음.
ㅇ 독일: Max Planck Inst.에서 ECHAMP4/OPYC3 기후계모델(해빙 포함)을 이용한 온난화
예측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ㅇ 일본: CCSR과 NIES에서 CCSR/NIES AGCM과 CCSR OGCM을 접합한 온난화 예측연
구를 하고 있으며 해빙모델을 접합한 기후계모델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카나다: CCCMA에서 해빙모델이 접합된 CGCM2를 이용 온난화 예측실험을 하고 있음.
ㅇ 호주: CSIRO에서 CSIRO-MK2를 이용한 온난화 예측 연구를 하고 있음.
ㅇ 국외 ENSO 특성 연구: 국외에서는 ENSO의 경년 및 장주기 특성 파악에 관한 연구가
해양-대기 접합모형의 장기간 적분 및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활발히 진행 중이며 특히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해 IPCC에서 제시하는
미래기후 온난화 시나리오 모델 예측실험 결과를 수집/분석하고 있음. 지구온난화에 기
인한 지역기후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는 각국의 인근해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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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동해 해수물성 및 해수면 장기 변화
1. 동해 표층온도의 장주기 변동성 분석
가. 동해 표층온도 장주기 변동성 분석

동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반 폐쇄형의 연안해로서
동해 내부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은 전 지구 대양의 그것들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해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전 지구 대양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최근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해양의 물리적 특성변화를 파악하고 나아가 지구 기후변화
에 기인한 동해 내부의 중장기적 특성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동해 내부의 경년 및 장주
기 변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Kim et al., 2001). 하지만 지금까지 동해의 경
년 및 장주기 변동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편이며 그 분석 기간 또한 최근 약 50년간
의 변동에 국한되어 있어 (Minobe et al., 2004) 좀 더 긴 자료를 통한 동해의 물리적 특성
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100년간의 해수면 온도자료를
사용하여 동해 표층온도의 장주기 변동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 자료

일본 기상청에서 분석된 1891-2005년까지의 해수면 온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
는 상선, 관측 부이 그리고 다양한 해양 관측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면 1998년 이후에는 위
성관측 자료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간격은 월별이며 공간 해상도는 1°×1°이다. 월별
해수면 온도 자료와 함께 대기 변수의 분석을 위해 1948-2005년 동안의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of Atmospheric Research (NCEP/NCAR) 재
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 결과

(1) 동해 표층 온도 변동성

동해 해수면 온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해수면 온도 변동성의 크기를 분
석하였다. 그림 3.1.1은 1891-2005년 동안의 기후학적 계절주기를 제거한 해수면 온도의 표
준편차를 보인 것이다. 월별 해수면 온도 변동의 최대 표준편차 값은 약 1.08°C 로서 한반
도의 동해안을 따라 동해 북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해의 월별
TG XZG T

해수면 온도 변동성은 위도 35°N-42°N, 경도 128°E-137°E 지역에서 북서-남동의 기울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 대한 물리적 설명은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지역이 북서-남동계절풍이 우세한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이
와 같은 표층온도 변동성의 공간적 구조는 계절풍의 방향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을 수 있다.
비록 그림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평균 바람장을 살펴보
면 여름철에는 평균 바람장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겨울철의 경우 북서-남동방향
의 계절풍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북서-남동 계절풍의 바람장으로 인해 동해 표층에
서 강한 열속 강제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와 같은 열속 강제력으로 인해 표층온도의 변동성
이 유도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동해 해수면 온도의 중장기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위도 35°N-43°N,
경도 128°E-136°E 지역에서 평균화된 월별 해수면 온도 편차의 시계열 (그림 3.1.2의 검은
선)을 동해 온도 변동지수로 정의하였다. 그림 3.1.1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해 온도 변동 지
수는 월별 해수면 온도편차의 표준 편차값이 가장 큰 지역을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그림
3.1.2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해 온도지수 시계열은 강한 월별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십년주
기 이상의 뚜렷한 장기변동특성을 가지고 있다. 월별 동해 온도지수를 이용한 분광밀도 분
석 (spectral density analysis)의 결과는 동해 온도지수가 십년 이상의 장주기 영역에서 유
의한 변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1891-2005년 동안의 기후학적 계절주기를 제거한 표층
온도의 표준편차. 등치선 간격은 0.02°C 이며 shading 한 부분은
0.9°C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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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1891-2005년 동안 위도 35N-43, 경도 128E-136E 지역에서 평균화된
월별 해수면 온도 편차의 시계열 (검은선). 왼쪽에 나타난 단위는 °C. 굵은 실선
은 시계열을 8년 이동평균을 취한 것으로 단위는 오른쪽에 표시하였음.
특히 동해 온도지수의 8년 이동평균 (이하 동해 장주기 온도지수)을 취한 시계열 (그림
3.1.2의 붉은 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해 장주기 온도지수는 10-20년 주기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40-50년 이상의 주기 변동성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1910-1940년 동
안의 동해 장주기 온도지수는 1950년대 이후의 그것과 비교해서 약 3-4도 정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40-1950년 기간 동안 동해 장주기 온도지수는 급격하게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은 그림 3.1.2에 나타난 동해지역 평균온도 시계열 즉 동해 온도 지수의
power spectral density 값을 보인 것이다. 그림 3.1.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동해
온도 지수의 시계열에서 보인 것처럼 동해지역 평균온도의 시계열에서 가장 뚜렷한 변동 시
간 규모는 10년 이상의 장주기 변동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 온도 지수의 이와 같은 장
주기 변동성은 이 지역 표층온도의 변동 메커니즘에 관한 한 가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Hasselmann (1977)이 제시한 것처럼 중위도 지역 표층온도의 장주기 변동성은 대
기 잡음 (atmospheric noise)이 해양의 강제력으로 작용할 때 해양 변동성은 장주기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redden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장주기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중위도 지역 해양 표층온도의 장주기 변동성의 원인이 대기 잡음의 강제력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동해 지역 표층온도의 변동성의 장주기 변동성의 원인에도 동일
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해 장주기 온도 지수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동해 표층온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약 10-20년 주기의 변동성을 가지면서 온난화와 한랭화 시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즏, 1890년대에는 동해 표층온도는 냉각화 시기를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는 동해
표층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194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한 온난화
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50년대와 1980년대 에는 상대적으로 온난한 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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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그림 3.1.2에 나타난 동해지역 평균온도 시계
열의 power spectral density. x-축의 값은 주기이며 y축은 spectral density 의 값. 주기의 단위는 월(month).
점선은 red noise spectrum.

온도를 보이면서 십년 주기의 장주기 변동성 또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동해 표층온도는 지속적인 온난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잠간 언급한 것처럼 이와 같은 동해 표층온도의 온난화 경향이

또 다른 십년 주기의 장주기 변동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구 온난화와 같은 외적 영향
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동해 온도 지수의 온난화는

Kim et al. (2001)의 연

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동해 온도지수의 변동성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름철 (6,7,8월) 및 겨울
철(12월, 1월, 2월)동해 온도지수의 시계열을 그림 3.1.4에 나타내었다. 이것은 이전 연구결과
에서 제시된 것처럼 동해의 해수면 온도 변동성이 매우 강한 계절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
문에 여름과 겨울철 평균 동해 온도지수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함이
다. 흥미롭게도 여름철 및 겨울철 동해 온도지수의 변동성은 특히 1950년 이전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름철 동해 온도
지수는 10-20년 주기의 장주기 변동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림 3.1.2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은 1950년을 경계로 그 값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겨울철 동해 온도지수
의 경우 그림 3.1.2의 결과와 유사하게 1910-1940년 동안 뚜렷한 냉각화 경향을 보이다가
1940-1950년 동안 급격한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림 3.1.2에서 나타난 동해 온도지수의
장주기 변동성이 겨울철 동해 온도지수의 변동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동해 온도지수의 온난화 경향은 여름철 및 겨울
철 동해 온도지수의 변동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최근 동해 온난화 경향이 계절과 무관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된 표층온도 자료이다. 현재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표층온도 자료 이외에 영국
Hadley center에서 제공하는 표층온도인 the second Hadley Center SST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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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a) 1891-2005년 동해 온도지수의 여름철 (6,7,8월) 평
균 시계열 (검은 선)과 8년 이동평균 (굵은 실선). (b)는 겨울철
동해 온도지수를 제외하고 (a)와 동일함.

(HadSST2) (Rayner et al. 2006,) 그리고 미국 국립 기후 자료 센터 (National Climate Data
Center)에서 제공하는 the Extended Reconstruction SST version 2 (ERSST.v2) (Smith
and Reynolds, 2004) 의 표층온도 자료를 사용하여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된 표층온도의 결
과와 비교 분석을 시도 하였다. HadSST2와 ERSST.v2 표층온도의 분석기간은 일본 기상청
에서 제공되는 표층온도 자료와 동일하다 (1891-2005).
그림 3.1.5는 일본 기상청, HadSST2 그리고 ERSST.v2 표층온도를 사용하여 앞에
서 살펴본 동해 표층온도의 전체 분석 기간, 겨울철 그리고 여름철 시기의 변동 특성을 보
인 것이다.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된 표층온도의 전체 분석 기간 (그림 3.1.5a)의 표층온도 변
동성의 표준편차는 그림 3.1.1과 동일하다. 그림 3.1.5b와 그림 3.1.5c는 각각 겨울철과 여름
철 시기의 표층온도 변동성의 표준편차를 보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겨울철
시기의 표층온도 변동성의 표준편차는 전체 분석 기간의 그것과 매우 비슷한 공간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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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층온도 변동성의 표준편차의 크기가 전체 분석 기간의 그것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동해 북서쪽 지역에 최대 변동성 크기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지
역에서는 표준편차의 등치선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반면 동해 중부지역에서는 변동
성의 등치선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여름철 시기 (그림 3.1.5c) 표층온도 변동성의 표준편차 크기는 겨울철 시기에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크기뿐만 아니라 표준편차의 공간적인 구조 또한 겨울철 시기
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는데 동해 중부 지역에서 북서-남동 방향의 등치선이 아니라 동서
방향의 표준편차 등치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준편차의 최대값 지역도 동해 북서
지역의 해안 부근이 아니라 동해 중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표층온도의

표준편차와

비교할

때

HadSST2와

ERSST.v2 표층온도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비슷한 점과 차이점 모두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HadSST2 의 표층온도 변동성의 표준편차는 전체 분석기간에서 일본 기상청
표층온도 자료와 비슷한 크기와 공간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adSST2 표층온
도 변동성의 표준편차는 전체 분석기간에서 (그림 3.1.5d) 최대 표준편차의 값이 동해 북서
부 해안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혀모양의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해 중부 지역
에서 북서-남동 방향의 등치선은 크게 우세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서 방향의 등치선 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겨울철 시기의 표층온도 변동성의 표준편차는 (그림
3.1.5e) 동해 북부지역에서는 동서 방향의 등치선 형태가 그리고 동해 중부 지역에서는 남북
방향의 등치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름철 시기 표층온도 변동성의 표
준편차의 크기는 전체 시기와 겨울철 시기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표층온도의 그것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간적인 구
조 또한 겨울철 시기의 그것과 비교하여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대 표
준편차 지역은 동해 북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준편차 등치선은 중부 지역에서 동서
방향을 그리고 해안선 부근에서는 해안선과 평행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RSST.v2 표층온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본 기상청 표층온도나 HadSST2 표층온
도에서 얻어진 결과와 공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기간의 표층
온도 변동성의 표준편차는 (그림 3.1.5g) 일본 기상청 표층온도 자료나 HadSST2 표층온도
자료를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와 다르게 표층온도 변동성의 최대 표준편차값이 동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값도 서로 다른 두 표층온도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ERSST.v2 표층온도 자료의 공간 해상도의 차이
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RSST.v2 표층온도 자료의 경우 HadSST2 나 일본 기
상청 표층온도 자료보다 해상도가 성긴데 (2°×2°) 그로 인해 동해 표층온도 변동성의 공간
구조가 다른 두 자료에서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ERSST.v2 표층온도를 사용하였을 경우 겨울철과 여름철 모두 유사한
표층온도 변동성의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해 서쪽 지역에서 표층온도
표준편차의 최대값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 남부 지역에서는 동서 방향의 등치선 구조가 매
우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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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일본 기상청 표층온도 자료를 사용하여 1891-2005년 동안의 기후학적 계절주기를
제거한 표층 온도의 표준편차 (a)와 겨울철 (b) 그리고 여름철 시기의 표층온도 표준편차 (c).
(d)-(f)는 (a)-(c)와 동일하며 HadSST2 표층온도 자료를 사용한 결과. (g)-(i)는 (a)-(c)와 동
일하며 ERSST.v2 표층온도 자료를 사용한 결과. 등치선 간격은 0.02°C 이며 shading 한 부분
은 0.9°C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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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 표층온도 변동성과 대기 변동성간의 상관성
동해 장주기 온도지수의 변동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해 지역 표층온도의 평균값이
급격한 변화 경향을 보인 1940-1950년 기간 동안의 겨울철 평균 해수면 기압편차를 계산하
였다(그림 3.1.6a). 그림 3.1.6은 1947-1949년 동안 평균된 겨울철 해수면 기압과 1941-1943
년 동안 평균된 해수면 기압의 편차를 보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겨울철 동해
지역 표층온도의 평균온도가

높은 해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은 동해 지역 표층온도의 평

균온도가 낮은 해에 비해 약화되었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이 시베리아 고기압
의 강도와 관련이 있는 겨울몬순의 강도에 의해 지배받는 것과 겨울 몬순 변동성이 시베리
아 고기압의 강도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동해 표층온도의 평균값의 변
동성이 동아시아 겨울몬순 변동특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겨울철 동
해 지역 평균 표층온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두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알류산 저기압의
강도변화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에 보이는 것처럼 겨울철 동해 지역 평균 표층온도
가 높은 시기의 알류산 저기압의 강도는 표층온도가 낮은 시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알
류산 저기압의 약화는 북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시계반대 방향 흐름을 약화를 의미하는데 이
것은 동해 지역 평균 표층온도가 높은 시기에 동해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북향기
류의 크기가 약회되고 남향 기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동해지역 평균 표층온도의 장주기 변동성은 시베리아 고기압 및 알류산
저기압의 강화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것은 동해지역 평균 표층온
도의 장기 변동성이 대기 변동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다른 사실은 알류산 저기압 강도의 변동성이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가장 큰 경년
변동성의 하나인 El Nino and Southern Oscillation (ENSO)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
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들이다 (Fritz et al. 1984, Overland et al. 1999). 이러한 기존 연구결
과들은 동해 장주기 온도 변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NSO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3.1.7은 동해 표층온도의 변동성과 대기 변동성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1891-2005년 기간 동안 겨울철 시기의 북반구 평균 해수면 기압의 기후학적인 분포를
보인 것이다. 앞에서도 잠간 언급한 것과 같이 겨울철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변동성은 시베
리아 고기압과 알류산 저기압의 변동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겨울철 평균 해수
면 기압의 기후학적인 분포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 지역은 40°N-50°N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알류산 저기압의 중심은 북태평양 북부의
50°N-60°N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
산 저기압 사이의 강한 기압 경도가 작용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지역의 겨울철 계절풍의 풍향은 북서 계절풍이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7b는 그림 3.1.2에서 보인 동해 온도 지수와 겨울철 해수면 기압 변동성간
의 선형 상관성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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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1947-1949년 겨울철 평균 해수면 기압에서 1941-1943년 평균 해

수면 기압의 차이 (a). 등치선 간격은 1mb 이며 양의 값을 보인 부분을
shading 하였음 (b)는 (a)와 동일하며 1990-1992년 겨울철 평균 해수면 기
압에서 1983-1985년 평균 해수면 기압의 차이를 보인 것임.

즉 동해 온도 지수와 선형적인 상관성이 가장 큰 해수면 기압 변동성의 공간 분포를 알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shading 한 부분)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에서 약간 위
쪽과 알류산 저기압의 중심에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선형계
수의 최대값들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산 저기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림
3.1.7b의 결과는 동해 온도 지수의 변동성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산 저기압의 변동성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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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1891-2005년 겨울철 기간동안 평균된 평균 해수면 기압의 기후
학적인 값. 선간격은 2mbar (a). (b)는 그림 2에서 보인 동해 온도 지수와
평균 해수면 기압 편차와의 선형 상관 계수를 보인 것이며 shading 부분은
90%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을 보인 것임 선 간격은 0.2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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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해 해수 물성의 장기 변화
가. 동해 중층의 해수 수괴 형성 변동성 (Water mass formation variability in the
intermediate layer of the East Sea)
동해에서 발생되는 수괴 형성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동일본분지의 중층 수심의
장기 변동성을 연구하였다. 중층의 수온과 용존산소의 변화 경향에서, 상부의 수온 하강과
하부의 용존산소 증가가 같이 발생하는 경향이 196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났음
을 파악하였다. 196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에는 여러 해 동안 추운 겨울이 지속되었음
이 겨울철 표층수온과 기온 자료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의 추운 겨울동안 새로 형성
된 해수가 중층으로 공급된 양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상당량의 동
해고유수상부수가 1960년대 후반에 형성되었고 중앙수는 1980년 중반에 형성되었음이 규명
되었다.
(1) Introduction
Most of the East Sea is filled with cold water with temperatures less than 1℃
except in the upper layer in the southern region where the Tsushima Warm Current
(TWC) supplies warm water. Since the water that flows into the East Sea is generally
warmer than 10℃,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cold water forms in the northern East
Sea during the winter.
Since the overall cold water mass below the thermocline was named as the
Proper Water (PW) by Uda (1934), there have been several efforts to divide the PW
into more specific waters. Sudo (1986) divided the PW into two water masses, the
Upper Portion of the Proper Water (UPPW) and the deep water, at a depth of potential
temperature 0.1℃ (about 800-1000 m). He pointed out that the oxygen concentration of
the UPPW was higher than 6.0 ml/l (about 268 Ɇmol/l) and a discontinuity was present
at the bottom of the UPPW. Later, the definition of the UPPW was modified by Senjyu
and Sudo (1993) in terms of ɍ1 (potential density referred to the 1000 dbar) in the range
-3

-3

of 32.00-32.05 kg m , corresponding to the ɍ1 range of 27.31-27.34 kg m . The UPPW
is believed to be formed by winter convection in the region north of 41°N between
132°E and 134°E (Sudo 1986), or if expanded, west of 136°E between 40°N and 43°N
(Senjyu and Sudo 1993).
In the 1990’s, with the aid of precision instruments, the salinity minimum was
observed at a depth of approximately 1500 m. Oxygen concentration in water above the
salinity minimum was higher than the water below. Kim et al. (1996) named the water
above the salinity minimum, the Central Water (CW). On the other hand, water having
a salinity maximum with high oxygen content (>250 Ɇmol/l) was found in the 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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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Basin between surface water and the CW. Kim and Kim (1999) named this water,
the High Salinity Intermediate Water (HSIW).
The CW and the HSIW definitions based on 1990’s observations overlap the
UPPW regarding the water properties (Fig. 3.1.8). Despite this overlapping,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se water masses. The CW is colder than the UPPW and its
oxygen content is lower than that of the UPPW. Although the HSIW has a high oxygen
content similar to the UPPW, the HSIW is warmer and more saline than the UPPW and
its depth is shallower than the UPPW (Kim and Kim, 1999; Watanabe et al., 2001). It is
plausible that the CW and the HSIW were new water masses replacing the UPPW.
Inde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PPW that Sudo (1986) and Senjyu and Sudo (1993)
defined with the hydrographic data obtained in the late 1960’s and the early 1970’s were
not observed in the 1990’s.
To comprehend the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the intermediate waters (the
UPPW, the CW, and the HSIW), long-term variabilities of water properties in the
intermediate layer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East Sea as well as winter condition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intermediate waters were investigated.

TG Y[G T

Temperature (oC)
0.0
0

1.0

Salinity (psu)

2.0

34.05 34.10 34.15

HSIW

Depth (m)

500

UPPW

1000

CW

1500

6907
9405

(b)

(a)
2000

(c)

200 250 300 350

Oxygen (μmol/l)
Fig. 3.1.8. Vertical profiles of (a) temperature, (b) oxygen, and (c) salinity in July
1969 (solid) and May 1994 (dashed) in the eastern Japan Basin, taken at two
representative stations.

(2) Data and method
Taking into account the scarcity of data in the western Japan Basin since the
1970’s, a rectangular domain of 40.5°-44°N and 136°-139°E in the eastern Japan Basin
was determined as the study area (Fig. 3.1.9). Cyclonic circulation in the Japan Basin
was reported in several studies (Isobe and Isoda 1997; Park 2001) and rotation of the
cyclonic gyre in the eastern Japan Basin wa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5 months
at 800 m using profiling floats (Park 2001). This implies that it takes less than a year
for intermediate waters such as the UPPW formed in winter west of 136°E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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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in the study area.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is area might be
the best candidate for studying temporal variations in the water properties in the
intermediate layer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East Sea.
Among the historical data included in the World Ocean Database 2005, only
profiles of temperature and oxygen with salinity were employed. The Tsushima Warm
Water (TWW) plays a critical role in hydrographic conditions in the southern region
rather than the northern region, but some profiles in the study area are thought to be
influenced by the TWW. These profiles have been characterized by the gradually
decreasing temperature with depth, whereas the typical structure in the northern East
Sea is to the shallow and sharp thermocline. Since profiles showing salinity higher than
34.1 psu at temperatures above 5°C were different from the typical ones, those were
regarded as having been affected by the TWW and disregarded in order to exclude the
influence of the TWW. Furthermore, hydrographic data from January to March were
also discarded because vertical structures during that perio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s due to surface cooling. Although this study employed salinity to discriminate
which profiles rather than salinity we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TWW, temperature
and oxygen data were mainly investigated because the accuracy of the salinity observed
before the mid-1960’s was considered to be no better than 0.01 psu (Senjyu and Sudo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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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Geographic map of the East Sea and location of hydrographic
data used in this study. JB, UB, and YB represent the Japan Basin, the
Ulleung Basin, and the Yamato Basin, respectively.

(3) Results

(a) Vertic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oxygen in the 1960’s
Fig. 3.1.10 illustrates the mean vertical profiles of temperature and oxygen in the
early 1960’s (hereafter E60) and the late 1960’s (hereafter L60), in which vertic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oxygen in the study area changed noticeably during the
1960’s. The most prominent change occurred in the intermediate layer during this period.
Temperatures above 400 m in L60 were lower than that of E60, whereas temperatures
below 400 m implied the opposite trend. Below the thermocline, temperatures during 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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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with depth more smoothly than in E60. For example, gradient in L60 at a
depth range of 150-500 m was half of the gradient present in E60.
Remarkable differences between L60 and E60 were also present in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oxygen (Fig. 3.1.10b). A relatively homogeneous layer between 150 m and
500 m appeared in L60, which contrasted the steep gradient in E60. When oxygen was
higher than 270 Ɇmol/l in the homogeneous layer, oxygen in L60 was much higher (>
20 Ɇmol/l) than that in E60 at a depth range of 300-600 m. This homogenous layer with
oxycline at its bottom corresponded exactly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 water as
pointed out by Sudo (1986), which was the UPPW. Together with the homogeneity of
both temperature and oxygen, higher oxygen in L60 than E60 implied that a new
homogeneous layer was formed in 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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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Changes in profiles of (a) temperature (°C) and (b) oxygen (Ɇmol/l)
during the 1960’s. Thin and thick lines indicate the mean over years in the early
1960’s (1962-1964) and the late 1960’s (1968-1970), respectively. One standard
deviations are denoted with horizontal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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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emporal variabilities of temperature and oxygen
As shown in Fig. 3.1.10, while the newly formed homogeneous layer caused an
overall increase of oxygen at intermediate depths, it caused different changes in
temperature depending on depth, such as a decrease at shallower depths but an increase
at deeper depths. The range of change in oxygen was large at approximately 500 m.
However, temperature changes were larger at shallower depths than deeper depths.
Therefore, a shallow depth for temperature but deeper depth for oxygen were suitable
depths to trace the temporal variability of changes due to newly formed water.
Therefore, temporal variabilities at 250 m and 500 m were examined for temperature and
oxygen, respectively.
Together with an overall warming trend, there is evidence of significant decadal
variability (Fig. 3.1.11a). It was worth noting that temperatures increased almost
monotonically more than 0.4℃ per decade until the mid-1960’s and from the late-1980’s
through the 1990’s. Between the two warming periods, there was considerable fluctuation
such as a noticeable decrease in temperature in L60 and the mid-1980’s (hereafter M80)
and a less obvious increase present from the mid-1970’s through the early 1980’s.
Although the scarcity of observed data made it difficult to examine temporal
variability, a remarkable increase in oxygen was recorded in L60 and a decrease in the
1970’s (Fig. 3.1.11b). Without a supply of oxygenated surface water into this depth,
oxygen decreased because oxygen was consumed due to biological utilization. Therefore,
the increase in L60 implied that an increase in supply exceeded consumption while the
decrease in the 1970’s intimated an insufficient supply of oxygen-rich water. The
decreasing rate of oxygen in the 1970’s (about 5 Ɇmol/l per year) was equivalent to the
consumption rate of the UPPW estimated by Chen et al. (1996). Despite the variability
in the 1980’s is ambiguous because of dispersed values, oxygen levels appear to be
higher in the late 1980’s than in the late 1970’s and the 1990’s.

(c) Variabilities under winter conditions
When formed in winter, intermediate water mass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atmospheric forcing and sea surface conditions. Fig. 3.1.12a shows the temporal
variability of sea surface temperatures (SST) in February in the formation region of
132°-134°E north of 41°N where the heat flux center is located (Kawamura and Wu
1998). It was worth noting that SST was low in L60 and M80 and considerable
warming took place from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Low SST in M80 but high
SST in the 1990’s was consistent with the first EOF mode of SST distribution reported
by Chu et al. (1998), showing colder SST in the cold season (November-April) of
1984-1987 but warmer SST between 1989-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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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Temporal variation of (a) temperature (°C) at 250 m and (b) oxygen (Ɇmol/l)
at 500 m. Profiles with salinity higher than 34.1 psu at temperatures above 5°C were
excluded in order to discard data under the influence of the T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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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ed

consistent variability with the SST not only interannually but also decadally (Fig.
3.1.12b). Particularly, low air temperatures in L60 and M80 corresponded with the low
SST during those periods. On the other hand, SST as well as air temperatures were
extremely low in 2001 when a renewal of bottom water was reported (Kim et al. 2002;
Senjyu et al. 2002; Talley et al. 2003), while SST in 1977 was higher than anticipated
caused by exceedingly low air temperatures.
Many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 supply of oxygen-rich water into the deep
layer has reduced over the last 50-60 years while the supply into the intermediate layer
has increased (Gamo 1999; Gamo et al. 2001; Kim and Kim 1996; Kim et al. 1999; Kim
et al. 2001). It was proposed that the mode change from deep water formation to
intermediate water formation started sometime during the 1950’s (Kim et al. 2001).
However, noticeable warming during the 1950’s was not present, which implied that the
mode change was triggered indirectly through the changes in oceanographic conditions
rather than directly by atmospheric forcing in the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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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Temporal variation of (a) sea surface temperature (SST) in February
averaged over the region of 132°-134°E and 41°-43°N and (b) air temperature at
Vladivostok averaged during the winter season (December-February). Thick lines denote
five-year moving averages. SST from th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JMA) was
used.

Following the mode change, the occurrence of severe winters was considered
favorable in order to supply oxygen-rich water into the intermediate layer even if small
amounts continued to be supplied to the deep layer. Judging from the coincidence of a
temperature decrease at 250 m and oxygen increase at 500 m, large amounts of
newly-formed water appear to have been supplied to the intermediate layer in L60 and
M80 when severe winters persisted for several years.
The change in water formation may be related to changes in the atmospheric
system. Fig. 3.1.13 shows decadal variabilities of SST and sea level pressure (SLP) of
the Siberian High (SH) in winter. Cold SST in L60 and M80 and warming during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were consistent with high SLP and SLP decrease of the
SH. This coincided well with the suggestion by Minobe et al. (2004) that the decadal
variability of the northern East Sea is dominated by the decadal oscillation of the
northern half of the SH, which is related to Arctic Oscillation.
Senjyu and Sudo (1996) suggested that the increase in oxygen conte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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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Time series of SST (solid line) in Fig. 3.1.12a and intensity of the
Siberian High (dashed line). Sea level pressure averaged during the winter season
(December-February) over the region of 80°-120°E and 40°-60°N was used for the
intensity of the Siberian High. Both variables are ten-year low-pass filtered.
UPPW occurred after cold and/or windy winters using air temperatures at Vladivostok
and air pressure differences between Vladivostok and Otaru that were regarded as wind
speed indices. SLP differences (Vladivostok minus Otaru) in winter showed some
consistent variability such as a decrease in the late 1980’s, which may be related to
increases in SST at that time. However, no significant contrast was evident between
E60 and L60, which may imply that the increase in northerly wind speed was not the
main cause for the striking increase in intermediate water formation occurring in L60.
(4) Concluding remarks

The UPPW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oxygen 6.0 ml/l appears to have been
formed in L60 according to the temporal variability of oxygen at 500 m showing an
increase in L60 and then higher values in successive years. Temperature variability at
250 m showed a decrease in M80 followed by an increase. Oxygen variability at 500 m
showed a higher concentration in M80 followed by a decrease. This implies that the CW
was formed in M80. Lower concentrations of oxygen in the CW in the 1990’s compared
to the UPPW in L60 may be due to consumption beginning when the CW was formed.
Salinity at the intermediate depth increased from the late 1970’s through the
early 1980’s. Salinity in the formation region could be determined by fresh water
supplied from the Amur River and saline water from the TWC, which are advected
southwestward along the Russian coast (Yoon and Kawamura 2002). Although the
reason for an increase in salinity is not known, changes in the current system as well
as atmospheric forcing may be responsible. Kwon et al. (2004) explained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water properties between observations in 1969 and 1995 by mean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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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diagnostic inverse model. They suggested that the changes in the intermediate
layer were primarily due to a change in salinity at the surface outcrop. Therefore, it
was inferred that the increase of salinity from the late 1970’s through the early 1980’s
gave rise to the difference in water characteristics between the UPPW and the CW.
The remarkable warming of SST from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may
be related to the change in water characteristics. Although a more in-depth examination
is need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SIW observed in the
1990’s, which is warmer and more saline than the UPPW and the CW, were a result of
warming as well as an increase in salinity as mentioned above.

나. 분지별 해수 물성 변동성

(1) 서론
동해의 해수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받아들여지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동해 심층
의 수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용존산소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심층에 존재하는 용존산소최
소층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며 그 용존산소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 동해 심층물성의 변화 경
향성은 주로 몇몇 관측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논의되었다. 즉, Gamo et al. (1986)은 1969년,
1977년, 1979년과 1984년에 동일본분지와 야마토분지에서 관측된 자료로 용존산소최소층이
깊어지는 경향을 보고하였으며, Kim and Kim (1996)은 1990년대 관측한 용존산소 수직구조
를 추가하여 이 경향이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동해 심층의 물성
변화를 몇몇 수온이나 용존산소의 수직구조 비교를 통해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뢰
할만한 관측 자료의 부족과 기존 자료의 질을 검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해수물성의 수직구조를 비교하는 것을 벗어나 Kwon (1998)은 JODC 자료
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 그리고 동일본분지와 서일본분지
의 해수물성의 선형변화 경향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Kwon (1998)은 야마토분지의
표층을 제외한 동해의 모든 수심의 수온이 1940년대 이후 천천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
며 염분의 선형변화 경향성은 두 모드로 나타나고 용존산소는 세 모드로 나타남을 밝혔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기에 따른 해수물성의 변화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선형변화 경향성만
을 제시하였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역시 관측 자료의 질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록 Kwon (1998)이 수온, 염분, 용존산소의 분지별 선형변화 경향성을 제시하였지
만 단순히 선형변화 경향성만으로는 동해의 해수물성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관측 자료의 질을 검증하는 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면 선형변화 경향
성에 더하여 어느 정도 시기에 따른 변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관측 자료의 부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을 논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
느 정도 해수물성의 변동성을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측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변동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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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동해의 난수역과 냉수역의 해수물성 변화를 World Ocean Data 2001 (WOD01) 자
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난수역으로서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의 일정 영역을 택하였으며
냉수역을 대표하는 영역으로 동일본분지와 서일본분지를 택하였다. 해수물성 자료가 상대적
으로 많은 야마토분지의 경우 동경 134-136도, 북위 37-39도로 2°X2° 영역의 자료를 해수물
성 변화 조사에 이용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울릉분지의 경우는 동경 130-132도, 북위
36-38도 영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일본분지의 경우 동경
130-133도, 북위 40-43도로 3°X3° 영역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동일본분지의 경우는 동경
136-139도, 위도 40.5-44도 영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비록 넓은 영역의 자료를 이용하였지
만 여전히 서일본분지의 경우는 해수물성의 변동성을 조사하기에는 관측 자료가 부족하다.

(가) 수온변화
비록 해수물성 관측횟수가 많기는 하나 울릉분지에서 관측된 해수물성 자료는 500
m보다 얕은 수심에 국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많은 자료를 포함하기 위하여 500 m
를 대표수심으로 정하여 각 분지에서 해수물성의 변동성을 조사하였다. 이미 Kwon (1998)
이 선형증가 경향성을 0.0046℃/yr로 보고한 바와 같이 울릉분지의 수온은 전체적으로 약
0.005℃/yr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울릉분지의 수온은
선형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지는 않았고 시기에 따라 증가경향이 뚜렷한 시기도 있으며 거
의 증가하지 않은 시기도 있다(그림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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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울릉분지 영역의 500 m 층의 수온 변동성. 각 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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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1960년대 중반에는 약 0.2℃ 정도 수온이 상승했으나 1960년대 후반-1980
년대 중반에는 수온이 상승했다고 주장하기 모호하며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큰 변동성이 컸
다. 즉 1970년대 중반-후반에 수온이 약 0.4℃ 가량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0.1℃ 이상 수온이 상승했으
나 2000년대 초반에는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야마토분지의 수온 변화 경향은 울릉분
지의 수온변동이 큰 1970년대를 제외하면 울릉분지의 수온변화와 유사하다(그림 3.1.15). 또
한 시기별 수온도 울릉분지의 수온과 비슷한 값을 보인다.
1950년대-1960년대 중반에는 울릉분지의 수온 상승과 유사하게 야마토분지의 수온
이 상승했다. 그러나 1960년대-1980년대에는 수온이 상승했다가 하강한 두 번의 변동을 제
외하면 어느 정도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즉,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에 수온
이 높은 시기를 제외하면 이 시기에는 수온이 0.3-0.4℃ 정도로 일정했다. 울릉분지와 수온
차이가 가장 컸던 시기는 1970년대 후반으로 울릉분지의 수온이 0.7℃ 정도였음에 비해 야
마토분지의 수온은 0.4℃ 이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1990년대 중반의 높은 수온을 제외하
더라도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수온이 상승한 경향이 뚜렷하며 그 후로 수온이 일
정하였다.
동일본분지의 수온은 1950년대-1960년대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
시기동안 0.2 ℃ 이상 수온이 상승하였다(그림 3.1.16). 1970년대-1980년대에는 수온이 하강
하고 상승하는 변동성은 있으나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1970년대
에는 수온이 약간 감소하다가 1980년대 초반에 수온이 상승하며 1980년대 후반에 다시 하강
하는 변동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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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야마토분지 영역의 500 m 층의 수온 변동성. 각 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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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가장 큰 시기는 1990년대로 이시기에 수온이 0.2℃ 이상 상
승하였다. 2000년대에는 초반에 수온이 약간 감소하다가 중반에 수온이 증가하는 변동성이
보이기는 하나 이 시기에 수온이 상승했다거나 하강했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선형증가 경향
성이 미약하다.
1950년대-1960년대에 수온이 상승하고 1970년대에 수온이 하강한 경향 중에서 1960
년대 후반에 수온이 상승한 현상은 UPPW가 1960년대 후반에 상당량 생성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수온이 상승한 현상은 CW가 1980년대 중반에 상당량 형성되
었음을 암시한다. UPPW나 CW의 생성과 1960년대 후반과 1980년 중반의 수온 상승의 연
관성은 앞 절에서 설명하였다.
다른 분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적은 서일본분지에서의 관측 자료로는 서일본분지
의 시기별 수온 변동성을 주장하기가 어렵다(그림 3.1.17). 그럼에도 제한된 자료에서 보이는
시기별 수온 변화 중에는 동일본분지의 수온 변화와 유사한 경향이 있는 부분도 있다. 즉,
1970년대-1980년대에 수온이 상승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1990년대에 수온이 급격
하게 상승한 점은 동일본분지와 유사하다.

(나) 용존산소변화

시간에 따른 용존산소량의 변화를 조사하기에는 서일본분지와 울릉분지의 자료가
부족하여 동일본분지와 야마토분지의 500 m 수심의 용존산소량 변화를 중심으로 동해의 용
존산소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1950년대 이후에 동일본분지의 용존산소량은 대부분 23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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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동일본분지 영역의 500 m 층의 수온 변동성. 각 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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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서동일본분지 영역의 500 m 층의 수온 변동성. 각 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
께 도시함.
Ɇmol/l 사이였다(그림 3.1.18). 1950년대에 용존산소가 감소하였고 1960년대 초반에는 비교적

일정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확실하게 주장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용존산소의 변화가 큰
시기는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으로 1960년대 후반에 50 Ɇmol/l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
다가 1970년대 초반에 서서히 감소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용존산소 변화는 파악하기 어렵
지만 1980년대 중반에 다른 시기에 비해 용존산소가 높았으며 그 값이 1960년대 후반의 용
존산소와 비슷하다.
야마토분지의 용존산소는 1950년대 이후 대부분 220-250 Ɇmol/l 사이로 동일본분지
의 용존산소보다 낮다(그림 3.1.19). 이는 야마토분지가 중․심층수가 생성되는 해역에서 멀
기 때문으로 해수가 야마토분지에 도달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용존산소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야마토분지 용존산소의 시간에 따른 변화폭이 동일본분지의 1/2정도였다. 이는 동일본
분지는 중․심층수의 생성 해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다량의 해수가 생성되었을 때 용존산소
가 크게 증가하게 함에 비해 야마토해역은 생성해역에서 멀어서 해수 생성에 따른 용존산소
증가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Senjyu and Sudo (1996)는 서일본분지와 야마토분지에서 1965-1982년 동안 UPPW
에 해당하는 밀도면 상의 해수 물성의 변화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그 조사를 통해 서일본
분지에서 야마토분지까지 해수가 이동하는 데 12-15개월 걸린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3.1.18
과 그림 3.1.19를 비교하면 1960년대-1980년대 동안 두 번의 용존산소의 증가 후 감소하는
양상이 동일본분지와 야마토분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야마토분지의 증
감 양상은 동일본분지의 양상과 거의 같이 일어나거나 약간 느리게 일어난다. 이는 Senjyu
and Sudo (1996)의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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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동일본분지 영역의 500 m 층의 용존산소 변동성. 각 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도시함.

(다) 염분변화

시간에 따른 염분의 변화를 동일본분지와 야마토분지의 500 m 수심을 중심으로 조
사하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 염분 관측의 정확도가 0.01 psu 정도였기 때문에 1960년대 중
반 이전의 자료에서 염분의 변화 경향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염
분 변화에 국한하여 논하겠다.
동일본분지에서 1960년대 중반이후 염분의 선형증가 경향성은 약 0.0005 psu/yr 정
도로 Kwon (1998)이 1969-1996년 동안 일본분지 전체에서 염분의 선형증가율이 0.0004
psu/yr라고 보고한 값과 매우 유사하다(그림 3.1.20). 그러나 시기별로 염분의 변동성을 조사
하면 위의 선형증가율이 꾸준한 염분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짧은 기간 동안
염분이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후반과 1980년대 중후반에 염
분의 증가가 뚜렷하며 염분 증가가 나타난 시기 이후에는 염분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야마토분지의 염분 역시 증가 경향이 보이지만 시기별 변동성은 동일본분지의 변동
성과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3.1.21). 동일본분지에서 보이던 1960년대 중․후반의 염분
증가는 야마토분지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또한 1980년대 중후반에 야마토분지의 염분은 증
가하기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이다. 동일본분지와 달리 야마토분지의 염분은 1970년대
초중반과 1980년대 초중반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동일본분지와 유사
하게 야마토분지의 염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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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야마토분지 영역의 500 m 층의 용존산소 변동성. 각 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도시함.

34.2

Salinity

34.1

34

33.9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Year

그림 3.1.20. 동일본분지 영역의 500 m 층의 염분 변동성. 각 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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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야마토분지 영역의 500 m 층의 염분 변동성. 각 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
께 도시함.
(라) 수심변화

동일본분지와 야마토분지의 등수온면의 변동성을 조사하였다. 표층수와 중층수의 경
계에 해당하는 0.6℃보다 높은 수온은 제외하고 0.1, 0.2, 0.3, 0.6℃ 등온면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그림 3.1.22와 그림 3.1.23). 0.6℃의 수심은 야마토분지에서는 300-400 m 사이었음에
비해 동일본분지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300 m보다 얕았다. 0.6℃의 수심은 야마토분지
에서는 비교적 일정하다가 1990년대에 약간 깊어졌다. 이에 비해 동일본분지에서는 0.6℃의
수심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컸다. 즉,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후반에 얕았으며 1990년대에
급격하게 깊어져서 2000년대에는 400-500 m로 유지되었다.
0.2℃의 수심이 동일본분지에서 1970년대 이전까지 꾸준히 깊어진 양상이 뚜렷하며
야마토분지에서도 1970년대 이전까지 꾸준히 깊어진 양상이 보인다. 0.2℃의 수심은 1970년
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깊어졌다. 0.4℃
의 수심과 0.2℃의 수심 차이는 동일본분지와 야마토분지에서 1950년대에 작았으며 1960년
대에 커져 야마토분지에서는 1970년대 이후 약 300 m 정도로 유지되었다. 동일본분지에서
는 0.4℃의 수심과 0.2℃의 수심 차이가 1970년대 이후 400 m보다 커서 야마토분지보다 더
컸다. 1950년대에 비해 커진 0.4℃의 수심과 0.2℃의 수심 차이는 0.2-0.4℃의 해수가 1950년
대보다 더 많이 생성되었음을 암시한다. 0.1℃의 수심은 1960년대 이후로 동일본분지에서 꾸
준히 깊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비해 야마토분지에서는 0.1℃의 수심이 1960년대에 깊
어지는 경향이 보이나 1970년대-1980년대에는 깊어지는 양상이 뚜렷하지 않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깊어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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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동일본분지 영역의 등수온면 수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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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야마토분지 영역의 등수온면 수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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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의

울릉분지, 야마토분지, 서일본분지, 동일본분지의 해수물성 변화 분석에서 동해 전체
에서 수온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온 상승이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시기별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 오히려 감소하는 시기도 있었다. 동해에서
발생하는 해수 생성의 정도에 따라 수온 변화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존산소의
변화는 이를 뒷받침한다. 즉 용존산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는 많은 양의 해수가 생성
되었음을 의미하며 감소하는 시기는 해수 생성이 미약했음을 의미한다.
동해 중층의 염분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는 중층 해수의 물성 변화가 염분
변화에 기인한 면이 작지 않음을 의미한다. Kwon et al. (2004)는 동해의 순환 변화에서 염
분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동일본분지에서 보이는 염분 변화는
Kwon et al. (2004)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층수 형성에서 중층수 형
성으로 해수 형성이 변화한 동해의 순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염분 변화와 수온 변화의 상
대적 비중에 대한 평가는 현재 확실하게 제시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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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해 해수면 장기 변화
가. 전지구 해수면 상승 요인 및 상승률

지구 해수면 상승의 주요 요인은 열팽창과 그린란드의 얼음, 남극얼음, 대륙의 얼음,
육지의 수자원량 변화와 관련된 대륙과의 질량 교환 등이다. 열팽창으로 인한 최대 상승률
은 약 1m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연구결과는 열팽창과 해빙에 의한 담수
유입효과는 대략 비슷한 크기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Nerem, 2005). 지난 20세기 100년간
해수면 상승률은 1.8mm/년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90년대 이후의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3.0mm/년으로 급격히 가속(Cabanes et al., 2001; Cazenave and Nerem, 2004)되고
있으며, 2005년이후 최근에는 과거 100년보다 해수면 상승률이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2년 이후 TOPEX/POSEIDON 및 JASON1 고도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전지구 해수면 상승률자료로부터 산정한 상승률은 그림 3.1.24에 제시된 바와 같
다. 1992년 9월 이후 2008년대 초반까지의 약 16년 상승률은 3.3mm/년±0.4 내외이다.
한편 태평양에서의 상승률은 그림 3.1.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3.1mm/년±0.2으로 조
금 작게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서양을 포함한 다른 해역에서 평균상승률이 태평양보
다 크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나타낸다.

그림 3.1.24. 1992년 이후 전지구 해양의 최근 16년간 해수면 상승률.

그림 3.1.25. 1992년이후 태평양에서의 최근 16년간 해수면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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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 2008년대 초반까지의 자료를 기반으
로 제시된 상승률은 아래 그림 3.1.26(콜로라도 대학 산출)와 같다. 태평양에서도 북서태평
해역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양 북동쪽 해역의 낮은
해수면 상승률도 두드러진다. 지구기후변화로 지구시스템에 축적된 에너지는 해양에 80%이
상 축적된 것으로 보고(Levitus et al., 2005)되고 있으며, 아래 그림 3.1.27은 최근 50여년간
태평양에 표층에서 대표 수심별로 축적된 열에너지의 상승을 나타낸다.

그림 3.1.26. 1992년 이후 최근 15년간 해수면 상승률 공간 분포.

그림 3.1.27. 1955년 이후 태평양에 축적된 열에너지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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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해 및 인접해 해수면 상승

Kang et al.(2005)는 1992년 이후 2001년까지 동해 해수면 상승률은 5.4mm/년이고
동해남부해역에서는 6.5mm/년인 것으로 분석한 한 바 있다. 그림 3.1.28은 동해 남부의 상
승률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1.28에서 상승률의 공간 분포는 균일하지 않으며, 울릉분
지와 야마토 분지에서의 상승률이 비교적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9은 고도위
성 궤도와 3개 정점(X1-X3)을 표기하였다.
그림 3.1.3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열팽창에 의한 상승률이 해수면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Kang et al., 2005; Kang et al., 2006).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동해 해수면 상승률을 평가한 결과, 아래 그림 3.1.31에 제시
된 바와 같이 ‘93-’06년 기간 최근 상승률(6.4mm/yr)은 지난 9년간 상승률(6.5mm/yr)과 비
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열팽창에 의한 최근 상승률이 1.2mm/yr 정도이고 해
빙에 의한 상승률 역시 비슷한 1.5mm/yr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주변 및 북서태평양
의 상승률은 열팽창 효과가 여전히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 그림 3.1.31에는 1977년 이후
최근까지 상승률은 약 3.2mm/년이다.

그림 3.1.28. 1992년 이후 최근 9년간 동해 해수면 상승률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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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1992년 이후 최근 15년간 해수면 상승률 공간 분포.

그림 3.1.30. 그림 3.1.29의 3개지점(위에서 아래로 x1-x3)에서의 위성관측
치(청색선),열팽창에 의한 해수면(붉은점), 열염분변화에 의한 해수면 변화
(녹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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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동해연안 13개 지점 자료를 기반으로 한 최
근 9년, 14년 및 30년간 해수면 상승률.

동해와 오호츠크해에서의 최근 고도 위성에 기반한 상승률은 아래 그림 3.1.32과 같
이 3.4mm/년이다. 상대적으로 오호츠크해 상승률이 작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열팽창에 의한
장기적인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해남서부의 관측점에서 KODC자료 등을 분석한 결
과, 동해서측 KODC 관측영역 지점에서 300m 상층 평균수온 상승률은 0.146℃/년으로서 아
래 그림 3.1.33와 같이 지속적인 상승 특성을 보였다. 참고로 황해 및 동중국해의 최근 16년
상승률은 아래 그림 3.1.34과 같이 5.4mm/년으로서 동해 상승률과 비슷하다. 비교적 천해이
기 때문에 해수면의 계절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3.1.32. 동해 및 오호츠크해 최근 16년(1992-2008) 해수면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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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동해 서부해역(KODC)해역에서의 상부층(표층-300m) 수온 상승률(0.146℃/yr).

그림 3.1.34. 황동중국해서의 1992년 이후 최근 16년간 고도자료 분석결과 산정된 해수면 변
화 및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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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수면 변화 및 기작
가. 연변화 변화 기작

앞에서 검토한 장기적인 해수면 변화외에 해수면은 연변화를 보인다. 대부분 여름에
는 높고 겨울에는 낮게 나타나는 데, 해수면의 연변화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인은 대기압,
바람의 연변화, 태양열의 연변화 및 한반도 인근을 흐르는 해류의 연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수면 계절변화의 진폭은 그림 3.1.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해관측
점에서 약 20cm, 남해관측점에서 15cm, 동해관측점에서 약 12cm 정도로서, 년 변화의 크기
는 서해, 남해, 동해가 40cm, 30, 24cm 정도이다. 이같은 해수면 연변화의 체계적인 변화 특
성은 대기압의 계절변화에 따른 변화와 서해, 남해, 동해의 수온변화 특성에 따른 열팽창 효
과, 바람에 의한 해수의 set up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5. 서해, 남해, 동해에서의 해수면 연변화의 진폭 및 지각.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2008년 2월 전문학술지인 Geophysical Research Letter (Vol.35,
Lo3603, doi:10.1029/2007GL032527)에 게재되었으며,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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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인자 동해주변부에서의 바람장기 변화

해수면 장기변화와 관련하여 시베리아 및 일본 연안 해역 등에서 동계몬순 변화특
성을 검토하였다. 약 40년 동안의 Trenberth (1980)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ECMWF의 결
과와 마찬가지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약화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20년간의 변화를 살펴
보면 ECMWF와 NCEP2의 경우 최근 20년 동안 해면기압 변화는 매우 작게 나타났으나
Trenberth 자료의 경우 최근 20년 동안 약 10 Hp이 감소하는 큰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
화는 동해 인근해역에서 바람의 약화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및 일본 연안 기상관측점에서 유의
할만한 바람의 약화를 확인하였으며, 시베리아 고기압과 얄루산 저기압차로부터 산정한
Geostropic wind 역시 약 최근 20년간 약 23% 풍속감소를 보인다. 상기 연구결과는 전문학
술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래에 논문의 요약결과를 제시한다.

The long term trend of wind around East sea and its relation to Siberian High
Northwesterly wind in winter season in the East Asia is a typical characteristic
of East Asian Winter Monsoon in the Northern Hemisphere, while Siberian High (SH)
and Aleutian Low (AL) affect to East Asian Monsoon.
The wind field can be affected by the change of Sea Level Pressure (SLP), so
the long term wind field and SLP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Wind data at 98
stations (Fig. 3.1.35) along the east coast of

Korean peninsular and west coast of Japan

were examine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d field and the SLP since 1980.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 of SH and AL, Trenberth dataset , ECMWF and
NCEP SLP data were used.
Wind speed at 36 stations is shown to decline for the 20 years from 1980 (Fig.
3.1.36, Fig. 3.1.37, Table 3.1.1). Pressure gradient between SH and AL decreases for the
same period and the trend shows remarkably sharp decrease in the Trenberth dataset
(1980) (Fig. 3.1.38). Calculated geostophic wind using pressure gradient between SH and
AL, decreases during the weakening of SH (Fig. 3.1.39). This decrease of the
geostrophic wind is similar to the trend of the observed wind speed since 1980.
Therefore, the gradual decline of wind around the East Sea may be due to the
weakening of SH by global 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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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The number and late of trend in each case of wind speed trend. Neutral
state means slope of linear trend is about zero.
Slope

Number

Percentage

Downward

36

45.6%

Neutral state

26

32.9%

upward

17

21.5%

Fig. 3.1.36. Station map around Korean peninsular and Japan. The
number of all stations is 89. Nine stations denoted by blue dots
were observed by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rom 1976. Red dots are the stations in Japan. Those are
observed by JMA (Jpan Meteorological Agency) from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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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7. Long term trend of the wind speed in Korea from 1976 to 2005. The
trends of wind speed show decreasing trend from 1976 at 6 stations in
Koreaincluding Busan and Ulle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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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8. Long term trend of the wind speed in Japan from 1977 to 2004. The
trends of wind speed show decreasing trend from 1977 at 30 stations in Japan.

TG ]WG T

Fig. 3.1.39. Long term trend of Siberian High in winter
season according to data sources since 1970. The trend is
presented from 1976 to 2001.

Fig 3.1.40. Calculated geostrophic win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Siberian High and Aleutian Low using Trenberth
datase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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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해 해양 장기변화의 기작
1. 쓰시마난류가 동해에 미치는 영향
가. 서론
쓰시마난류와 쓰가루/소야 해류로 구성된 동해통과류는 동행에 열과 염을 공급한다.
동해통과류에 의해 공급된 열은 동해에서 관측되는 해양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약 100 w/m2
의 열의 공급원이고, 염은 동해 북부에서 생성되는 심층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해통과류와 이의 변화는 동해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atanabe et al. (2003)는 동해북부 심층에 약 15년 주기의 변동성을 발견하였는데
(그림 3.2.1),

이 변동성이 북태평양 중층수의 변동성과 비슷한 주기와 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태평양에 변동성을 일으키는 대기 변동성이 동해의 변동성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동해가 북태평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면 대기가 동해변동성의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동해통과류가 동해에 열과 염을 공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해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이 통과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동해통과류중 동해로 유입되는 쓰시마난류
의 변화에 대한 Takikawa and Yoon (2005)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림 3.3.2) 쓰시마 난류의
수송량도 약 15년 주기의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동해의 변동성과 동해통과류가 밀접한 관
계를 갖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쓰시마난류의 변동성과 동해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
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한 상자모델과 이상적인 3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동해의 변동성과 쓰시마난류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상자모형
이 부분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Park (2007, 부록 2에 논문 전재)의 내용이다. 상자모
형을 이용하면 주된 현상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동해를 약 100 m에 위치한 수온약층을
중심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하고, 극전선을 중심으로 남쪽지역과 북쪽지역으로 나누어 4
개의 상자로 나누었다 (그림 3.2.3). 남쪽의 표층상자는, 쓰시마난류를 나타내는 외부에서 유
입되는 해류가 존재한다. 이 유입된 해수의 일부는 이 상자에 연결된 유출구를 통해 외부로
방출되고, 나머지는 북쪽 표층상자로 유입된 후, 이 북쪽표층상자에 연결된 유출구를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즉 남쪽 표층상자에 연결된 유출구로 유입된 해수와 같은 양의 해수가 남
쪽 표층상자에 연결된 유출구와 북쪽표층상자에 연결된 유출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다. 남
쪽의 유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해수의 특성은 경계조건으로 주어지지만, 유입된 해수의 특성
은 해양대기 열교환과 증발과

강수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유출되는 해수의 수온과 염분은

모형내부에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상자모형에서 통과류를 제거하면 Griffies and
Tziperman(1995)의 상자모형과 동일하다. 이런 상자모형은 열염분순환의 중지 등 급격한 변
화를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는데, 동해에서는 염분의 남북방향구배가 온도의 남북방향
구배에 비해 훨씬 작기 때문에 열염분순환의 중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통과류의 변화에
대한 반응 연구에만 사용한다. 동해의 지형을 고려하여 모형의 총 수심은 1500 m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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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동해심층의 변동성 (Watanabe et al., 2003).

그림 3.2.2. 쓰시마난류 수송량의 파워 스펙트럼 (Takikawa and Yo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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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상자모형.G

천해역을 제외하기 위하여 모형의 전체 부피는 동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1.3×10

15

3

m로

하였다. 심층수가 생성되는 블라디보스톡 부근해역은 전체의 1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각 상자의 수온과 염분은 인접한 상자간 이류와 상층상자의 경우 해양-대기 열 및
담수교환 그리고 통과류에 의해 결정된다. 열염분순환의 강도는 남쪽상자와 북쪽상자간 밀
도차에 의해 결정된다. 상자간 열 및 염의 확산은 고려되지 않았다. 표층의 수온과 염분에는
복원조건이 적용되는데, 수온의 복원시간 gT=15 일로 염분의 복원시간 gS=150 일로 주어졌
다. 따라서 상자모형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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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라비아 수로된 첨자는 상자의 번호를 나타내고, “s"는 표층과 관계된 변수를 ”d"는
심층과 관계된 변수를 나타낸다. V와 H는 각각 상자의 부피와 두께를 나타내면 열팽창계수
a = 2×10

-4

-1

°C 이고 염팽창계수 b = 8×10

-4

-1

-3

*

*

psu , r0 = 1035 kg m , Ti 와 Si 는 수온과
*

염분의 복원 값이다. 열염분순환의 강도 Y 의 계산에 사용되는 상수 C 값은 T1 = T1 , T2 =
*

*

*

T3 = T4 = T2 , S1 = S1 , S2 = S3 = S4 = S2 일 때 Y = 0.7 Sv 이 되도록 조정되었다. 남쪽
상자로 유입된 해수 중 얼마가 심층대류가 일어나는 해역으로 유입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입율 f에 대한 민감도 실험도 수행하였다.

(1) 상자모형의 결과
여기에 기술하는 결과는 Park (2007)에 발표된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해의 수학적
구조를 해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관측값과 유사한 범위에서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해의 특서을 파악하였다. 동해에서 남북방향염분구배가 온도구배에 비해 매우 작아서 저위
도해역엣 심층수가 생성되는 염순환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도 해역에서 심층수가 생
성되는 열순환만 고려한다.

먼저 상상태의 조건을 고려하여, 즉 유출수(Qin, Tin,와 Sin)와

복원온도(Ti*)와 염분(Si*)의 사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평형해를 구하였다. 적분은 시간단
위를 충분히 짧게 한 The Euler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후 유출수나 복원경계조건에 주기적
인 섭동을 추가하였다. 섭동의 크기는 북쪽 심층상자의 온도변화, 즉 T4′가 Watanabe et
al. (2003)이 보고한 값과 유사하게 나타나도록 조정하였다. 평형해를 얻기 위해 사용한 값
들은 다음과 같다. Qin = 2.6 Sv, Tin = 12 °C, Sin = 34.3 psu, T1* = 10 °C, T2* = -1.2
°C, S1* = 34.2 psu, S2* = 33.7 psu, f = 0.1. 평형해는 관측에서 얻은 값(Chang et al.,
2004; Kang et al., 2003)과 유사한데 다음과 같다. T1 = 9.97 °C, T2 = T3 = T4 = 0.2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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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 34.23 psu, S2 = S3 = S4 = 34.07 psu, Y = 0.72 Sv. 따른 조건을 사용하면 다른 해
가 얻어지지만 섭동에 대한 반응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값들을 사용하
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2.4에 유출수의 수송량이 평형해 계산에 사용된 값의 20% 폭으로 15년 주기
로 변동할 때 각 상자에서 얻은 수온과 염분의 변위를 나타내었다. 수송량의 변화가 없으면
모델에서 아무런 변동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수의 변동성이 모델의 변동성을 일으
키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유출수가 강해지면 증가된 열수송에 표층상자의 온도가 증가한
다. 북쪽상자에서는 해수의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의해 온도가 더 빨리 증가하게 된다. 심
층상자는 통과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변동성을 보인다. 남쪽 심층상
자의 체류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변동폭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연직대류보정은 유출수의 수송량이 최대에 이른 2년 후 정도에 시작된다. 연직대류
보정은 북쪽 상층상자의 밀도가 하층상자의 밀도보다 커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활발한 심
층수 생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표층밀도는 표층의 염분이 증가하거나 수온이 감소할
때 커지는데, 연직대류보정이 시작될 때, 표층수의 온도는 높으나 염분도 높아져 밀도가 증
가한다. 연직대류보정이 시작되면 상층의 짠 해수가 하층의 싱거운 해수와 섞이게 되어, 표
층해수의 염분이 급격히 감소한다. 하층의 부피는 상층의 14배이어 하층에서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후에는 수직 온도차에 의해 연직대류보정이 시작된다. 유입수가 약해
지면 고위도 해역으로 수송되는 염의 양이 감소하여 표층수의 염분이 충분히 낮아져, 유입
량이 감소하기 시작한지 1년 정도가 지나면 연직대류보정이 중지된다. 이 현상이 중지되면
심층에서 더 이상 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표층수의 염분이 급격히 감소한다. 유입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 고위도 공급되는 염이 증가하여 염분이 증가하나 온도차를 극복할
수 있를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연직대류보정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그림 3.2.4. 모델 결과 (유입량변화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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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전선통과량계수 f가 증가하면, 통과류의 변화가 북쪽에 더 잘 전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
로 변동성이 증가하지만 해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통과류의 수송량 외에 염분변화를 고
려한 경우에도 비슷한 해를 얻었다.
대기의 변화도 해양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원온도를 15년 주기로
0.2°C 변화시키면서 대기의 장주기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동해의 크기가
대기의 로스비 변형반경과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남쪼과 북쪽에 같은 크기와 경향의 변화
를 가하였다. 대기의 변화와 같은 주기의 변화가 전 상자에서 관측되었다 (그림 3.2.5). 변화
의 크기는 당연히 대기와 접촉한 표층에서 크게 발견되었다. 북쪽 심층 상자의 온도 변화만
고려한다면, 유출량의 변화에 의한 것과 복원경계조건의 변화만 고려한 것을 구별하기는 힘
들다. 두 경우의 차이는 연직대류보정이 시작될 때 염분에서 나타난다. 유출량이 변할 때에
는 T4와 S4 가 같은 위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연직대류보정은 표층염분의 급격한 감소를
유도한다. 하지만 복원온도가 변할 때에는 T4가 S4보다 6~7년 정도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직대류보정에 의해 표층염분은 급격히 증가한다. (복원온가 변할 때 연직대류보정은 복원
온도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하지만 고해상도 염분시계열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런 현상이 동해에서 관측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2000-2001년 겨울 동해북부에서 심층수의 생성이 관측되었다 (Kim et al., 2002;
Senjyu et al., 2002). Kim et al. (2002)이 주장한 것처럼, 심층수 생성이 대기온도 강하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면 동해북부의 표층염분이 심층수보다 낮기 때문에 새로 생성된 물의 염
분이 주위보다 낮아야 한다. 새로 생성된 물의 염분이 높으려면, 표층수의 염분이 높아야 한
다. Takikawa and Yoon (2005)은 쓰시마난류의 수송량이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계속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모델결과에 따르면 수송량이 최대에 이르렀을 때 연직대류보정이 시
작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수송량 증가가 동해북부의 심층수 생성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생성된 물의 온도가 낮다는 측면에서는 모델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심층수 생성은 수송량의 증가와 대기온도 강하에 의해 생긴 것임
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2.5. 모델결과 (복원온도변화에 대한 반응, Park 2007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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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적 3차원 모형
앞서 언급한 상자 모형을 이용하여 통과류의 변화가 동해순환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동해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고, 흐름도 이상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
된다. 더 사실적인 상황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3차원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
림 3.2.6에 나타낸 것처럼 동해를 폭과 길이가 각각 10도인 정사각형바다로 단순화 시켰다.
동해는 남서쪽 구석과 북동쪽 구석에 있는 두 개의 해협을 통해 북서태평양과 연결된다. 이
모델에서 북서태평양에서 필요한 현상은 바다의 자체 역학에 의해 생성되는 서안경계류인데
이 서안 경계류는 북태평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
림에 나타낸 것처럼 북서태평양의 영역은 매우 축소되었다. 뒤에 서안경계류의 세기에 의한
여향과 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태평양을 확장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통과류의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동해가 고립된, 즉 해협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바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3.2.7과 같은 동서방향바람을 고려한 경우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
였다. 상태방정식은 온도만의 선형함수이어 염분은 고려도지지 않았고, 모든 경우에 복원경
계조건을 통하여 해양표층에 열속이 가해진다. 각 실험에 대한 요약은 표 3.2.1에 나타내었
다. 모델은 GFDL MOM3를 이용하였고, 수평해상도는 0.25도이고 수심은 4000 m 이고 해
협의 수심은 100 m이다.

그림 3.2.6. 이상적 동해 모형.
G

그림 3.2.7. 모델에 사용된 동서방향 바람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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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실험의 구성

Case

Channel

Wind

CW (Channel with Wind)

O

O

CNW (Channel No Wind)

O

X

NCW (No Channel with Wind)

X

O

NCNW (No Channel No Wind)

X

X

CWL (Channel with Wind and Large NP)

O

O

(1) 이상적 3차원 모형결과
그림 3.2.8에 CW, NCW, CNW, NCNW에서 얻은 표층온도와 순환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해협의 영향을 보기 위해, CW-NCW와 CNW-NCNW도 나타내었다. 해협이 있는
경우 외해에서 더운물이 공급되어 바람의 유무와 관계없이 표층수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9에 나타낸 표층열속에서도 해협이 있는 경우 표층수온이 높아, 더 많은 양의 열이 대기
로 방출된다. 동해로 유입된 해수는 서쪽 경계와 북쪽경계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열교환
은 주로 이 지역에서 나타난다. 해협이 없는 경우 외해의 서안경계류가 모델의 북쪽 경계까
지 아무런 방해 없이 이동한다. 즉 높은 온도의 물이 북쪽까지 이동하여 열손실이 크게 나
타나나, 이런 현상이 자연에서도 발견될지는 파악할 수 없다.

그림 3.2.8. 표층온도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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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표층열속.

통과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3.2.10에 CW와 NCW간 동서평균
된 수온차이를 나타내었다. 해협이 있는 경우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데, 표층에서는 해양-대
기 상호작용에 의해 해협 통해 유입된 해수의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나, 아표층에서는 대기
로의 열손실이 없기 때문에, 해협을 통해 유입된 물의 신호가 유지된다. 이 그림은 동해에서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된 온도신호를 연구하려면 아표층의 신호를 분석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3.2.11에는 해협이 있는 두 경우, CW와 CNW에서 통과류의 수송량을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 수송량이 1 Sv 이하로 관측에 비해 매우 작게 나타난다. 이는 외해의 수평순환이
약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의 해결방안은 뒤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두 경우 모두 변동성
을 보여주는데, 바람이 없는 경우에 바람이 있는 경우에 비해 변동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그림 3.2.10. CW와 NCW의 동서방향으로 평
균된 수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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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동해로 유입되는 흐름의 수송량.
그림 3.2.12에는 90 m 층의 수온변동성을 나타내었다. 변동성은 바람과 해협이 있는
경우(CW)에 가장 크게, 바람과 해협이 없는 경우(NCNW)에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해협이 없
고 바람만 있는 경우(NCW)에는 미약한 단주기(5년 내외) 변동성이 관측되었고, 바람은 없
고 해협이 있는 경우(NNW)에는 약한 7년주기 내외의 변동성이 관측되었다. 바람이 없는
경우에 그림 3.2.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통과류의 변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동해에도 큰 변동
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바람이 없을 경우 외해의 순환이 매우 약해져 변동성을 일으킬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에 표시된 결과에 의하면 비록 차이가
적기는 하지만, CNW에서 NCW에서 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해협의 영향이 바람의 영
향보다 크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2.13에서 수송량과 온도의 변동성을 비교하였다. 온도변동성은 동해전체와 온
도신호가 강하게 나타나는 남부해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바람이 없는 경우(CNW)에는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약해 온도와 수송량의 비교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바람이 있
는 경우(CW)에는 신호가 강해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수송량이 증가하면 더운
물의 공급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증가한다. 이런 경향은 동해 전체에서 발견되
는데, 온도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는 남부해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동해로 유입된 더운
물이 동해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온도의 최고점은 수송량이 최대에 이른 후에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결과는 동해의 변동성과 유출수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나,
유출수의 평균수송량이 관측에 비해 매우 약한 것이 현 모델의 큰 약점이다. 동해로 유입되
는 해수의 양은, 외해에서 유입구와 유출구간 해수면 높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해수
면 이 높이 차이는 외해의 수평순환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외해 수평순환의 크기는 외해에
가해지는 동서방향 바람응력의 강도나 외해의 폭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바람응력의 크기는 관측값과 유사하기 때문에, 외해의 폭이 작아서 외해순환이 약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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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90 m 층에서 온도 변동성.

그림 3.2.13. 수송량과 온도의 변동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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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 순환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외해의 폭을 넓힌 실험(CWL)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그림 3.2.1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CW의 결과도 표시하여 두 경우를 비교하였
다. 외해 순환이 강해지면서 동해로 유입되는 해수의 양도 증가하여 관측과 유사한 값이 얻
어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CWL에서 유입수 변동성의 주기 감소인데 어떤 이유로 변동성
이 감소하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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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변동성과 수송량변동성간 상관관계가 수송량의 평균크기와 관계가 있는지 파악
하기 위하여 그림 3.2.15에 CW와 CWL에서 수송량과 온도의 변동성을 비교하였다. 두 경우
수송량이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고, 수송량이 온도보다 먼저 최대에 이르러, 수송량과 온도
의 변동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2.16에는 수송량과 동해에서 자오면순
환을 비교하였다. 두 경우 모두 수송량이 증가하면 자오면순환이 약해진다. 수송량이 증가하
면 동해남부에서 북부까지 해수가 이동하는데 기산이 적게 걸려 남북간 온도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동해로 유입되는 해수의 평균값이 증가하면 동해의 남북방향 평균온도차가 감소
함에도 불구하고 CWL에서 CW에서보다 자오면 순환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표층과 중저
층 간 마찰에 의한 운동량전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2.14. 태평양이 큰 경우(CW-Large)와 작은 경우(CW)의 비교.

라. 요약 및 결언

간단한 상자모형과 이상적인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하여 쓰시마난류와 쓰가루/쏘야 해
류로 구성된 동해통과류가 동해열염분순환에 미치는 여향을 연구하였다. 상자모형에서는 열
과 염분의 영향이 모두 고려되었으나 통과류의 강도가 경계조건으로 주어졌다. 이상적 3차
원 모형에서는 통과류의 강도가 모델내부에서 역학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나 염분은 고려되
지 않았다. 두 실험 모두 동해통과류가 동해 열염분순환과 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주었고, 동해 통과류가 동해변동성의 주요한 원인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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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수송량과 온도의 변동성 비교.

그림 3.2.16. 수송량과 열염분순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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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 순환 변동성 평가 모델 개발 및 민감도 제시
가. 서론
해수면 상승, 심층 수온 증가, 저층수 형성 중단 그리고 어종의 변화 등과 같은
동해의 최근 변화 추세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지역적 증거이다. (Gamo,
1999, Minami et al., 1999, Kim et al., 2001, 한국해양연구원, 2006). 이는 1930년대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동해에서의 심층대류가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심층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해
역(예, 블라디보스톡 근해)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블라디보스톡 연해에서 간헐적인 심층수의 형성과
대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관측 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그 원인이 해빙의 형성으로 인
한 염 방출(Brine Rejection)로 기온 하강과 염분 증가가 동시에 큰 역할을 했음을 주장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Senjyu et al., 2002, Talley et al., 2003). 그러나, 여전히 동해 심
층 대류 형성 및 변동성에 대한 역학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다.
1단계 연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 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해수의 수
송량 변동이 동해 내부 순환 변동 및 수온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한국해양연
구원, 2006). 연중 고온, 고염의 해수를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대
마난류 수송량의 연 변동은 동해 상층의 열염 수송량과 직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연직
대류의 형성 및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수치 모델 결과로 제시한 바 있다.
다양한 기후 변화 예측 모델들이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의 온실가스 배
출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 변화 예측 실험을 하고 있지만, 동해와 같은 지역해에 미
치는 영향을 이로부터 직접 판단하여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지역적으로 매우 성긴 격자의 해양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 또는 우리나라 주변해의 지역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해양 순환 모델을 이용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의 반
응 또는 미래 전망을 시도하였다. Fig. 3.2.17은 일반적인 동해 순환 변동 요인을 측면
경계 조건인 동해 통과류 수송량과 유입/유출수의 물성, 그리고 표면 경계 조건인 열/염
속 및 바람장이 기후 변화에 의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유추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해 순환 변동을 유추하는 방법을 모식화한 것이다. 기후 변화에 의한 대기 강제력 또
는 측면 경계 조건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기후 예측 모델 결과를 이용하였다. 즉, 지난
2007년 발간된 미래 기후 변화 전망 보고서인 IPCC 4차 보고서에 공헌한 기후 예측 모
델들 중 하나인 미국 지구유체역학연구소(GFDL) 기후모델 버전2.1 (CM 2.1)의 A1B 시
나리오 실험 결과를 시범 적으로 적용하여, 향후 동해 순환 변화를 예측하였다(Fig.
3.2.18). 특히 측면 경계 조건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구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을 수립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동해 통과류 변동성을 추정 또는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 적용하였
다. 또한 다양한 기후 모델이 전망하는 미래의 지역 기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다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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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적은 미래 동해 순환 모델의 경계 조건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보았으며,
본 단계에서는 가용한 몇 개의 기후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미래 대기 강제력 및 동해 통
과류 수송량 변동성을 정량화해 보았다.

Fig. 3.2.17. Schematic flow chart for the East Sea circulation
variability estimation due to the climate change.

Fig. 3.2.18. Climate projection system of East Sea circulation bases on
dynamic downsca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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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
(1) 동해 순환 모형
본 실험에서 사용된 수치모형은 1단계에서 동해 통과류 유량에 따른 민감도를
시험한 모형과 같은 모형을 동해 순환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이 해수 순환 모형은 일본
응용역학연구소 (RIAM : Research Institute for Applied Mechanics, Kyushu Univ.)에
서 개발된 것으로서, 동해 순환의 대표적 특성들을 비교적 잘 재현한 바 있다 (Lee et
al., 2003).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정수압 (hydrostatic) 가정과 부시네스끄 (Boussinesq)
가정을 도입한 3차원, 비선형 원시방정식에 근거하여 공간적으로 Araka-B 형식의 유한
차분법을 적용하였고, 시간적으로는 3차원과 2차원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시간 간격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계산시간의 단축을 도모하였다. 3차원 방정식을 구면좌표
계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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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ƒ 는 시간, Ł 는 경도, ŋ 는 위도, « 은 지구 반경이며, Ƅ 는 전향력으로서 ÏĶŋ 로
정의되며 Ķ 는 지구각속도이다. ƅ 는 중력가속도, © 는 압력, Ň 는 해수의 밀도이며, Ň× 는
표준밀도를 나타낸다. 경도방향의 유속과 위도방향의 유속은 각각 Ɠ▗ Ɣ 로 정의되었으며,
ƕ 는 연직 방향의 유속 성분이다. 또한  Ɣ ▗  Ɔ 는 각각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난류점

성계수를 나타낸다. ▗ ¬ 는 각각 해수의 온도와 염분을 나타내며, ¤ Ɣ ▗ ¤ Ɔ 는 각각 연직
방향과 수평방향의 난류확산계수이다. 한편, 연산자 ¥ 과 x Ï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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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밀도를 계산에는 Mellor (1991)가 제안한 상태방정식을 채택하였다.
적용된 동해 모형의 계산 격자 간격은 약 1/6° 이다. 계산 영역은 동경 126.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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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5 °E와 북위 33 °N ～ 52 °N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제주 해협과 제주도와 큐수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선에서 대마 난류수의 유입이 정의되고, 쓰가루 및 소야 해협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타타르 해협은 수심이 얕고 관측자료도 미미해 막힌 것
으로 간주하였다. 연직 격자망은 가변적으로 총 19층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층의 두께는
15, 15, 20, 25, 30, 35, 35, 35, 50, 75, 100, 150, 200, 300, 450, 600, 600, 600m로 하였다.
수심자료는 ETOPO5 (NCAR, 1989) 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3.2.19는 동해 순환 모형의
영역 및 수심 분포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직 난류점성계수(  Ɣ )와 난류확산계수( ¤ Ɣ )는 각각 1.0
ƁƋÏ îƑ 와 0.1 ƁƋÏ îƑ 이며, 수평방향으로는 난류점성계수(  Ɔ ) Ð Z Î×Ó ƁƋÏîƑ , 난류확산계수

( ¤Ɔ )

Ð Z Î×Ò ƁƋÏîƑ 를

사용하였다.

연직대류

조절

기능이

필요한

경우

(Convective

adjustment process)에는 보다 큰 연직 난류확산계수( Î×Ñ ƁƋÏîƑ )를 적용하여 강제적으로
혼합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해표면( Ƙ á × )과 해저면( Ƙ á ¡ )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계 조건을 사용하였다.
Þŉƕ Łìŉƕ ŋ ß
ŞÞƓìƔ ß
 Ɣ ć çƘ á × á ć ì
ŞƘ
Ň×

ÞŉƀŁìŉƀŋ ß
ŞÞƓìƔ ß
 Ɣ ć çƘ á ¡ á ć ì
ŞƘ
Ň×

(9)

여기서, ŉƕ ŁìŉƀŁìŉƕ ŋìŉƀŋ 는 각각 경도 및 위도 방향의 바람응력 및 해저 마찰 응력이다. 평
균 해황을 얻기 위해, 해표면 바람 자료는 1992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의 일별
ECMWF (European Center for Medium Weather Forecast) 자료로부터 재구성된 월별
평균 바람 응력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저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선형 해저
마찰력( Ň× Ƃ ÞƓƀìƔ ƀ ßöć
Ɠ Ïƀ â Ɣ Ïƀ )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Ɠ ƀìƔ ƀ 는 각각 저면유속을 나타내며, 마
찰계수 Ƃ 는 0.0026을 사용하였다.
열속 및 염속의 경우 해저면을 통해 교환되는 양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표층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식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ª
Ş
¤ Ɣ ć çƘ á × á ć ì
ŞƘ
Ň×  Ǝ

Ş¬
¤ Ɣ ć çƘ á × á ª ¬
ŞƘ

(10)

여기서, ª ìª ¬ 는 각각 열속및 염속을 나타내며, Ǝ 는 일정압력하에서의 해수 비열을 의
미한다. 표층 열속( ª  )은 Hirose et al. (1999)에 의해 개선된 Haney 방식의 계산식으로
부터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ª  á ª ÎÝ â ª ÏÝÞſ à Î ß

(11)

여기서, ª ÎÝ ìª ÏÝ 는 Hirose et al. (1999)에 의해 개선된 열속 및 보정치이고, ſìÎ 은 각각
기온과 모델에서의 연직 격자상 해수면 아래 첫 번째 격자의 수온이다. 한편 염속의 경
우에는 약 10일 정도의 복원계수를 적용한 다음과 같은 복원식을 적용하였다.
ª ¬ á Ĺà Î Þ¬ Ƒ à ¬ Î ß

(12)

여기서, Ĺ 는 복원 시간 규모이고(10일), ¬ Î 은 모델에서 계산되는 해수면 아래 첫번째 층
의 염분, 그리고, ¬ Ƒ 는 관측치로부터 얻어진 염분으로서 일본해양자료센터(JODC), 국립
수산진흥원(NFRDAK),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수문연구소(FEHMI) 자료로부터 구성된
(Kim, 1996) 월별 염분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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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Model domain and the bottom topography of
the East Sea circulation model based on RIAMOM.

대한해협 수송량 변화에 따른 동해의 반응을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측
값에 가까운 대한해협수송량을 적용하여 모델이 현상을 제대로 재현하는 지 검토한 후
에,

수송량을

바꿔가며

실험을

하였다.

관측값에

가까운

수송량은

Takikawa

et

al.,(2003)이 1997년 1월부터 2001년 까지 대한해협을 왕복하는 Ferry 여객선에 초음파
유속계를 달아 일주일에 약 6회에 걸쳐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관측된 수
송량은 5월과 10월에 각각 2.94 Sv(1 Sv = Î×Ó ƋÐîƑ )과 3.04 Sv으로 두 번의 최대값을 보
였으며, 연평균 수송량은 2.61 Sv 으로 나타났고, 최소값은 2월 중순에 약 1.88 Sv 정도
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평균값 2.61 Sv 을 기준으로 월별 변동성을 고려
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한 후 이를 모델에 적용하였다. 한편 쓰가루 해협에서의 유출량
은 Shikama(1994)의 보고를 인용하여 연중 1.4 Sv으로 일정하게 부여하였으며, 쏘야에
서의 유출량은 대한해협 유입량에서 쓰가루 유출량을 뺀 차로 결정하였다. 각 격자에서
의 유입/유출량은 편의상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로부터 각 격자상에서의 2차원
유속을

결정하였다. 한편

수평

경계면에서의

수온과

염분은

국립수산진흥원

자료

(NFRDAK, 1986)에 근거하여 월평균 자료를 산출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표층 수온의 최
고값은 8월에 나타났으며, 3월에 최저값을 보여 그 차가 약 12.6 ℃에 달하였으며, 해저
면 수온의 경우 11월에 최고, 3월에 최저값을 보여 그 차가 약 4 ～ 4.5℃에 이른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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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염분의 경우는 3월에 최고, 8월에 최저값을 보이며, 그 차는 약 2.8 ～ 3.0 psu 정도이
고 해저면에서는 3월에 최고, 10 ～ 11월에 최저값을 보이고 그 차도 0.1 ～ 0.25 psu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한편, 유입 경계면에서의 3차원 유속 성분은 위에서 구한 수온
및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유출 경계면에서는 바로 안쪽 격자의 유속을 대
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계면에 평행한 유속의 경우 유입, 유출 모두 0 으로 처리
하였다.
모델의 초기 조건은 동해 수온, 염분을 수평적으로 평균한 연직 분포를 전 모델
영역에 적용한 후, 수평 및 표층 경계조건에 의해서 모델이 안정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시간 적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기후치 재현 모델의 경우 100년간 적분한 후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2) 2차원 전지구 풍성 순환 모델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유입, 유출되는 동해 통과류의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외해의 바람장 변화에 따를 것으로 가정하고 2차원 풍성 순환 모델을 수립하여 동해 통
과류 변동성을 살펴보았다. 사용한 모델은 Princeton Ocean Model (POM, Mellor 1991;
2003)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최대 수심은 동해 통과류의 평균값에 가장 유사한 값을 보
이는 값을 민감도 실험을 하여 약 300m로 정했다. 모델 영역은 경도 방향으로는 전지구
를 망라하고 위도방향으로는 남위 70°S 에서 북위 66°N 까지로 설정하였다. 모델의 격
자 체계는 Fig. 3.2.20과 같이 한반도 인근 해역을 약 1/4도 해상도로 정하고 그 외의 해
역은 선형적으로 격자의 크기가 증가하여 최대 1.25도 간격을 지니도록 설정하였다.

Fig. 3.2.20. Model domain and grid structure for the calculation of two
dimensional wind-driven East Sea throughflow transport based on
Princeton Oce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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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모델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나 연직적으로 물성의 구배는 없는 것으로 가
정한 균질한 해수위에 오직 바람 응력에 의한 순환이 결정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외
력으로 사용된 바람 응력은 미국 GFDL CM2.1 모델 결과를 사용하였다. 즉, 현재 상태
를 재현하기 위해서 20세기 실험 결과 중 1981 ～ 2000년까지의 20년 평균 바람장을 사
용하였고, 21세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동해 통과류의 변동성을 보기 위해서 A1B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 중 2081 ～ 2100년까지의 20년 평균 바람장을 외력으로 사용하였
다. 이를 통해 현재와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의 동해 통과류 및 동아시아 주변
해류의 수송량 변동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3) 3차원 전지구 해양 순환 모델
2차원 풍성 순환 모델에서 제시된 미래 동해 통과류 수송량에 대한 보완으로 3
차원 전지구 해양 순환 모델을 수립하였다. 사용한 모델은 동해로 유입되는 해역인 남
해, 동중국해와 같은 대륙붕 해역과 동해 및 태평양과 같은 심해역의 모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연직좌표체계를 쓰는 HYCOM (Bleck et al., 2002) 이다.
모델 영역은 전지구를 (80°S ～ 90°N) 대상으로 하였으며, 격자는 65°N 이하 영
역에서는 경도 방향으로 1.5°, 위도 방향으로 1/3～1° 간격으로 열대해역을 보다 조밀하
게 설정하였으며, 65°N ～ 90°N 에서는 arctic bipolar patch를 적용하여 북극점에서의
특이점(singular point)을 해소하고 북극해역의 격자 해상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향으
로 설정하였다(Fig. 3.2.21). 모델의 최대 수심은 4500 m 로 설정하였으며, 30개의 밀도
층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구조로 구성되도록 설정하였다.

Fig. 3.2.21. (a) Global ocean circulation model grid
based on 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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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역의 격자를 조밀하게 구성한 이유는 해빙의 변화가 고려되도록 하기 위
한 것으로서, HYCOM에 구현되어 있는 간단한 열역학 해빙 모델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초기 조건으로 Levitus (1998)의 기후 평균 수온 및 염분을 부여하였으며, COADS 바람
자료 및 열속 자료를 이용하여 40년 동안 적분하였다. 이후 GFDL CM2.1의 20세기 재
현 결과 중 서기 2000년 바람 및 열속 외력을 10년간 부여하여 적분한 후 다시 GFDL
CM2.1 A1B 시나리오 결과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2100년까지 100년간 적분하였다.

다. 결과

(1) 2차원 전지구 풍성 순환 모형을 이용한 동해 통과류 변동성
동해 통과류 변동성을 보기 전에 모형의 전반적인 모사 정도를 알기 위해 20세
기 기후 평균 외력에 의한 결과로 겨울(2월)과 여름(8월) 해수면 분포 양상을 Fig.
3.2.22에 나타냈다. 여기서 중위도의 아열대 순환 시스템과 북반구의 아한대 순환 시스템
및 남반구의 남극 순환류의 모습이 비교적 잘 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름철 순
환의 경우 아열대 순환이 실제 보다 상당히 북쪽으로 치우쳐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아극
순환이 매우 약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Fig. 3.2.22. Sea surface height (SSH) distribution in February and August simulated by
2-dimensional global ocean circulation model.

Fig. 3.2.23은 20세기 말과 21세기 말의 풍성순환류 차이를 계절별로 나타낸 것이다.
21세기 말 A1B 시나리오에 의한 바람은 전반적으로 태평양의 순환류 대부분이 약화될 것임
을 시사한다. 특히 동해와 연관이 있는 아열대 순환과 아극 순환의 약화가 두드러지게 진행
될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의 경우 태평양에서의 열대, 온대, 아한대 모두 해양 순환의 세
기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여름철의 경우는 적도 태평양 일부 해역에서만 다소 강화되는 양
상이고 대부분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순환이 약해졌음을 보기 위해서 Fig. 8에 주요 단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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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에서의 연평균 수송량 변화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단면과 해협에서 21세기 말의 수송량
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동해통과류의 경우는 그 변화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해 통과류의 경우도 계절별로 보게 되면 그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겨울철 수송량은 현재보다 약 0.3 Sv 증가하고 여름철 수송
량은 현재보다 약 0.3 Sv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산화탄소 배증 실험의 경우에
는 A1B 시나리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지만 비슷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Fig.
3.2.24).
2차원 풍성 순환 모델 결과에서 나타난 동해 통과류의 변동성을 과거 결과와 비
교해 보기 위해서 단순한 자료 동화를 시도하여 과거 해양을 재현한 SODA (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자료를 분석하였다. Fig. 3.2.25에는 동해 통과류의 시계열과
특별히 겨울철 수송량의 변화를 굵은 적색으로 표시해 놓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45년 동안 연평균 동해 통과류 수송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겨울철 수송량
의 증가는 최근 들어 뚜렸해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Fig. 3.2.23. Seasonal transport stream functions in the end of 20th century (present) and
that of 21th century (A1B) under the A1B CO2 emissio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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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Volume transports at the major sections in the Northwest Pacific
and its change at the end of 21st century by A1B scenario simulated by
2-dimensional global wind driven circulation model. The lower panes show the
East Sea throughflow transport change at the three straits.

Fig. 3.2.25. East Sea throughflow transport variation during the past 45 years in
Simple Ocean Data Assimlation (SODA) product. The thick red line shows the
winter transports showing recent increasing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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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 전지구 해양 순환 모델 결과와 대한 해협 수송량 변동성
지금까지는 미래 동해 통과류 수송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2차원 풍성 순환 모델
을 활용하였으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3차원 해양 순환 모델을 적용
하였다. 특히 측면 경계 조건 (대한 해협 수송량 및 유입 해수의 물성)의 불확실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IPCC 4차 보고서 참여 기후 모델 결과와 3차원 전지구 해양순환
모델을 활용하여 동해 순환 모델의 미래 경계 조건을 추정하였다. 이는 역학적 규모 축
소법을 이용하여 동해 순환 변동 예측에 필요한 경계조건 불확실성이 언제나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여 보다 일관성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함이다.
3차원 전구 해양 순환 모형의 모사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열대 해역 단면을
Fig. 3.2.26 에 나타냈다. 20세기 말 외력에 의한 결과를 관측 결과와 비교하면, 모사된
적도 반류와 북적도 반류가 관측치에 비해서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모형의 격
자가 워낙 성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적도 해류도 관측치보다 작게 모사되고 있
으며, 남적도반류는 관측치보다 오히려 강하게 모사되고 있다. 수심 300m 이심에서의
복잡한 유동 양상은 모델이 잘 재현해내지 못했다. 수온의 경우 수온 약층의 깊이나 형
태는 비교적 잘 재현된 것으로 판단되나 북위 10 °N 부근의 강한 수온 구배는 제대로
모사하지 못했다. 또한 적도에서의 thermostad 구조는 어느 정도는 보이나 관측치와 같
이 뚜렷하게 모사되지는 않았다. 염분의 경우도 전반적인 양상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
나, 북태평양중층수의 남향 관입 양상이 제대로 모사되진 않았다.

Fig. 3.2.26. Vertical section of zonal velocity (top), temperature (middle), and salinity
(bottom) accrossing Hawaii-Tahiti islands. (Left) : observations by Wyrtki and Kilonsky
(1984) (Center) last 10 year averaged field of 20th centuary (Right) last 10 year averaged
field of 21th century under A1B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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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사료된다. 21세기 말의 경우는
적도부근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북적도해류와 북적도반류는 20세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남위 10°S 이남의 남적도해류는 오히려 미약하게 강화되었다.
수온 및 염분의 분포도 적도 지역보다 중위도로 갈수록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중위도 및 고위도 해역과 주요 지역의 20세기 말에 대한 21세기 말의 변화를 보
기 위해서 해표면 수온 변화를 Fig. 3.2.27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1B
시나리오에 의한 21세기 말의 해표면 수온은 20세기 말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상
승하였으며, 남반구보다는 북반구의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쿠로시오나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서안 경계류가 있는 중위도
해역에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며, 본 연구 대상해역인 동해의 경우도 평균적
으로 약 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해 북서부 해역의 수온 상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동쪽 단면에서 계산한 쿠로시오 수송량은 A1B 시나리오에 따른 21세기 말
의 경우 평균 29.1 Sv 이고, 21세기 초의 수송량은 평균 32.7 Sv으로서 3.6 Sv 정도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2차원 풍성순환모델 결과에서 나타난 감소치 3.96 Sv 과 유사
한 결과이다. 동해 통과류의 경우 (Fig. 3.2.28) 대한해협 수송량은 연평균 0.1 Sv 증가하
였으나, 계절별로는 겨울에 최대 약 0.6 Sv 증가하고 여름에 최대 약 0.3 Sv 정도 감소
하는 양상을 보여 연간 계절 변화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차원
풍성 순환 결과와 계절적 성향은 유사하나, 겨울철 수송량 증가치가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평균 수송량의 경우 3차원 해양 순환 모델 결과가 2차원 풍성 순환 모델
결과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바람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열분포 차이가 동해
통과류의 수송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3) 동해 통과류 변화 및 대기 강제력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동해 순환 변화
동해로 유입/유출되는 동해 통과류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정하기 위한
앞서의 실험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연평균 수송량은 현재와 크게 차이
가 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계절 변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실험에서
는 A1B 시나리오에 의해 계산된 GFDL CM 2.1 결과를 적용하여 재구성한 표면 경계
조건과 동해 통과류 수송량을 겨울철에 현재보다 0.3 Sv 증가시키고, 여름철에 0.3 Sv
감소시킨 경우를 외력으로 하여, ‘나’항에서 소개한 동해 순환 모델에 적용하여 21세기
말 동해 순환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의 순환 형태와 비교 분석하였다.
표면 경계 조건은 상대적으로 오차가 큰 염속의 경우는 실험 조건에서 배제하였
으며 열속에 관한 표층 경계 조건은 기온만을 고려한 열속 변화를 유도하였다. 기온의
경우 GFDL CM 2.1 결과에 따르면 Fig. 3.2.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균 3 ～ 4 ℃ 정
도 동해 전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남부보다는 북부해역에서 그 영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해 평균 수온의 월별 변화를 보면 겨울철 상승률이
매우 크게 나타나 최고 5℃ 정도까지의 기온 상승이 나타난다. 바람장의 경우 역시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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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Sea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ends of 21st and 20th
century.

Fig. 3.2.28. Comparison of annual cycle of East Sea throughflow transport based on
3-dimensional ocean circulation mode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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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과 21세기 말의 월별 바람 응력 변화량을 고려하여 21세기 후반 바람 응력장을 생
성하여 적용하였다.
연평균 수송량 유선함수의 변화 (Fig. 3.2.30)를 보면, A1B 시나리오에 대한 동해
의 반응은 동해북부의 일본 분지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순환이 약해지고 아극전선 또
한 현재보다 북쪽으로 이동하나, 극전선을 따라 흐르는 동서방향의 흐름은 다소 강해지
고 동한난류도 현재보다 더욱 북상하는 특징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일본 열도를 따라 흐
르는 대마난류 지류는 현재보다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분지에 강하게 나타나는
난수성 소용돌이도 21세기 말에는 그 특징이 거의 약화되어 중심이 남쪽으로 치우쳐 나
타난다.
계절별 표층 수온 변화를 Fig. 3.2.31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2 ～ 4 ℃ 정도
의 표층 수온 상승을 보이며, 기온과 마찬가지로 여름에 비해 겨울철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3차원 전지구 순환 모델 결과와 일치한다. 지역적으로는 동한만 부
근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현재의 극전선 영역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층 수온 증가는 남북 방향으로 진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이는 표층
기온 상승과 동해 통과류 변화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2.29. (Left) Annual mean surface air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GFDL
CM 2.1 A1B scenario results and 20th century run case. (Right) Monthly variation of
area averaged East Sea surface air temperatur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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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Transport stream functions in both cases : (left) 20th century (right)
end of 21st century under A1B scenario.

Fig. 3.2.31. Sea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end of 21st and 20th
centuries; (Left) Winter, (Right)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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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은 상층 200m 내의 열함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1세기 말의 경우
동해 남부나 북부보다 중서부에서 중부에 이르는 해역의 열함량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며, 표층수온과 마찬가지로 동한만 부근과 울릉도 북동쪽 해역의 증가가 가장 뚜렷
하게 나타난다.
연평균 동해 수온의 연직 구조 (Fig. 3.2.33) 를 비교하면 상층 1300m 까지 수온
증가가 나타나며 표층이 가장 영향이 커서 약 2.4 ℃ 정도 증가하고, 수심 400m 까지도
1 ℃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동해 저층 냉수 형성 가능성이 높은 위도인 북위 40 ～ 42°N 해역의 수온 상승이
상대적으로 크며, 타타르 해협 부근인 동해 북부 해역의 수온 상승도 비교적 크다.
Fig. 3.2.34는 연직 방향의 자오 순환을 도시한 것이다. 상층을 보면, 남쪽에서 유
입된 동해 통과류가 북위 41 °N 부근의 쓰가루 해협에서 일부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북
위 46 °N 인근의 소야 해협을 통해서 유출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중층에서는 수심
200 ～ 300 m를 중심으로 하여 이보다 얕은 층에서 북으로 수송된 물이 위도 42 ～
43°N 부근에서 가라 앉아 500 ～ 700m 수심 정도를 따라 다시 남으로 흐르는
자오 순환 양상이 뚜렷하다. 20세기 말에는 이 중층 자오 순환의 세기가 약 0.4 ～ 0.5
Sv 정도였으나, A1B 시나리오에 따른 21세기 말에는 약 0.3 ～ 0.4 Sv 정도로 전반적으
로 약 0.1 Sv 정도 감소하여 전반적인 중층 순환이 약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Fig. 3.2.32. Upper 200m heat content comparisons between the ends of 20th and 21st
century based on A1B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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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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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ally

ave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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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temperature section between the ends of 20th and 21st century; (top)
annual mean, (bottom) winter.

Fig. 3.2.34.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change; (left) 20th century
(Right) 21st century.

4)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동해 대기 강제력 변화 진단
지금까지는 GFDL CM 2.1 기후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21세기 말 A1B 이산화탄소
배출 시나리오에 근거한 동해 순환 변동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접근 방법은 미래의 동해
순환을 좌우하는 외력인 측면 경계 조건과 표면 경계 조건을 산정한 후 이를 동해 순환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매우 불확실하긴 하지만 동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가 발간한 기후변화 4차
보고서 (IPCC AR4)에 기여한 기후모델은 23개에 달하며, 이들의 지역적 예측 결과는
모델별로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Fig. 3.2.35는 그 예로, 캐나다 기후 모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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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MA3.1과 일본 기후 모델인 MIROC3.2를 비교한 것이다. A1B 시나리오에 따른 동
해 평균 수온 변화는 CCCMA3.1이 2℃ 이상 MIROC3.2가 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동
해 통과류는 CCCMA3.1이 전 계절에 걸쳐 0.3 ～ 0.5 Sv 정도 증가한 반면, MIROC3.2
는 겨울철에 0.2 Sv 이상 증가하고, 여름철에 약 0.1 Sv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더욱이 평균 수송량은 각각 약 10 Sv과 4.2 Sv으로서 절대값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모형에 따른 특성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가용한 몇몇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미래 동아시아 해역의
대기 강제력 변화를 진단하였다. 이로써 역학적 규모 축소법에 의한 동해 순환 변동 평
가를 위한 보다 이상적이고도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경계 조건 산출 가
능성을 고찰하였다.
Fig. 3.2.36은 미국 CCSM 모델의 경우 시나리오별, 계절별, 20세기말과 21세기
말의 표면 기온 및 해표면 수온 비교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SM의 경우
역시 기온 및 수온 모두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 상승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동해 북부 해역 이북 지역에서의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난
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2100년 경에는 A2 시나리오가 기온 및 수온 모두 약 5 ℃ 가량
의 상승을, A1B 시나리오가 약 3 ℃, 그리고 마지막으로 B1 시나리오가 약 2 ℃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기후 모델에 따라 예측되는 미래 기후가 지역적으로 매우 다르게 나
타나므로, 동해에 대하여 비교적 쓸만한 5 개의 모델을 취하여 각 모델의 20세기 후반
결과를 ECMWF 40년 재분석 자료 (ERA40)와 비교하였다.

Fig. 3.2.35. Area averaged East Sea surface temperature time
series (Top) and climatological East Sea throughflow monthly
variations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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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Surface air/sea temperature change due to the CO2 emission scenario
modeled by CCSM.
Fig. 3.2.37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Taylor Diamgram (Taylor, 2001) 으로 9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 모델 및 앙상블 평균값을 상대 비교해 놓은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한 대부분의 모델과 변수들이 ERA40 값과 비교해 볼 때 상관관계
도 90%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표준편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RMS 오차
또한 비교적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강수량의 경우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제대로
모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온이나 열속 변수들에 비해서 남북방향 및
동서방향의 바람 응력 모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2.2.27의
우하단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모델 결과의 앙상블 평균 결과는 개개의 모델 결과보다
모사 성능이 더 뛰어남을 시사한다. 특히 대부분이 상관관계 90% 이하였던 바람응력 변
수가 모두 90% 가까이 상승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Fig. 3.2.38은 Fig. 3.2.37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각 모델들의 평균장이 실제와 훨
씬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ERA40 자료와 동해내 패턴 상관관계 (pattern
correlation)를 각 변수별로 나타낸 것이다. 열속의 성분들은 지역별 편차가 어느 정도
있으나, 순열속과 기온은 전 영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높은 상관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바람 응력은 다소 지역적 편차가 있으나, 개별 모델 결과에 비해선 훨씬 좋은 결
과임을 알 수 있으며, 모든 모델이 제대로 모사하지 못한 강수량의 경우는 개별 모델 결
과보다는 양호하지만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상관관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 재현을 위한 외력 조건 역시 여러 모델들의 평균값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1세기 동해
측면 경계 조건 또는 개방 경계 조건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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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Taylor diagram for model perfomance of the 20th
centuray simulation in the East Sea. The Ensemble denotes the
average results of 5 models.
라.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동해 순환 모델을 이용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순환
변동을 평가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미래 동해 순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대기 강제력 및 동해 통과류의 수송량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계조건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2007년 정
부간 기후 변화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 전망에 관한 4차 보고서를 출간하였으며, 여기
에 참여했던 다양한 기후 변화 예측 모델들의 결과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기후 모델 결과로부터 동해 순환 변동을 좌우하는 외력 인자들을
정량화하고 이를 이용해서 동해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동해 순환을 좌우하는 인자 중 동해 통과류의 변화는 지구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정량화하여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2차원 전지구 풍성 순환 모델을 수립하고, IPCC 4차보고서의 GFDL
CM2.1의 A1B 시나리오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바람응력장에 순응한 해양장으
로부터 동해 통과류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쿠로시오를 비롯한 북서태평양 해역
의 여러 단면을 통과하는 수송량이 대부분 작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와는 달리 동
해 통과류 수송량은 연평균 0.1 Sv 정도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었다. 특이한 것은
계절 변동성의 변화로서, 겨울에서 봄까지는 수송량이 0.3 sv 정도 증가하고, 이와는 반
대로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수송량이 0.3 Sv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2차원 풍성 순환 모형 실험에서 얻은 동해 통과류 변화가 타당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차원 전지구 해양 순환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해 동해 통과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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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Pattern correlation between the 5 models ensemble mean and
ERA 40 data.
변동성을 살펴보았다. 3차원 해양 순환 모형 결과도 2차원 순환 모델과 마찬가지로 북서
태평양 주요 단면에서의 수송량이 감소하였으며, 대한해협 수송량의 변화는 비슷하였다.
겨울철 수송량 증가량은 3월에 최대 약 0.6 Sv 정도 되고, 가을 수송량이 약 0.3 Sv 정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은 쿠로시오나 멕시코 만류와 같이 서안 경계류가 있
는 중위도 해역에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동해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약 2℃ 정도
상승하고, 특히 동해 북서부 해역의 수온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해 순환 변동을 야기하는 외력을 대기 강제력과 측면 경계 조건으
로 하여 동해 순환 모형에 적용하였다. GFDL CM 2.1의 A1B 시나리오에 대한 동해의
반응은 동해 북부의 일본 분지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순환이 약해지고 아극전선 또한
현재보다 북쪽으로 이동하며, 극전선을 따라 흐르는 동서방향의 흐름은 다소 강해지고,
동한난류도 현재보다 더욱 북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2 ～ 4 ℃ 정도의 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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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상승을 보이며, 기온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 상승이 훨씬 높게 나타났
다. 지역적으로는 동한만 부근의 상승이 두드러지며, 현재의 극전선 영역이 가장 민감하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층 200m 내의 열함량의 경우 동해 남부나 북
부보다 중서부에서 중부에 이르는 해역의 열함량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표층수온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연평균 동해 수온은 상층 1300m 까지 수온 증가가 나타나며 표
층이 가장 영향이 커서 약 2.4 ℃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수심 400m 까지도 1 ℃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동
해 저층 냉수 형성 가능성이 높은 위도인 북위 40 ～ 42 °N 해역과 타타르 해협 부근인
동해 북부 해역의 수온 상승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연직 방향의 남북순환은 현재보다
중층 자오 순환이 약해질 것을 시사한다.
위의 결과는 GFDL CM 2.1 하나의 기후 모델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얻은 경계조
건을 동해 순환 모형에 적용한 예로서, 기후 예측 모델 결과를 활용하여 동해와 같은 지
역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지구차원의 기후 변화
예측에는 대부분의 기후 예측 모델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 예
측에는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5개의 기후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동해에 적용될 대기 강제력을 분석하였다. 각 모형들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
여 20세기 결과에 대한 Taylor 다이어그램을 적용한 결과 5개의 모형 모두 강수량의 재
현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기온 및 열속 등은 비교치(ERA40)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었으며, 바람 응력장의 경우는 대략적으로는 잘 맞지만 기온 및 열속
에 비해서는 재현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모형 결과를 평균한 장은
개별적인 모형에서 얻은 장보다 비교치를 훨씬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
별적인 모형 결과로부터 동해의 대기 강제력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동해 통과류의 경우는 각 모형이 제시하
는 절대값에 차이가 매우 크며, 자료의 이용에도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기후 모델 중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20세기 재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형들을 선정한 후, 모형의 평균 대기 강제력을 전지구 해양 순환 모형에 적용하
여 동해 통과류를 산정하고 이렇게 구해진 평균 대기 강제력과 동해 통과류 및 측면 경
계 조건을 동해 순환 모형에 적용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순환 예측의 불확실
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해 순환 자체도 지역해 모형의
특성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급적이면 다양한 동해 순환 모형을 수립하고
적용하여, 동해의 미래상 역시 여러 모형의 평균값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방법론은 비단 동해뿐만 아니라 황해 및 동중국해를 포함한 우
리나라 주변 해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예측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다.
향후 대기 강제력 분야도 지역 대기 순환 모형을 이용하여 역학적 규모 축소법에 의
한 미래 지역 기상을 예측한 후 이를 다시 지역해 순환 모형의 대기 강제력으로 부여하
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서 지역 대기 순환 모형과 지역 해양 순환 모형의
접합을 통한 미래 동해 순환 예측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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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ergetics of interdecadal variability circulation driven by constant
surface heat fluxes in idealized basins
a. Introduction
To reduce the thermal gradient between the equator and poles, the oceanic
thermohaline circulation (THC, hereafter) transports a sustantial part of the solar energy
accumulated in the tropical oceans to high latitude oceans (Vonder Haar and Oort, 1973;
Trenberth and Caron, 2001; Trenberth et al., 2001; Wunsch, 2005). From a series of idealized
numerical modeling experiments, Park and Bryan (2000) showed that in equilibrium
meridional heat and mass transports by the THC follow simple scaling law based on the
classical thermocline theory by Robinson and Stommel (1959) very tightly. Various studies
showed that the THC is prone to interdecadal variability.
Since such thermohaline variability could be related to climate predictability (Griffies
and Bryan 1997), and to accurately project the anthropogenic climate changes, assessment on
such a natural variability is crucial step, quite a few modeling studies have been conduc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variability. From idealized modeling studies in which
ocean circulation is driven by a steady heat flux, Greatbatch and Zhang (1995), Cai et al.
(1995), Cai and Chu (1996), Winton (1996) and Greatbatch and Peterson (1996), on the other
hand, have shown that interdecadal variability similar to that from the coupled climate model
by Delworth et al. (1993) can be generated spontaneously in an ocean only model. The
mechanism of the variability given by Greatbatch and Zhang (1995) is as follows. When the
overturning is stronger than the average the hear transport to high latitude becomes higher.
The meridional temperature gradient, subsequently, becomes weaker to reduce meridonal hear
transport to high latitudes. The meridional temperature gradient becomes greater again to
enhance the overturning and start the cycle again. Huck et al., (1999; HCW hereinafter), who
extensivel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various parameters on variability, also suggested that
such a zonally averaged or two dimensional functional(or phase) relation between meridional
temperature gradient and the strength of the meridional overturning is crucial for the
variability. Colin de Verdière and Huck (1999) and Arzel et al. (2006) suggested that under a
flux boundary condition the propagation of temperature anomalies and the subsequent
response of the flow are crucial in establishing the phase relation, but a clear explanation on
the physics behind such a phase relation has not been given.
Te Raa and Dijkstra (2002; TD hereinafter) and Dijkstra (2006) also argued that the
crucial elements in the variability are 1)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the zonal and
meridional surface flow perturbations and 2) the westward propagation of the temperature
anomalies. A warm anomaly in the north-central part of the basin weakens the meridional
temperature gradient which in turn via the thermal wind balance induces a negative zonal
surface flow anomaly. The anomalous anticyclonic circulation around the warm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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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southward (northward) advection of cold (warm) water to the east (west) of the
anomaly, resulting in westward propagation of the warm anomaly. As a result of this
westward propagation, the zonal perturbation temperature gradient becomes negative,
inducing a negative surface meridional flow. The resulting upwelling and downwelling
anomalies along the northern and southern boundaries, respectively, enhance the meridional
temperature gradient, inducing a positive zonal surface flow, and the second half of the
oscillation starts. Such oscillations are robust so that they are found in a model coupled to
thermodynamic ice models (Kravtsov and Ghil, 2004). In Te Raa et al. (2004) and Dijkstra et
al. (2006) the westward propagation of temperature anomalies and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the anomalous zonal and meridional overturning are used as fingerprint of
interdecadal internal variability.
Considering that thermohaline variability shows very strong horizontal structures
that may disappear if we make zonal or meridional averages, we may not use averaged
quantities in explain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emperature anomalies and subsequent flow
anomalies. Cai et al. (1996) already showed that the variability has a three-dimensional
character; even under the same zonally averaged forcing the mean meridional overturning
can differ depending on the zonal structure of the forcing. Here, using idealized numerical
experiments that are similarly configured to earlier studies such as Winton (1996), to
investigate the source of energy maintaining the variability, an energy analysis is conducted.
This analysis shows that neither baroclinic, which is considered as the source of the
variability (Colin de Verdière and Huck, 1999; Arzel et al., 2006), nor barotropic instability is
responsible for the variability. The variability is maintained by the release of the available
potential energy stored in the anomalous density field through the anomalous buoyancy work
mainly over the northeastern corner of the basin.
It

is

known

that

bottom

topography

could

weaken

variability

significantly

(Greatbatch et al. 1997; Winton 1997 Huck et al. 2001; te Raa et al. 2004), but the physics
remains unclear. Continental shelves along the side boundaries could modify the buoyancy
work by changing the vertical velocity, and we can apply the results from the energy
analysis to explain the effects of the bottom topography on the variability. To meet this end,
we consider cases with a continental shelf along individual boundaries, and a case with the
continental shelf all along the boundaries except the southern one. We show that a
continental shelf along the eastern or northern boundary weakens the variability significantly
by reducing the buoyancy work, while one along the western boundary cannot influence
much on the buoyancy work and the variability. In previous studies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boundary were not considered.
b. Design
The NOAA/GFDL Modular Ocean Model V.3 has been used in this stud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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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omain is a spherical sector bounded by meridional planes 60° apart and zonal planes
at the equator and 60°N. The horizontal resolution is 2°in both zonal and meridional
directions. To investigate the role of bottom geometry, five types of bottom geometry, which
are FLAT, EAST, NORTH, WEST and BOWL, are considered(Table 3.2.2). In FLAT, a flat
bottom geometry of 4 km deep is used. In EAST, NORTH and WEST, a sloping bottom
that becomes gradually deeper from 200 m at the side wall to 4000 m at the 13th grid point
(i.e., 26°) from the wall is considered along the eastern, northern and western boundaries,
respectively. In BOWL, the sloping shelf exists along the boundaries except the southern,
i.e., the equatorial boundary. There are 20 vertical levels and the thickness of the levels is
25 m for the upper 200 m and increases up to 608 m afterward. Quicker advection scheme
is used. A linear equation of state is used and temperature and density are equivalent. The
vertical diffusivity kv=1x10-4 m2s-1 throughout the domain. Variabilities occur when the
horizontal diffusivity kH is lower than a certain value (HCW), and kH=1x103 m2s-1, which
is comparable to what HCW used.
It is easier to obtain variability with a flux boundary condition (Colin de
Verdière and Huck 1999), and the motions are driven by steady heat fluxes applied at
the surface at the absence of surface wind stresses. To obtain surface heat fluxe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 model configuration, first, the model with FLAT configuration
was integrated for 3000 years under a restoring boundary condition with a 30 day
restoring scale, and then the surface mean heat flux is diagnosed (Fig. 3.2.39a). In this
run, any meaningful variability was not observed.
The zonal mean of the diagnosed heat flux (Fig. 3.2.39b) is used as the surface
boundary condition in all cases except in FLUX in which the heat flux shown in Fig.
3.2.39a i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eat flux pattern on variability. With the
surface heat fluxes, the model was integrated for 3200 years to exclude any transient
phenomena in each case. Results from the last 200 years are used in the analysis.
{G ZUYUYUG Summary of the experiment. Here 2D stands for the two dimensional heat flux
pattern shown in Fig. 3.2.39a, and 1D the zonal mean of 2D shown in Fig. 3.2.39b.

CASE

Forcing

Location of a shelf

FLAT

1D

no

BOWL

1D

E, N, W

EAST

1D

E

NORTH

1D

N

WEST

1D

W

FLUX

2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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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ZUYUZ`UG (a) Surface heat flux pattern diagnosed from a run with a restoring
boundary condition, and (b) its zonal average. The units are Wm-2in both cases.
The pattern shown in (a) is used in FLUX as the surface boundary condition and
that in (b) in all other cases.

c. Results
(1) Effect of bottom topography
The basin-averaged energy budget averaged over an oscillation cycle from FLAT
following Bryan (1987) is shown in Fig. 3.2.40a. Since there is no wind forcing, the sole
energy source is the heating and cooling at the surface, gκ ( ρˆ S − ρˆ B ) / H , where g is the
gravitational constant, k the vertical diffusivity, rS the surface density and rB the bottom
density, the depth of the basin H=4 km, and a hat ^ represents a mean over the horizontal
area of the basin. About 70% of the energy input by the heating is dissipated by the
convection and

the

reaming

30% is converted into the

available potential

energy,

APE =< gρ~ 2 / 2 ρˆ z >, and then into the kinetic energy KE by the buoyancy work -<rgw>
to be dissipated by the friction of which about 95% is due to the lateral one. Here, a
bar ¯ represents a mean over the period of oscillation, a bracket < > a basin volume

~
mean as mentioned before, and ρ = ρ − ρˆ . As well known the KE is much smaller than
the APE (Bryan, 1987 for example).
As the kinetic energy, the APE is divided into the basin-averaged time-mean
component

MAPE =< gρ~ 2 / 2 ρˆ 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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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6.1

10-7

convection

APE

KE

Ugw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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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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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0-7

(a) average over an oscillation cycle

MAP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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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0-7

MKE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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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10-7

EAPE

EKE

0.24 10-7

20

1.8 10-7

0

0.01

(b) interaction between components

Fig. 3.2.40. The global energetics from FLAT. In the upper panel an
average over an oscillation cycle, and in the lower panel interaction
between the time mean and the fluctuating components are displayed. The
-1 -2
-1 -3
unit for energy is kgm s , and that for conversion rate is kgm s .
and the fluctuating component,

EAPE =< gρ ′ 2 / 2 ρˆ z >, where ρ ′ = ρ - ρ .
The energy transfer terms (Haidvogel and Beckmann, 1999)

MKE ⇒ MPE : T1 = g w ρ

(5a)

MAPE ⇒ EAPE : T2 = g ρ ′(u ′ρ x + v′ρ y ) / ρˆ z
EKE ⇒ EAPE : T3 = g w′ρ ′

(5b)

(5c)

MKE ⇒ EKE : T4 = u ′(u ′u x + v ′u y ) + v ′(u ′v x + v ′v y )

(5d)

are then diagnosed as shown in Fig. 3.2.40b. Since T4 = 0 (It is four orders of
magnitude smaller than other terms and considered as zero.), and T2 < 0, neither
barotropic nor baroclinic instability is responsible for the variability (Haidvogel and
Beckmann, 1999). Instead, the variability is maintained by the direct transfer of the
EAPE to the EKE through the buoyancy work (T3).
In Fig. 3.2.41, the time series of the quantities shown in Fig. 2a are displayed.
(The frictional dissipation is almost identical to the buoyancy work term and not
included in the figure.) The top-to-bottom stratification ( ρ S − ρ B ) / H does not change
notably. During the warm phase (between Years 10 and 16), the isothermal slope and
consequently the APE are lower. (The variation of the APE follows that of the mean
TG XWXG T

Energy

kg/ms2

150
100

APE
KE (x100)

5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Rate

−7

10 kg/ms

3

8
Heating
Convection
Buoyancy
Convection
+Buoyancy

6
4
2
0

5

10

15

20

25
Year

30

35

40

45

50

Fig. 3.2.41. The time series of the basin volume mean of the APE,
KE, heating, the buoyancy work, and the convective dissipation from
FLAT. Note that to compare the APE and KE in the same plot,
100KE is shown in the figure.
SST at high latitude very tightly.) On the other hand, the vertical stratification is
stronger, and the convective mixing is harder resulting in smaller convective dissipation
of energy. The opposite occurs during the cold phase (around Year 32). The temporal
variation of the buoyancy work is governed by the sum of − < w′ ρ > and − < wρ ′ > .
The two quantities show a phase difference (not shown), which in TD is considered as
source of the variability and extensively described. Since we explain the variability
without relying on any phase relation we simply describe the temporal behavior of the
buoyancy work to complete our analysis on the energetics. Of the two terms − < w′ ρ >
makes greater contribution and can be used to explain the tendency of the buoyancy
work. (Of course, the time means of the both terms are zeros, and they do not
contribute to the net buoyancy work shown in Fig. 3.2.40a.) As explained previously a
cold anomaly along the northern wall enhances an anomalous eastward flow and
downwelling at the eastern wall. Therefore, the buoyancy work is greater during the
cold phase. Upon switching to the warm phase, the vertical stratification becomes
greater and downwelling becomes harder in general. In addition, the negative zonal flow
anomaly induces an upwelling anomaly along the eastern and northern walls. The
buoyancy work, then, decreases rapidly (between Years 11 and 13). As the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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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maly becomes weaker, the buoyancy work intensifies gradually (between Years 13
and 35). The kinetic energy responds to the buoyancy work instantaneously as well as
the frictional dissipation.
(2) Effect of bottom topography
In this section we are to explain the effects of bottom topography on variability,
and by previous studies by Greatbatch et al. (1997), Winton (1997) Huck et al. (2001)
and te Raa et al. (2004). Winton (1997) argued that with the presence of a bowl shaped
geometry, the bottom pressure torque would modify the strength of the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nd thereby suppress variability. According to Park and Bryan
(2000), however, if the zonal mean is taken along isopycnal surface instead of level
surfaces, the overall shape of the overturning circulation from a flat bottom case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a bowl-shaped bottom case. Therefore, meridional
overturning may not show the effects of bottom topography on thermohaline variability
properly. The bottom topography, however, modifies the high latitude circulation quite
drastically as discussed in Park and Bryan (2001) or displayed in Fig. 3.2.42, in which
the mean surface flow patterns from FLAT, BOWL, EAST, NORTH, WEST are
compared. In FLAT the eastward zonal flow downwells over the northeastern corner and
no significant flows parallel to the eastern boundary are found. If a continental shelf is
added to the boundaries, the downwelling is limited and a flow parallel to the boundary
emerges. In BOWL, shelves are added all along the boundaries and a well developed
cyclonic circulation is formed. In NORTH and ESAT strong flows parallel to the
boundary with a continental shelf are observed. In WEST, there is already a dominant
flow along the western boundary and a significant change is not observed.

Fig. 3.2.42. Mean surface velocity distributions from each case over the northern
half of th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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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LAT, the anomalous buoyancy work -w′r′, which supplies energy for the
variability, is strongest near the boundary where the vertical velocity anomaly is
prominent. In the vertical, the center of the vertical velocity anomaly is found at around
1200 m level, and if a shelf is added to the side walls, the anomalous vertical velocity
and subsequently the buoyancy work are weakened. Therefore in EAST the conversion
of the EAPE into EKE is reduced to about 30% of that in FLAT and weaker variability
is produced as listed in Table 3.2.3. At the eastern boundary, the vertical velocity
anomaly is prominent only over the northern part, but at the northern boundary the
velocity anomaly is found all along the boundary. A shelf along the northern wall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the vertical velocity anomaly than one along the eastern
boundary, so the energy conversion (T3) and the strength of variability are weaker in
NORTH than in EAST. In BOWL, downwelling along both the northern and eastern
boundaries is weakened and the variability does not occur. The anomalous vertical
velocity observed along the western wall is much weaker compared that along the
eastern or the northern wall. A shelf along the western boundary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buoyancy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variability from WES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FLAT.
Table 3.2.3. Energetics from each case. See the text for the definition of the quantities.
The unit for energy (APE and KE) is kg/ms2 and that for the conversion rate (T1
3
through T4) is kg/ms .
FLAT

BOWL

EAST

NORTH

WEST

FLUX

MAPE

106

62

108

115

97

123

EAPE

20

0

5.4

1.4

21

15

19

0

5

1.2

22

12

MKE

0.12

0.14

0.12

0.15

0.11

0.11

EKE

0.013

0

0.0034

0.0014

0.011

0.0098

11

0

2.8

0.9

9.7

8.7

EAPE/MAP
E (%)

EKE/MKE
(%)
MAPE →
MKE: T1
MAPE →
EAPE: T2
EAPE →
EKE: T3
MKE →
EKE: T4

1.6 x10

-7

-0.35 x10

-7

4.1 x10

-7

2.2x10

-7

3.1 x10
-7

-7

-7

-7

-0.32 x10

-7

1.8 x10

-7

-0.41 x10

-7

0

-0.89 x10

0.24 x10-7

0

0.07 x10-7

0.005 x10-7

0.22 x10-7

0.16 x10-7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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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x10

1.9 x10

d. Summaries and Discussions

Since there is no wind forcing, heating and cooling is the only energy source.
On the average, about 70% of the energy input by the heating and cooling is dissipated
by the convection. The remaining 30% is used to raise the available potential energy
and then converted into the kinetic energy by the buoyancy work. The friction
dissipates the same amount almost instantaneously. Further analysis shows that the
energy in the time-mean fields does not flow into that of the fluctuating components
meaning that neither barotropic nor baroclinic instability is responsible for the variability.
The variability is maintained by the release of the available potential energy stored in
the anomalous density field into the anomalous velocity field through the anomalous
buoyancy work.
The variation in buoyancy work is manly governed by the vertical velocity
anomaly, which is mainly found along the northern wall and the northern part of the
eastern wall. Therefore if we place a shelf along the eastern wall, the vertical motion
becomes limited so that the buoyancy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variability are
reduced by about 70% compared to those from the case without a shelf. Dijkstra (2006)
argued that the propagation of the multidecadal mode is based on thermal wind balance,
it is not expected that bottom topography has much influence on the existence of the
multidecadal mode. To maintain the variability net conversion of the available potential
energy into kinetic energy is also crucial. The bottom topography may not have much
effect on the propagation but it modifies the energy conversion and strong effects on
the variability.
A shelf along the northern wall is more effective in limiting the vertical motion,
and in a case with a shelf along the northern wall the buoyancy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variability are reduced to less than 10% of those from the case without a shelf.
In a case with shelves all along the boundaries except the southern one, the anomalous
vertical motion is completely prohibited and the variability disappeared. The western
boundary current supplies warm water to the northern area and temperature anomalies
originate from the western boundary as can be seen in Colin de Verdière and Huck
(1999). The anomalous vertical velocity along the western wall is weak, and a
continental shelf added along the western boundary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buoyancy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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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직혼합 모수화에 따른 동해해수순환의 민감도
가. 서론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순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모델링 연구에서는 그 신뢰
성 평가 및 확보가 필수적이다. 신뢰성 평가 및 확보의 한 방법은 다양한 모형 설정이나
모수화를 이용하여 수치모형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관측 자료와 비교하거나 모형간의
차이를 검토하고 앙상별 평균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본 절에서는 모형
신뢰성 평가의 한 방법으로 모수화에 대한 민감도를 제시하였다. 민감도 중 기후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나거나 해양-대기 상호 작용을 통해 대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 상
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연직혼합 모수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한 연직혼합 모수화
는 상수확산계수를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여 4가지이다. 또한 기후변화 효과를 간단하게
고려한 온난화 실험도 병행하였다. 이 온난화 실험에서는 해석의 편의와 역학 과정 분리
를 위해 수송량, 바람 등의 변화는 무시하였으며 오직 기온만 변한다고 가정하였다. 더
불어 기온 변화의 시공간 변화도 없다고 가정하였다. 수치 모사 결과는 해양-대기 상호
작용에 중요한 해면수온을 포함한 상층 수온 그리고 해양혼합층깊이를 중심으로 연직혼
합 모수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 모형 및 실험
해양대순환모형은 Bryan-Cox-Semtner 모형에 기반을 둔 MOM1.1 (Pacanowski
et al., 1993; Kim and Yoon, 1999)이다. 이 모형은 지배방정식으로 원시방정식을 사용한
다. 원시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어림(approximation)을 사용한다. 즉, 해양이 지구반경에
비해 얕다는 천층어림, 밀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아 중력과 관련된 항 이외에서는 밀
도를 상수로 두는 부시네스크 어림, 그리고 정수 어림을 사용한다. 정수어림에서는 연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큰 확산
계수를 ( Î Z Î×Ñ ƁƋÏîƑ )를 적용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규모분석에 의거 수평 운동량 방정
식에서 연직 유속이 포함된 항등을 모수 무시되었다. 밀도는 비선형 상태방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데 유네스코 공식 (UNESCO 1981) 을 이용하였다. 해저면에서는 운동량속, 열
속, 염속을 0으로 가정하였으며 해면 경계 조건은 바람응력 및 열속을 적용하였다.
모형 영역은 동서 방향으로는 동경 126.5도 - 동경 142.5도, 남북 방향으로 북위
33도 - 북위 52도로 동해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수평격자의 크기는 동서, 남북 방향 모
두 1/6도이다. 연직층은 24층이며, 상층 100 m에 10개의 층을 두어 해양혼합층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수평 난류 점성계수와 확산계수는 각각 3×10 6 cm 2/s ,
1.5×10 6 cm 2/s 를 사용하였다. 연직 방향으로는 상수의 난류 계수를 이용하는 경우 점성

계수를 1 cm 2/s , 확산계수를 0.1 cm 2/s 로 두었다. 개방 경계는 남쪽 유입부와 쓰가루 해
협, 소야 해협의 3개이다. 남쪽 유입부에서는 수온과 염분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관측한
값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지형류를 계산하여 유속의 경압 성분도 처방하였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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Ɋ
적 수송량은 남쪽 유입부의 경우 2.2 + 0.35 sin ( 2 ( t - 165) ) Sv (여기서 t는 시간(일))을
360

주었으며 (9월 중순 최대, 5월 중순 최소) 쓰가루 해협을 통해서 1.4 Sv, 나머지는 소야
해협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였다 (Kim, 1996).
표층경계조건은 월평균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매 모형시간에 대해 선형내삽을 하
였다. 바람응력은 ECMWF 월평균 바람 응력을 사용하였다. 열속은 Haney 형태의 월평
균 열속 (Hirose et al., 1996)을 사용하였다. 열속 Q는 다음과 같이 모형 첫 층의 수온
T 1 과 관측 해면 기온 T a 를 이용하여 Haney 형태로 주었다.
Q = Q 1 + Q 2 ( T a -T 1 )

여기서 Q 1 은 해면수온과 해면기온의 차이와 무관한 열속항이며 , Q 2 는 해면수온과 관련
된 항이다. 위 식은 해면수온과 해면기온의 차이가 작다고 가정하여 bulk 공식으로 주어
지는 열속을 각 성분을 테일러 전개한 뒤 모형의 열속 경계 조건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면수온의 모형 첫째 층의 수온으로 대체한 것이다 (Haney 1971). 이 Haney 형태의
열속은 모사될 해면수온을 관측값에 가깝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Q 1 , Q 2 와 해면기온만
알면 되므로 모형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모사될 해면수
온의 진폭과 위상뒤짐이 생기고 상층의 변동성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양순환모형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Q 1 , Q 2 , T a 를 시간과 위
치의 함수로 처방된 월평균 값 (Hirose et al 1994)를 이용하였다. 표층염분에 대해서는
10일의 시간규모로 장기평균 관측값 (Kim and Yoon 1999) 복원하였다
초기 해양은 정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수온과 염분은 수평방향으로는 일정
하고 깊이에 따라 변하는 분포를 주었다 . 이러한 초기 해양을 월평균 강제력은 이용하
여 각 실험에 대해 4 가지 서로 다른 연직혼합 모수화를 이용하여 각각 50년 적분하였
다. 이 적분기간은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상층 해양뿐만 아니라 심층도 어느 정도 평
형 상태에 도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생각된다.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간단한 실험
으로 모형 기온의 값을 전 계절에 2도 상승하여 적분을 50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현재
기후의 기온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상수 확산 계수만을 이용하였
으며 향후 다른 연직혼합모수화 결과에 대한 기준 실험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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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연직 혼합

비고

CH01(기준 실험)

상수확산계수(0.1 cm2/s)

상수 확산 고려

PP

Pacanowski-Phillander(1981)

연직 안정도 고려

MY

Mellor-Yamada (1982)

난류 모형

NEW

Noh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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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규모, 성층이 난류 혼합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여 난류 모형 개선

다. 결과
(1) 연직혼합 모수화에 대한 민감도
연직 혼합 모수화가 동해 현재 기후 모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4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연직 혼합 모수화 (Table 3.2.4) 적용하여 동해 순환 모형 50년
적분하였다. 결과를 해면수온, 500m 수온, 그리고 해양혼합층 깊이 변화로 살펴보았다.
해면수온은 모형 첫 층의 수온을 취하였다. 해양혼합층깊이는 해면수온과 0.2도
차이나는 깊이로 정의하였다. 염분 효과가 포함된 밀도 연직 분포에서 해양혼합층깊이를
계산할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깊이와 일부 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염분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심층 대류역, 러시아
연안, 동해 남부에 위치한 일본 연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면 수온 (Fig. 3.2.43-44)의 경우 실험 PP, MY, NEW의 경우 상수 확산 계수
를 사용한 기준 실험과 비교할 때 2월에는 2도 이상의 차이가 극전선 주변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8월은 동해 전체 해역에서 2도 이상 높게 모사되었다. PP와 MY는 2월에 극전
선 일부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 수심에 걸쳐 기준 실험에 비해 2도 정도
낮게 모사되는 반면 8월에는 표층 약 200m까지는 1도 이상 높다. 실험 NEW에서는 2월
에는 극전선을 제외한 해역에서 약 200m까지는 1도 정도 낮게 그 이심에서는 1도 이상
높게 나타나며 8월에는 전 층에서 1도 이상 높게 나타난다.
500m 수온 (Fig. 3.2.45)은 실험 PP, MY는 기준 실험에 비해 1도 정도 낮은 반
면 NEW는 1도 정도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계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해양혼합층
(Fig. 3.2.46)은 PP, MY에서는 심층 대류 해역 주변부에서 기준 실험에 비해 100m 이상
깊으나 NEW에서는 심층 대류 해역 중심부에서 100m 정도 오히려 얕게 모사되었다.

(2) 간단화한 온난화 실험
미래 기후 변화가 동해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형의 열속 경
계 조건 (Haney type)에 사용되는 기온에 2도를 더한 후 50년 적분 수행하였다. 이 실
험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변화가 동해순환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기위하여 바
람 변화, 대한해협 대마난류 수송량 변화 등 기온 이외의 요소는 무시하였다.
먼저 해면수온 변화 (Fig. 3.2.47)를 살펴보면 8월에는 전체 영역에서 약 2도 정
도 상승하는 반면 2월에는 극전선 주변에 수온 상승이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는 겨울에
는 극전선 이남과 이북의 수온 차이가 커서 유속 변화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
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500m 수온 (Fig. 3.2.48) 변화는 한반도 연안에서 크고 (1～2도)
북동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0.2도 정도). 이는 심층 대류에 의한 변화가

해류에 의해

한반도 연안에 먼저 도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양혼합층깊이 변화 (Fig 3.2.49)는 8
월의 경우 10 m 이내로 변화가 미약한 반면 2월에는 심층 대류 중심부에서 100 m 까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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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Difference (EXP - EXP CH01) map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August. For comparison, SST
from EXP CH01 is shown in the upper left panel.

Fig. 3.2.44. Difference (EXP - EXP CH01) map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February. For comparison, SST
from EXP CH01 is shown in the upper lef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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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5. Difference (EXP - EXP CH01) map of 500 m
temperature in February. For comparison, temperature at
50 m from EXP CH01 is shown in the upper left panel.

Fig. 3.2.46. Difference (EXP - EXP CH01) map of mixed
layer depth in February. For comparison, mixed layer
depth from EXP CH01 is shown in the upper lef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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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7. Difference (EXP T2A - EXP CH01) map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February.

Fig. 3.2.48. Difference (EXP T2A - EXP CH01) map of 500 m
temperature in February.

Fig. 3.2.49. Difference (EXP T2A - EXP CH01) map of the mixed
layer depth in (left) February and (right)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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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의 및 결론

서로 다른 4개의 연직 혼합 모수화를 이용한 동해 순환 모형 모사를 비교한 결
과 기후 변화에 중요한 해양 요소인 해면수온과 해양혼합층깊이 모두 유의하게 다름을
발견하였다. 즉 해면수온은 모수화에 따라 2도 이상 차이나며 그 차이는 극전선 주변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는 극전선 주변에 나타나는 큰 수온 구배로 인해 해류의 변화가
극전선 주변의 수온 변화에 중요함을 나타낸다. 혼합층깊이는 심층대류 해역 주변에서
겨울철에 100 m 이상 차이가 나며 이는 연직혼합 모수화 방안에 따라 심층 순환과 수
온이 유의하게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화된 온난화 실험에서는 해면수온은 극전선 주변에서, 혼합층깊이는 심층 대
류역에서 겨울에 변화가 집중되어 나타난다. 500 m 수온 변화는 심층 대류 해역과 한반
도 연안 주변부가 크고 다른 해역에서 작아 심층 대류역에서 발생한 수온 변화가 한반
도 연안 근처를 따라 전파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수 확산 계수를 이용한 이러한 온난
화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연직혼합 모수화를 이용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다양한 민감도 실험을 하기 힘든 좀 더 정교한 온난화 실험 결과
를 해석 할 경우 해역과 계절에 따른 결과 신뢰도 분석에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을 제시
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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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극지해역/ENSO 특성변화가 동해에 미치는 영향
1. 동해 표층온도의 장주기 변동성과 ENSO와의 상관성
가. 동해 장주기 변동성과 ENSO 상호 관련성 분석
기존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동해 표층온도의 변동성은 다양한 주기 변동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2-3년 주기의 biennial 시간 규모의 주기에서 6년
주기의 경년 변동성 그리고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0년 이상의 장주기 변동성이 동해
표층온도의 변동성에 포함되어 있는 주기 spectrum 들이다 (Miita and Tawara 1984,
Watanabe et al., 1986, Isoda 1994, Park and Oh 2000, Minobe et al 2004, Kim et al.
2004). 이와 같은 다양한 주기의 동해 표층온도의 변동성에 대한 원인으로는 동해 지역 바
람장 효과, 해양-대기 상호작용 또는 동아시아 몬순의 변동성 등이 동해 표층온도의 경년
및 장주기 변동성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동해 표층온도의 변동성이 외해 지역의 표층온도 변동성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열대 태평양 표층온도의 최대 경년 변동성인 El Nino and Southern
Oscillation (ENSO)와 동해 표층온도의 상관성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들이 있다. ENSO 변
동성과 중위도 지역에 속하는 동해 지역의 표층온도 변동성과의 연관성은 열대-중위도 원
격 상관성 (teleconnection) 으로 기인할 수 있다. 즉 열대 동태평양 및 중태평양에서 발생하
는 ENSO로 이 지역에서 강수량 변동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강수량 변동성은 열대 대기의
강제력 변동성을 유도하게 된다. 열대 대기의 강제력 변동성은 열대-중위도 원격 상관성 과
정을 통해 중위도 지역의 대기 변동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중위도 지역에서 대
기 변동성은 중위도 해양의 표층온도나 혼합층 또는 열속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lexander et al. 2002). 동해 표층온도 변동성과 ENSO의 상관성에 대한 기존 연구로 Park
and Oh (2000)는 동해 장주기 표층온도의 변동성은 열대 서태평양 표층온도의 변동성과 밀
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동해 표층온도의 경년 변동성은 중태평양 표층온도
의 변동성과 상관성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Hong (2001) 등은 동해 표층온도의 변동
성이 2-7년 주기의 ENSO 변동성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주장한바 있다. 이와 같은 기
존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동해 표층온도의 변동성과 ENSO 변동성간의 역학적 상
관성에 대한 이해는 완전하지 않다. 또한 ENSO와 동해 표층온도의 상관성의 변화에 대해
서는 아직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동해 표층 온도 변동성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열대 태평양 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겨울철 동해 표층 온도편차와 열대 태평양의 표층온도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온도지수들 (여기에서는 NINO1+2, NINO3, NINO3.4 그리고 NINO4 온도지수) 과의 선형
상관계수 값을 구하여 그림 3.3.1에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NINO4 온도
지수 (NINO4 온도지수는 열대 태평양 NINO4 지역 (5°N-5°S, 160°E-210°E)에서 평균된 표
층온도 편차 시계열) 와 동해지역의 표층 온도변동성간 선형 상관계수가 다른 온도 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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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O1+2, NINO3 그리고 NINO3.4 온도 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표층 온도 변동성이 동해 지역 표층 온도 변동성과 상
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3.3.1과 유사한 결과로서 동해 표층온도 변동성과 열대 태평양 표층온도 변동
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온도 지수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동해 표층온도 변동성을 나타
내기 위하여 먼저 동해 온도 지수를 정의하였다.

GG

그림 3.3.1. 1891-2005년 겨울철 (12월-2월) 기간동안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변동
지수들인 NINO12 (a), NINO3 (b), NINO3.4 (c) 그리고 NINO4 (d) 와 동해 해수면
온도편차와의 선형회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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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온도지수는 앞 절의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동해지역에서 표층 온도 변동성의 표준편차
가 가장 높은 지역(35N-42N, 130E-135E)에서 평균된 표층 온도편차의 시계열로 정의 하였
다. 표 3.3.1은 동해 온도 지수와 열대 태평양 온도 지수들 간의 1891-2005년 전체 기간 동
안 겨울철 시기의 선형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동해 온도 지수와 NINO1+2 지수와 선
형 상관계수는 0.25, NINO3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0.2, NINO3.4 온도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0.22 그리고 NINO4 온도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0.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
과는 그림 8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표 3.3.2는 표 3.3.1과 다르게 여름철 시기의 동해 온
도 지수와 열대 태평양 온도 지수들 간의 선형 상관계수를 보인 것이다. 겨울철과 다르게
여름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관계수의 값이 작아서 열대 태평양 표층온도와 동해 표층
온도의 상관성은 겨울철이 여름철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 연
구 결과들에서 자주 언급된 것처럼 겨울철 시기의 열대-중위도 원격상관이 다른 계절보다
높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3.3.1. 1891-2005 년 기간 동안 겨울철 시기 동해 온도 지수와 열대 태평양 온도 지수들
간의 상관계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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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1891-2005 년 기간 동안 여름철 시기 동해 온도 지수와 열대 태평양 온도 지수들
간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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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a는 1891-2005년 기간 동안 동해 지역 표층온도 변동성의 주요 변동 모드
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경험적 직교 함수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 의 처음 두 번
째 모드들을 보인 것이다. 그림 9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동해 표층온도의 가장 뚜렷
한 변동성은 동해 전체 지역에서 동일한 부호를 가지는 변동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변동성 분산의 70%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3.3.2b는 동해 지역 표층온도의 두 번째 EOF 모
드로 전체 변동성 분산의 12%를 설명하고 있으며 남북 방향의 dipole-like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겨울철 동해 표층온도의 변동성이 이 두 모드들에 의해 전체 변동성
분산의 80% 이상을 설명됨을 알 수 있으며 공간적인 특성 또한 뚜렷하게 구분됨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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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1891-2005년 기간 동안 겨울철 동해 지역 표층온도 변동성의 처음 두 번째 EOF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선 간격은 0.01이며 단위는 없음.
첫 번째 모드의 principal component 시계열과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 지수와의
상관계수 값은 0.27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모드의 principal component 시계열과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지수와의 상관계수 값은
-0.02로 아무런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열대 태평양 표층온도 변동성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동해 표층온도 변동성은 첫 번째 모드로 이 모드의 변동성은 열대중위도 원격상관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두 번째 모드의 경우
동해 내부 변동성 및 해양-대기 상호 작용과 같은 과정을 통해 그 변동서이 유지될 수 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나. 동해 온도 지수와 열대 태평양 온도 지수의 관련성 변화
그림 3.3.1과 표3.3.1, 3.3.2의 결과에 의하면 겨울철 동해 온도 지수와 가장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열대 태평양 온도지수는 NINO4 온도지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8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표층온도 변동성과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지수와의 상호 관련
성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1891-2005년 기간 동안 정의된 겨울철 동해온도지수와
NINO4 온도지수와의 21년 이동평균 상관계수의 시계열값을 계산 하였다 (그림 3.3.3). 그림
3.3.3 에 나타난 것처럼 동해 온도지수와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지수와의 상호 관련성은
매우 긴 장주기 변동성을 보이며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기간에는 두 지수간
상관계수가 높지만 어느 기간에는 두 지수간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30년대를 중심으로 동해 온도지수와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지수와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큰 양의 상관계수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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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을 중심으로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시기는 1977-1997년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동해 온도지수와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약
0.54이며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시기는 1935-1955년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동해 온
도지수와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0.10으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동해 표층 온도 변동성은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표층 온도 변동성과
시간에 독립적인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주기 시간 규모에서 지속적으
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3은 동해 온도지수와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지수와의 상관성이 서로 큰 차
이를 보여 주는 두 기간의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지수의 특성을 보인 것이다. 흥미롭게도
동해 온도지수와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지수와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양의 값을
가진 1977-1997년 시기에는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17
회인 반면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4회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동해 온도지수와 열대 태
평양 NINO4 온도지수와의 상관성이 음의 값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가진
시기인 1935-1955년 시기에는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지수가 양의 경우는 6회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15회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 지수와 동해 온도 지수의 상관성은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지수의 특성과 밀
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기에 열대 서태평양
(NINO4 지역) 표층온도가 양의 값을 빈번하게 가지면 열대 태평양 표층온도 변동성과 동해
온도 지수는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반면 어느 시기에 열대 서태평양 표층온도가 음의 값을
빈번하게 가지면 열대 서태평양 표층온도 변동성과 동해 온도지수는 음의 상관성을 갖거나
매우 약한 상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해 온도 지수와
열대 서태평양 표층온도 변동성의 상관성이 열대 서태평양 지역 평균 표층온도의 상태에 따
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또한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표층온도 평균장의 변화
에 따라 동해 주변 지역의 열대-중위도 원격상관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3.3.3. 1935-1955년 기간과 1978-1998 기간동안 열대 태평양 NINO4 온도 지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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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1891-2005년

기간동안

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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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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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온난화에 따른 ENSO 변동성과 특성 변화
가. ENSO의 경년 및 장주기 특성 파악

ENSO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동성중 가장 뚜렷한 경년 변동의 시간 규모를
가지는 현상으로 전 지구 일기 및 기후 변동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Rassmusson and Carpenter, 1982). ENSO에 기인한 전 지구 해양, 기상의 변동성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ENSO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산발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며 그 결
과도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동해의 장주기 변동성과 ENSO의 경년 및 장주
기 변동 특성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해
장주기 온도지수의 변동성은 ENSO 변동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알류산 저기압
변동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은 동해 장주기 온도지
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ENSO의 경년 및 장주기 변동 특성에 대한 선행이해
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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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OF 분석

그림 3.3.4. (a) 1901-2005년 동안의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첫 번째 EOF 모드, (b)
두 번째 EOF 모드. (c) 첫 번째 EOF의 Principal Component의 월별 시계열 분포 (검
은 선)과 8년 이동평균 (붉은 색) (d) 는 두 번째 EOF 모드인 경우를 제외하고 (c)와
동일함.
최근 100년 동안의 ENSO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열대 태평양 지역 (20°N-20°S,
120°E-270°E)에서 EOF 분석을 시도하였다. 처음 두 번째의 EOF 모드들과 그에 해당하는
principal component들의 시계열을 그림 3.3.4에 나타내었다. 그림 3.3.4c,d에 나타난 붉은 선
은 월별 principal component의 8년 이동 평균값을 보인 것이다. 첫 번째 모드는 해수면 온
도 변동 전체 분산의 52.7%를 두 번째 모드의 경우 12.2%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모드
의 공간 구조는 적도 동태평양에 최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태평양까지 확장되어 나
타나고 있어 이 모드의 변동성이 ENSO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모
드에 해당하는 principal component의 시계열은 최근 100년 동안 발생한 ENSO의 주기 및
강도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 모드의 8년 이동평균 시계열은 ENSO 변동성에
양의 (positive) 선형적 경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면서 El Nino의 발생 경향 및 강도가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1940년
대 이전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La Nina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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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1970년대에 이후 ENSO의 주기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ENSO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학적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ENSO의 특성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기후 변화와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모드는 동태평양에 음의 편차를 서태평양에 양의 편차를 가지면서 동서방
향으로 dipole-like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드의 변동성에 해당하는 시계
열에 강한 선형 경향성 (linear trend)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형 경향성이 주
기를 알 수 없는 매우 긴 장주기 변동성의 하나로 이해할 수 도 있지만 또한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열대 태평양의 반응 특성을 보여주는 모드의 변동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모드
의 변동성과 ENSO와의 상관성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다.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ENSO 변동특성 변화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평균장 변화와 El Nino and Southern Oscillation
(ENSO) 특성 변화가 어떤 상관성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관측자료 분석 및 전 지구
해양-대기 접합모델의 지구온난화를 가상한 실험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 세계 23개의 기
후시스템 모델의 자료가 제공되었고 그 중 2개의 모형이 이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다. 특히
IPCC에서 제공된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산업혁명이전의 CO2농도를 유지하는 경우 (규
준실험) 와 지구온난화 실험으로 대기 중 CO2 농도가 2배로 증가한 CO2 배증실험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Introduction
Understanding how the tropical Pacific climate system responds to global
warming is a top-priority issue for our society, as it has a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etal impact on many countries. Through atmospheric teleconnections (McPhaden
2004, McPhaden et al. 2006), warming in the tropical Pacific can also affect the climate
in many other regions.
Recent

attempts

towards

such

understanding

have

relied

heavily

on

the

long-term simulations of coupled ocean-atmosphere general circulation models (CGCMs)
using different climate change scenarios (see http://www-pcmdi.llnl.gov/ipcc/subproject_
publications.php). Many of these studies have focused on changes in the mean state in
the tropical Pacific, and in El Niño - Southern Oscillation (ENSO) statistics (Meehl et
al. 1993, Knutson and Manabe 1995, Knutson et al. 1997, Trenberth and Hoar 1997,
Timmermann et al. 1999, Collins 2000, Collins et al. 2005, Zelle et al. 2005, Merryfield
2006, Guilyardi 2006, Zhang and Song 2006, Meehl et al. 2006, Yeh and Kirtm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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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jority of the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3 (CMIP3) multi-model dataset
(Meehl et al. 2007) tends to indicate that as global temperatures rise due to increased
greenhouse gases, the mean sea surface temperature (SST) state in the tropical Pacific
will shift towards a permanent El Niño-like state with greater relative surface warming
in the equatorial eastern Pacific.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ignificant CGCM
dependence on future changes to ENSO statistics. Some CGCMs show larger magnitude
ENSO events, some show smaller amplitude events and some show little change at all
(Knutson and Manabe 1995, Knutson et al. 1997, Collins 2000, Guilyardi 2006, Yeh et al.
2006, Merryfield 2006, Meehl et al. 2006, Guilyardi et al., 2008). In addition, some studies
(Liu et al. 2005) argued that an important tropical SST fingerprint to global warming is
an enhanced equatorial warming relative to the subtropics rather than the El Niño-like
response. The origin of these differences is unknown and remains a difficult problem; so
far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mechanisms which explain changes in ENSO statistics
under global warming.
Despite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response of the
tropical Pacific Ocean to climate change projections, little effort has been dedicated to
the study of changes in the upper ocean and related mechanisms associated with global
warming.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most existing CGCMs still struggle to
correctly simulate key features of the upper ocean structure such as the ocean mixed
layer, the thermocline depth, and equatorial upwelling, etc. (Stockdale et al. 1998,
Capotondi et al. 2006). In spite of such deficiencies, these CGCM simulations provide a
useful data set to understand the sensitivity of the upper ocean to global warming. The
upper ocean primarily determines the heat exchange with the atmosphere (Rosati and
Miyakoda 1988), therefore, its change under global warming can largely influence the
coupled air-sea climate system in the tropical Pacific. Furthermore, ENSO statistics can
be affected by the subsurface temperature structure, including mean thermocline depth
and stratification (Collins 2000, Meehl et al. 2001, Yang et al. 2005, Imada and Kimoto
2006, Zhang and DeWitt 2006, Dewitte et al. 2007a, Zhang et al. 2007). Therefore,
investigating changes in the upper ocean in relation to the response of the tropical
Pacific under global warming may provide material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limate
and its evolution.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ole of the simulated upper ocean temperature
struct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t responses of the tropical Pacific to the
doubling of atmospheric CO2 in two CGCMs. To investigate this, two scenarios of the
CGCM simulations are examined: the so called ‘pre-industrial’ scenario that uses
concentrations of greenhouse gas of the early 19th century (hereafter refer as Control
Run) and the 2xCO2 scenario that considers a doubling in CO2 concentrations (hereafter
refer as 2xCO2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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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2 provides the model description and
the methodology. Section 3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the upper ocean temperature
structure simulated in the control. Section 4 describes the impact of increased CO2
concentrations in terms of mean SST and ENSO variability. In Section 5, we describe
changes in upper temperature structure and thermocline depth in the 2xCO2 run,
respectively. Concluding remarks are given in Section 6.

(2) Model and methodology
We

use

the

selected

CGCM

simulations,

namely

MRI_CGCM2_3_2a

and

GFDL_CM2_0 (hereafter referred to as MRI and GFDL; see Table 3.3.4 for references
and additional model details). The CGCM simulations are made available by the Program
for

Climate

Model

Diagnosis

and

Intercomparison

http://www-pcmdi.llnl.gov/ipcc/about_ipcc.php

(Meehl

(PCMDI)
et

al.

on

2007).

the

website

Table

3.3.4

summarizes the description of the pre-industrial control run and the 1%/year 2xCO2 run
using the two CGCMs. In the doubled (2xCO2) run, CO2 increased at a rate of 1% per
year to a level twice that of the present climate. The CGCM holds CO2 fixed after
reaching doubled concentration. After the 70-year period to the CO2 doubling the
CGCMs were integrated for an additional 150-year period to examine the climate
system's long-term response. This run should be initialized from a present-day control
run or a pre-industrial control run. In the control run, there was no anthropogenic or
natural forcing for the entire simulation period. Detailed documentation and validation of
these models can be found on the PCMDI website at http://esg.llnl.gov/portal.

Table 3.3.4. CGCM runs used in this study.

Model name
(Center)

MRI_CGCM2_3_2a
1

(MRI/Japan )
GFDL_CM2_0
2

(NOAA GFDL )

Simulation period

Global Ocean
Resolution
(Longitude
Latitude)

Pre-industrial
Control Exp.

1%/year CO2
increase (to
doubling)

144111

350 years

220 years

14490

500 years

280 years

1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MRI)/Japan

2

NOAA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GF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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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ukimoto et al.
(2001)
Delworth et al.
(2006)

There were various reasons for selecting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for this study. These two CGCMs have been extensively documented in recent studies
based on the present climate simulation and the climate change simulation (van
Oldenborgh et al. 2005, Capotondi et al. 2006, Guilyardi, 2006, Yeh et al. 2006, Yeh and
Kirtman 2007). Both the MRI and the GFDL models are reasonably capable of
simulating ENSO variability in the control run although they present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decadal variability (Lin 2007) and thermocline structure
(Capotondi et al. 2006). In addition, these two CGCMs exhibit robust ENSO-monsoon
contemporaneous teleconnections in the twentieth-century integrations (Annamalai et al.,
2007), indicating that the ocean-atmosphere interactions work fairly well. However,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show relatively different sensitivity of ENSO statistics
and the tropical Pacific mean state to increased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s (Collins
et al. 2005, Yeh et al., 2006, Yeh and Kirtman, 2007). For example, Yeh et al. (2006)
showed that the ENSO amplitude increased in response to a transient increase in
atmospheric CO2 in the MRI model, but no significant sensitivity was found for the
GFDL model. Therefore, it is useful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imulated upper ocean
structure by directly comparing two CGCMs which have differing sensitivity of ocean
surface temperature and ENSO statistics to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The terms
"control run" and "2CO2 run" refer to data from the last 100 years for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respectively.
In order to infer the feedbacks in the two CGCMs we use an intermediate
complexity model of the tropical Pacific. LODCA is a tropical Pacific ocean-atmosphere
model of intermediate complexity (Dewitte 2000). It is an extension of the Zebiak and
Cane (1987) model in that it is based on similar physics, that is, shallow water for both
components. The ocean component includes three baroclinic modes, with characteristics
of phase speed Cn, projection coefficient Pn, and "thermocline coefficient" scln derived
from Levitus et al. (1988) in the standard configuration (Dewitte 2000). Here n indicates
the order of baroclinic mode. A mixed layer model is embedded in the ocean model that
consists of a thermodynamic budget in a 50-m-thick surface layer. The surface heat
flux is parameterized as being negatively proportional to local SST anomalies (SSTAs).
Subsurface entrainment temperature into the surface mixed layer is parameterized as a
function of thermocline depth anomalies and mean thermocline depth (Dewitte and
Perigaud 1996). The reader is invited to refer to Dewitte (2000) for more details on this
model. In the present study, LODCA is used to infer the dominant feedback processes in
the CGCMs. We are arguing that LODCA could be considered as a useful tool to
examine the dominant feedback processes in relation to the ENSO, i.e., zonal advective
feedback versus thermocline feedback process in the CGCMs. LODCA is first tun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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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s of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CGCMs’ outputs, namely the parameters (Cn, Pn,
scln) and the climatological velocity fields and SST. (Cn, Pn, scln) are obtained from a
vertical mode decomposition of the mean density profiles in the central equatorial Pacific
of the CGCMs. LODCA is then forced by the wind stress anomalies derived from the
CGCMs and a heat budget within the mixed layer is performed ‘on line’. In addition,
LODCA allows estimating to which extent the CGCMs variability can be interpreted as
resulting from equatorial wave dynamics. Similar methodology was used in Dewitte et
al. (2007a).

(3) The control run
We begin by showing the mean temperature in the upper 300m along the
equator for the entire analyzed period in the MRI and GFDL models for the control run,
respectively (Figs. 3.3.5a,b). Large differences in the vertical temperature structure are
found in the equatorial Pacific between the two CGCMs. The subsurface temperature at
upper layers (~100m) is more diffuse in the central and eastern equatorial Pacific in the
GFDL model compared to the MRI model. In particular, the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which is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23°C
and 15°C isotherms, is larger in the MRI model than in the GFDL model.
Fig. 3.3.6 displays the mean temperature averaged over 120W-90W along the
equator as a function of depth, which illustrates the former statement. Figure 2 also
indicates that the near surface water (~30m) in the MRI model is warmer than that in
the GFDL model. In contrast, the subsurface water from the depth of 30m to 180m is
colder in the MRI model than in the GFDL model, resulting in a sharp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within 30m

15m in the MRI model. Such a large difference in the

vertical temperature profile between the two CGCMs may be attributed to several
causes, such as the difference in equatorial upwelling intensity or the difference in the
mixing scheme The mixed-layer treatment used in the MRI model is a turbulent closure
level 2 (Mellor and Yamada 1982). On the other hand, that in the GFDL model is a
K-Profile Parameterization (KPP) scheme (Large et al., 1994). used in the CGCM. For
example, Halpern et al. (1995) showed that the use of a different mixing scheme results
in a variety of CGCM behavior in the tropical Pacific Ocean in terms of the upper ocean
structure. In addition, vertical diffusivities could be responsible for the different vertical
stratification in relation to a difference in the vertical temperature profile. On the other
hand, significant temperature decrease at subsurface levels seen in Fig. 3.3.6 could be
due to large baroclinic (as opposed to Ekman) current divergence in the MRI model
compared to the GFDL model, which is associated with over energetic climatological
westward current in the MRI model compared to the GFD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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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Vertical profiles of mean temperature in the
upper 300m along the equator in the MRI model (a) and
the GFDL model (b). Contour interval is 1°C. The x-axis
and y-axis indicate longitude and depth, respectively.
Thick blue line indicates the 20°C isotherm.

This will be investigated and discussed in the section 3b. We also speculate that the
difference in the vertical temperature profile between the two CGCMs may be due to
different vertical resolutions. If the vertical resolution is coarse, upwelling easily brings
cold water to the subsurface (Meehl 1990, Meehl et al. 2001). The number of vertical
levels in the upper 500m is 15 in the MRI model and 30 in the GFDL model. This
indicates that the upwelling to bring up cold water may be overestimated in the MRI
model compared to the GFDL model, resulting in a sharp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at subsurfac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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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Vertical profile of ocean mean temperature averaged
over 120°W-90°W along the equator in the MRI model (thin line)
and the GFDL model (thick line) in the control run.

Among the upper ocean parameters, thermocline plays a critical role, linking the
equatorial SST zonal gradient to the strength of the zonal winds, through equatorial
upwelling in the tropical Pacific. Considering the 20°C isotherm as a proxy of
thermocline depth in the control run, Fig. 3.3.5 indicates that the depth of the annual
mean thermocline (thick blue lines in Figs. 3.3.5a,b) simulated in the GFDL model is
deeper than that in the MRI model except in the far eastern tropical Pacific.
Figures 3.3.7a,b display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rmocline depth anomaly in
the MRI and GFDL models, respectively. Large thermocline variability is found in the
central equatorial Pacific in the MRI model, whereas it is observed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along with the western and central subtropics in the GFDL model.
Therefore, one may find large difference of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rmocline depth
variability between the two CGCMs in both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and central
subtropics. Such difference in the thermocline variability in terms of its spatial structure
and magnitude between the two CGCMs may be associated with difference in the
dominant ENSO feedback process at work in the CGCMs. In the next subsection, we
examine the dominant feedback process in the two CGCMs based on the LODCA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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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Standard deviation of thermocline depth anomaly in the MRI model (a) and
the GFDL model (b) in the control run. Contour interval is 3 m.
Assuming that thermocline feedback is the dominant process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it is expected that the larger the thermocline variability, the larger the
variability of SSTA. Figures 3.3.8a,b show the standard deviation of total SSTA
simulated in the control run in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respectively. Note
that the SSTA is defined as the deviation from the monthly climatological cycle over
the analyzed period without removing any trends. Figure 3.3.8c shows the difference in
SSTA standard deviation between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i.e., Fig. 4b
minus Fig. 3.3.8a). Note that both models simulate SSTA variability extending too far
into the western Pacific compared to observations (not shown). The maximum standard
deviation of SSTA variability in the MRI model is located in the central equatorial
Pacific (Fig. 3.3.8a), in contrast, that in the GFDL model is found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Fig. 3.3.8b) where standard deviation of SSTA variability is as much
as 50% greater than that in the MRI model (Fig. 3.3.8c). Large difference of the
standard deviation of SSTA between the two CGCMs (Fig. 3.3.8c) is observed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where large difference of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rmocline
depth anomaly is observed (Figs. 3.3.7a,b).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NINO3.4 SST
index which is defined as the time series of the SSTA averaged over the region,
5N-5S, 170E-240W, is 0.66C (MRI) and 0.98C (GFDL). This result seems to indicate
that large ENSO variability in the GF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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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a) standard deviation of SSTA variability for the control run in the MRI
model (b) the same as (a) except for the GFDL model. (c) (b) minus (a). Contour
interval is 0.2C and shading indicates positive.

model is associated with large deviation of thermocline depth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suggesting that the thermocline feedback is dominant in the GFDL model
compared to the MRI model.
In order to infer the dominant feedbacks at work in the two CGCMs, we
performed a mixed-layer budget from the results of LODCA simulations: LODCA was
first calibrated from the results of the vertical mode decomposition of the mean
equatorial stratification as derived from the two CGCMs. Monthly climatological SST
and velocity field calculated from the two CGCMs outputs are also prescribed in
LODCA. In order to derive the climatology for the velocity field, LODCA wa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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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d by the climatological wind stress as derived from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respectively. This, in particular, allows inferring the climatological upwelling rate
to be prescribed in the model, which is difficult to infer from the direct CGCMs outputs
(note also that vertical velocity are not provided for the GFDL model). LODCA is then
forced by the wind stress anomalies derived from the two CGCMs to infer the SSTA
variability and the contributions of the advection terms to SSTA changes. The SSTAs
simulated from the LODCA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ose from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indicating that the CGCMs’ variability in the equatorial Pacific can be
explained to a large extend by equatorial wave dynamics. In particular, the comparison
of the NINO3.4 SST index between the two CGCMs and the LODCA run indicates
correlation coefficients above 0.75.
The inspection of the contribution of the advection terms in the LODCA
simulations indicates that the MRI model has a tendency to favour zonal advection over
vertical advection compared to the GFDL model. As an illustration, we provide the
figure which shows time-longitude plots of climatological zonal currents along the
equator obtained from LODCA forced by the climatological wind stress from the MRI
model (Fig. 3.3.9a) and the GFDL model (Fig. 3.3.9b), respectively. Figures 3.3.9c,d are
the same as Figs. 3.3.9a,b but for the equatorial climatological upwelling rate.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LODCA runs is found in the magnitude of
climatological mean zonal currents along the equator. The maximum zonal current for
the LODCA solution using the climatological wind stress from the MRI model (Fig.
3.3.9a) is observed in the central equatorial Pacific and its magnitude is almost as large
as three times than that for LODCA forced by the climatological wind stress from the
GFDL model. On the other hand, the climatological vertical velocity (Figs. 3.3.9c,d) is
not much different in terms of its magnitude between the two LODCA runs. This result
indicates that in the MRI model the zonal advective feedback is dominant, which is
mostly due to enhanced climatological zonal currents, compared to the GFDL model.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heat budget from the LODCA runs will be given in
section 5c. At this stage we just mention that the MRI model is a model having a
dominant zonal advective feedback compared to the GFDL model in which ENSO
dynamics is more controlled by the thermocline feedback. This is consistent with former
studies (Van Oldenborg et al., 2005; Guilyardy, 2006; Capotondi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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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Time-longitude plots of equatorial climatological zonal currents for (a),
(b) LODCA forced with the MRI model (top) and the GFDL model (bottom) wind
climatologies (control run), respectively. The blue-shaded zone corresponds to
westward currents. Root mean square (full line) and mean (dotted line) values in
time are plotted as function of longitude on top of each diagram. (c), (d) are the
same as in (a), (b) except but the climatological vertical velocity. Units are cms-1
for zonal currents and mdays-1 for vertical velocity. Contour interval is every 10
(0.5) units for zonal current (vertic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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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act of increased CO2: Mean SST and ENSO variability
In the light of the above results, we now investigate the impact of global
warming with a focus on tropical Pacific mean SST and ENSO variability. Changes in
tropical Pacific mean SST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i.e., the 2xCO2
run minus the control run) are first shown in Figs. 3.3.10a,b for both models. In the
MRI model (Fig. 3.3.10a), the SST warming is projected to be large over much of the
central and eastern equatorial Pacific. Thus, the warming is not uniform in the region of
the equatorial and subtropical Pacific, resembling an El Niño-like warming trend with
the doubled CO2 concentr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GFDL model (Fig. 3.3.10b),
there is a significant warming tendency all along the equator in the central and eastern
equatorial Pacific. The strik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CGCMs also relates to the
warming rate of tropical Pacific mean SST due to an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The
tropical Pacific mean SSTs increase by about 2.6C~3.6C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MRI model, which is almost twice the level of warming simulated by
the GFDL model (i.e., 1.5C～1.8C).

Fig. 3.3.10. Difference in annual mean sea surface temperature simulated in the MRI
model (a) and the GFDL model (b)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CO2 run.
Contour interval is 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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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mean SST changes, both CGCMs exhibit significant differences in
ENSO variability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The difference maps of
SSTA standard deviation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in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are shown in Figs. 3.3.11a,b, respectively. The SSTA standard
deviation is markedly increased in the 2xCO2 run for the MRI model (Fig. 3.3.11a).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NINO3.4 SST index is 1.11C in the 2xCO2 run, which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control run of the MRI model (i.e., 0.66C). In
contrast, in the GFDL model there is slightly reduction in ENSO amplitude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Fig. 3.3.11b). In terms of frequency, the NINO3.4 SST
index simulated in the MRI model has a spectral peak at around 30 months in the
2xCO2 run (Fig. 3.3.12a), which is longer than that in the control run (i.e., a spectral
peak at around 24 months). In addition, the spectral density is significantly enhanced on
interannual-to-decadal timescales longer than the biennial timescale in the control run
(Fig. 3.3.12a).

Fig. 3.3.11. Difference in standard deviation of SSTA variability simulated in the MRI
model (a) and the GFDL model (b)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CO2 run. Contour
interval is 0.1C and shading is above 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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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Power spectral density of the NINO3.4 SST index simulated in the MRI
model in the control run (black) and the 2xCO2 run (red).(a). (b) is the same as in
(a) except but the GFDL model. Dashed line in (a), (b) denote the spectrum of red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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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in the GFDL model there is not much change in ENSO
frequency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Fig. 3.3.12b). The NINO3.4 SST
index simulated in the GFDL model has a spectral peak at around 37 months in both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In addition, the spectral density between the two
runs in the GFDL model is not much different on interannual-to-decadal timescales.
In summary, the MRI model experiences significant changes in terms of tropical
Pacific mean SST and ENSO variability, whereas the GFDL model seems insensitive to
global warm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ve difference in sensitivity to global
warming of the two CGCMs, the following section examines the role of simulated upper
ocean temperature structure between the two runs.

(5) Role of the simulated upper ocean temperature structure
In this section, the difference in upper ocean temperatures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for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is examined. Figure
9displays the temperature changes (i.e., the 2xCO2 run minus the control run) in the
upper 300m along the equator of the MRI model (Fig. 3.3.13a) and the GFDL model
(Fig. 3.3.13b). The near-surface water (~30m) temperature increases by 1.5C~3.5C in the
2xCO2 run of the MRI model (Fig. 3.3.13a) compared to the control run. In contrast, the
subsurface temperature between the depth of 90m and 180m decreases by 0.5C~1C in the
western equatorial Pacific and increases by 0.5C~1.5C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Indeed, the upper temperature differences along the equator between the two runs show
temperature structures with signs alternating in the vertical between 130E and 170W in
the MRI model. Simply pu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upper ocean warming due to
increased CO2 concentration is confined to the near surface layers in the MRI model.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in upper ocean temperatures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for the GFDL model (Fig. 3.3.13b) exhibits quite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MRI model. The warming rate at the ocean surface (i.e., ~1.5°C) is not
very different within the subsurface layers around the depth of 20m~50m. In other
words, the ocean warming due to increased CO2 concentrations is more uniformly
distributed and more homogenous in the upper ocean in the GFDL model compared to
the MRI model.
In order to support the above statement we compute the difference in hea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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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T is the averaged ocean temperature for the entire analyzed period in each run).
TG XZ[G T

Fig. 3.3.13. Difference in upper ocean temperature along the equator
from the surface to the depth of 300m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in the MRI model (a) and the GFDL model (b).
Contour interval is 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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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HC(x) at different level intervals at z=0m～z=10m (solid line), z=10m～
z=20m (dashed line), and z=20m～z=30m (dotted line) in the MRI model (a) and the
GFDL model (b). See the text for the definition of H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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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ite of the large difference in upper temperature structural changes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e., Figs. 3.3.13a,b), the HC(x) is not very different between the
two CGCMs. The HC(x) averaged in the 120°E-90°W is 1.00°C in the MRI model and
0.92°C in the GFDL model, suggesting that the amount of heat taken by the ocean
interior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 run is similar in the two CGCMs. On the
other hand, Figs. 10a,b show the HC(x) at different level intervals (i.e., z=[0,10]m,
z=[10,20]m, and z=[20,30m] in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respectively. As
expected, the HC(x) is greatest for the surface layer (i.e., z=[0,10]m) in the MRI model
and then gradually decreases as deeper layers are considered (Fig. 3.3.14a), suggesting
that significant warming due to increased CO2 concentration is confined near the surface
in the MRI model. In contrast, in the GFDL model, the HC(x) is nearly the same at
z=[0,10]m and z=[10,20]m and then slightly decreases at z=[20,30]m (Fig. 3.3.14b),
suggesting that ocean warming is more uniformly distributed within the surface layers
compared to the MRI mod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heat due to increased CO2 concentration within the upper ocean (～300m) is similar in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however, the heat is more confined to the near
surface layers in the MRI model than the GFDL model. These results suggest a
difference in the processes coupling mixed-layer and thermocline dynamics in the MRI
and GFDL models. This is investigated in the following based on a vertical mode
decomposition of the mean stratification of the models.
Changes in upper ocean temperature structure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s close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ocean vertical stratification. In order to
estimate the change in vertical stratification, the vertical profiles of mean buoy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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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N,

150°E-150°W) i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for the MRI and GFDL models
have been estimated (Fig. 3.3.15). The changes in upper ocean temperatures shown in
Fig. 3.3.13 are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stratification at upper levels (z
<~ 120m) from the control run (solid black line) to the 2xCO2 run (dashed black line) in
the MRI model (Fig. 3.3.15). In the GFDL model, however, the impact of the warming
does not result in a significant change in vertical stratification (red lines in Fig. 3.3.15).
The GFDL model remains slightly stratified in both runs. It is worthy to note that such
difference between the two CGCMs may be associated with the vertical mixing schem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Halpern et al. 1995, Li et al. 2001) the KPP scheme used
in the GFDL model produces stronger mixing and is less sensitive to stratification than
the Mellor-Yamada scheme used in the MR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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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Vertical profile of mean buoyancy averaged between 150°E and 150°W
along the equator for the MRI model (black lines) and the GFDL model (red
lines), in the control run (solid lines) and the 2xCO2 run (dashed lines). Unit is
10-3 s-2.
Previous studies (Yeh et al. 2001, Moon et al. 2004, 2007, Dewitte et al. 2007a)
argued that changes in equatorial stratification are associated with ENSO amplitude
modulation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impact of the change in mean state on
equatorial ocean wave dynamics. For instance, Moon et al. (2004) showed that vertical
stratification increased at the upper levels from before the mid 1970s to after the late
1970s, which was due to changes in vertical temperature structure. Such augmented
vertical stratification contributes to an increase in variability of the higher-order
baroclinic mode, resulting in an enhanced ENSO amplitude. Similarly, such a relationship
was examined based on long-term simulations of CGCMs (Moon et al. 2007, Dewitte et
al., 2007a). They argued that an intensification of the vertical stratification is associated
with a redistribution of the energy of the baroclinic modes with an increase in the
contribution of the high-order baroclinic modes (cf. Fig. 4b in Moon et al. (2007)),
resulting in an increase in ENSO amplitude. Such a mechanism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ensitivity characteristics of the two CGCMs used in
this paper.
In fact, one can argue that changes in stratification at upper levels due to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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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ing can explain changes in ENSO variability: for the MRI model, the ENSO
amplitude i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2xCO2 run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run
(Fig. 3.3.11a). It is also in the MRI model that the vertical stratification experiences the
most drastic changes compared to the GFDL model (Fig. 3.3.15) in which ENSO
amplitude is hardly affected by global warming (Fig. 3.3.11b). In order to examine this
hypothesis, we conduct the vertical mode decomposition of a mean density profile at 0N,
180°i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in both CGCMs. Table 3.3.5 displays the
projection coefficients (Pn, n=1,2, and 3) calculated from the mean vertical stratification
simulated by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for both runs. Here, n indicates the
order of baroclinic mode. The projection coefficient for the first baroclinic mode
decreases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both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In contrast, the projection coefficients increase for higher baroclinic modes (i.e.,
n=2 and n=3) under CO2 doubling in both CGCMs. The overall change in the
higher-order baroclinic modes, however, is much smaller in the GFDL model compared
to the MRI model. The P2 increased as much as 38%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MRI model, which is larger than that in the GFDL model (i.e., 19%). Similar
tendency is also observed for P3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both CGCMs.
This result indicates that atmospheric forcing projects more onto the higher-order
baroclinic modes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MRI model compared to
the GFDL model.
On the other hand, one would expect that changes in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higher-order baroclinic mode can lead to an increase of ENSO period (Moon et al.,
2004). As we showed in the above section, the ENSO period becomes longer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MRI model and the spectral density is significantly
enhanced on interannual-to-decadal timescales longer than the biennial timescales seen
in the control run (Fig. 3.3.12a). This is consistent with the larger contribution of the
higher-order baroclinic modes. Conversely, the ENSO period for the GFDL model does
not exhibit much change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Fig. 3.3.12b),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little change in vertical stratification (changes in Pn (for n=2 and
n=3) are weak, Table 3.3.6).
We first displaythe annual mean thermocline depth along the equator in the
control run (black line) and the 2xCO2 run (dashed line) in the MRI model (Fig. 3.3.16).
Note that, since the 2xCO2 run has a warmer mean state (cf, Fig. 3.3.10), the
thermocline depth is estimated as the location of the maximum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and not the depth of 20C isotherm, which can outcrop at the surface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In the following, the depth of the maximum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is chosen as a proxy for thermocline depth in the 2xCO2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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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The projection coefficients of wind stress (in the linear sense) in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betwee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MRI – Control
run

MRI - 2xCO2 run

GFDL – Control
run

GFDL - 2xCO2
run

P1

0.72

0.66

0.43

0.41

P2

0.39

0.54

0.49

0.60

P3

0.16

0.22

0.08

0.10

Fig. 3.3.16. 12 Annual mean thermocline depth along the equator in the control
run (full line) and the 2xCO2 run (dashed line) in the MR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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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found that the thermocline depth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becomes
much shallower than the eastern Pacific and thus leading to the decrease of the zonal
slope of the thermocline in the 2xCO2 run in the MRI model. It represents the tendency
toward the El Niño-like state, observed in many CGCMs under global warming (Collins
et al. 2005). We further show the temperature variability in the upper 200 m along the
equator along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rmocline depth (dashed line) in the
control run and the 2xCO2 run for the MRI model, respectively (Figs. 3.3.17a,b).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the upper ocean temperature variability within the
thermocline variations (dashed lines in Figs. 3.3.17a,b) is enhanced in the equatorial
Pacific. The maximum standard deviation of the upper ocean temperature variability is
2.57°C around the depth of 70m in the 2xCO2 run, which is larger than that in the
control run (i.e., 1.51°C). Large ocean temperature variability at upper levels can be
observed in the 2xCO2 run which corresponds to greater variability of thermocline
fluctuations compared to the control run as seen in dashed lines in Figs. 3.3.17a,b.
Therefore, the MRI model simulates a flattening of the mean thermocline in the
equatorial Pacific along with enhanced thermocline variability.
In the light of the above results for the MRI model one can analyze the GFDL
model in a similar way (Fig. 3.3.18). The mean thermocline depth is shallower in the
2xCO2 run (thick solid line in Fig. 3.3.18b)than the control run (thick solid line in Fig.
3.3.18a), which is similar to the MRI model. In addition, the mean thermocline slope in
the 2xCO2 run tends to flatten out along the equator in the GFDL model. In contrast to
the MRI model, however, the maximum standard deviation of the upper ocean
temperature variability is 1.75°C around the depth of 30m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in the 2xCO2 run, which is slightly reduced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run
(i.e., 1.91°C) (Figs. 3.3.18a,b). Such a tendency is similar to the reduction of the
maximum standard deviation of SSTA variability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GFDL model (cf. Fig. 3.3.11). In addition,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rmocline
depth variability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is reduced from he control run (dashed
lines in Fig. 3.3.18a) to the 2xCO2 run (dashed lines in Fig. 3.3.18b), which is in
contrast to the MRI model. Simply put,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thermocline
feedback, which is dominant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is reduced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GFDL model,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SSTA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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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Standard deviation of upper ocean temperature anomaly along with
standard deviation of thermocline depth (dashed lines) in the control run of
the MRI model (a). (b) is the same as (a) except for the 2xCO2 run. Contour
interval is 0.2C and shading indicates above 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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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Standard deviation of upper ocean temperature anomaly along with
standard deviation of thermocline depth (dashed lines) and mean thermocline
depth (solid lines) in the control run of the GFDL model (a). (b) is the same as
(a) except for the 2xCO2 run. Contour interval is 0.2C and shading indicates
above 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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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upport the above interpretation of the models’ sensitivity to a
warmer climate and quantify the changes in the strength of the feedback processes in
the models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we use the result of the LODCA
runs which allows carrying a heat-budget within the mixed-layer. As mentioned above,
LODCA was tuned from the two CGCMs outputs (equatorial wave parameters and
climatologies) and run in a forced mode using the wind stress anomalies of the two
different CGCMs and scenarios. The contribution of the advections terms to the change
in SST is estimated ‘on-line’ in LODCA for the four experiments. Figure 3.3.19 displays
the difference of the contribution of the total advection terms (horizontal advection and
vertical advection) and nonlinear advection term between the 2xCO2 run the control run
(i.e., the 2xCO2 run minus the control run)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Eq.,
150W-90W) in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In the MRI model both the zonal
advective feedback and the thermocline feedback increase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which contributes to enhance the SSTA variability. In addition, the nonlinear
advection is also enhanced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MRI model.
Since the nonlinear advection process is involved in the rectification process that
produce ENSO bursting (Timmerman and Jin, 2002), it can explain why ENSO
variability increases for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MRI model. Moreover,
high-order baroclinic modes tend to act on the nonlinear advection (Dewitte et al. 2007a)
which can also explain an increase of ENSO variability in the MRI model. In other
words, the contribution of the high-order baroclinic mode increases from the control run
the 2xCO2 run, which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of the nonlinear advection in the
2xCO2 run, resulting in an enhanced ENSO variability in the MRI model. In contrast, in
the GFDL model the thermocline feedback is significantly reduced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GFDL model, which is largely consistent with a reduction of
thermocline variability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Fig. 3.3.18). Both the zonal
advective feedback and the NDH have little changes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Therefore, we may conclude that change in thermocline feedback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contributes to reduce the SSTA variability in the GFD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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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Mixed-layer heat budget based on LODCA (see text) for the MRI and GFDL
models in the NINO3eq region (150°W-90°W-Eq): Difference in variability (root mean
square) between the 2xCO2 experiment and the control run (CR) for the MRI model
(left)
(

and

the

GFDL

model

(right):

the

term

(1)

stands

for

vertical

advection

−w'.∂T −w.∂T ' ) , (2) for horizontal advection ( −u '.∂T −u.∂T ' ) and (3) for the non-linear
∂z
∂x
∂z
∂x

advection (

−u '.∂T ' −v'.∂T ' −w'.∂T '
∂z ).
∂y
∂x

(6) Discussion and concluding Remarks

In this paper, we hav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simulated upper ocean
temperature struct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ing response of the tropical Pacific
to a doubling of atmospheric CO2 in the two CGCMs which exhibit relatively different
ENSO variability and mean state. In the MRI model, the tropical Pacific mean SSTs
increase by about 2.6C~3.6C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which is almost
twice the level of warming (i.e., 1.5C~1.8C) simulated by the GFDL model. In addition,
the standard deviation of SSTA variability is markedly increased in the 2xCO2 ru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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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RI model, whereas ENSO amplitude is slightly reduced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GFDL model. Along with such changes in the ocean surface the two
CGCM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upper ocean temperature structure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We have argued that the differing sensitivity to global
warming of the two CGCMs at the ocean surface is largely due to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mulated upper ocean structure between the two runs.
In the control run, the subsurface temperature at upper layers is more diffuse in
the central and eastern equatorial Pacific in the GFDL model compared to the MRI
model. In relation to this, a sharp vertical gradient is observed at subsurface layers in
the MRI model compared to the GFDL model. Using an intermediate coupled model
tuned to the CGCMs, we also inferred the dominant feedback in the MRI model and the
GFDL model. It is found that the zonal advective feedback is dominant in the MRI
model, which is mostly due to enhanced climatological zonal currents, compared to the
GFDL model. On the other hand, the ENSO variability is larger in the GFDL model
than the MRI model, which is associated with large deviation of thermocline depth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and the dominance of the thermocline feedback in the
GFDL model. One can argue that the stronger vertical stratification tends to favor
high-order baroclinic modes in the MRI model, which would lead to larger ENSO
amplitude compared to the GFDL model. However, because the zonal feedback in the
MRI model is dominant, the energy redistribution of the high-order baroclinic modes is
less effective in impacting the ENSO variability (Dewitte et al. 2007b), which explained
why the more stratified temperature in the MRI model does not necessary lead to
significantly larger ENSO amplitude in the control run compared to the GFDL model.
We are here arguing that the contribution of high-order baroclinic mode is effective
where

there

exists

a

realistic

balance

between

thermocline

and

zonal

advective

feedbacks, which is not the case of the MRI model in the control run.
Upper ocean warming due to increased CO2 concentrations is confined tothe near
surface layers in the MRI model, in contrast, ocean warming due to increased CO2
concentrations is more uniformly distributed at the upper ocean in the GFDL model
compared to the MRI model. This results in significant differences in ocean vertical
stratification changes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two CGCMs. The
vertical stratification is significantly increased at upper levels in the MRI model,
however, the impact of the warming does not result in a significant change in vertical
stratification in the GFDL model. From the results of a modal decomposition of the
mean vertical stratification, we have argued that changes in stratification at upper levels
due to global warming can explain changes in ENSO variability in the two CGCM
through the energy redistribution of high-order baroclinic modes. In additio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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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changes in the thermocline depth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two CGCMs. In the 2xCO2 run, the MRI model simulates a shallower thermocline depth
along with greater thermocline variability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Such
increased thermocline variability is associated with large ocean temperature variability at
upper levels, which is effective in increasing SST variability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MRI model. On the other hand, in the GFDL model the thermocline
variability is reduced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which i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of the strength of the thermocline feedback.
This is supported by the results of a mixed-layer heat budget based on LODCA runs
using as forcing the interannual wind stress anomalies derived from the two CGCMs.
The difference in the variance of vertical advection i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eastern
Pacific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in the GFDL model, whereas the MRI
model exhibits a significant increase of zonal and vertical advection from the control run
to the 2xCO2 run, along with an increase of non-linear advec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a rectification on the ENSO variability by change in mean state.
This study illustrates first that the mean thermocline and its variability is a key
parameter of the sensitivity of models to global warming. We have also provided
evidence that, besides the mean thermocline depth, the upper ocean temperature is
critical in controlling such sensitivity. Overall, our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increase confidence in the response of CGCMs to global warming, the models must
properly simulate the upper ocean temperature structure in the tropical Pacific. Current
CGCMs actually exhibit a variety of behavior with regard to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air-sea coupled feedback (mostly thermocline feedback versus zonal advective
feedback) in the tropical Pacific (van Oldenborg et al. 2005, Guilyardi, 2006), which is
largely dependent on the structure of upper ocean temperature (Fedorov and Philander
2000). Therefore, our result further indicates that the dominant air-sea coupled feedback
in CGCM simulations can make it a key player to determine the response of the climate
to global 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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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ENSO 특성 변화에 따른 동해 및 주변해 변화 특성
지구 온난화에 따른 ENSO 특성 변화와 이에 따른 동해 및 주변해 변화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하여 IPCC 4번째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23개의 모형(표 3.3.6)의 20C3M 규준실험
과 관측 자료에서 얻어진 NINO3.4 SST 지수의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그림 3.3.20).
20C3M 규준실험은 20세기 기후 환경을 고려한 상태에서 기후 모형 결과이며 관측은
Hadley SST를 사용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 모형들은 동일한 20세기 기후
환경아래에서 서로 다른 ENSO 크기를 모의하고 있다. 푸른선은 모형에서 얻어진 NINO3.4
SST 지수 표준 편차값들의 표준편차로 이 값들을 기준으로 각 모형들이 ENSO 의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모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23개의 기후 모형들 중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ENSO

를

ECHO-G

모의하고
모형이며

있는

기후모형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CNRM-CM3,

크기의

ENSO를

GFDL-CM2.1,
모의하고

FGOALs-g1.0,

있는

기후

모형은

GISS-AOM과 GISS-ER 모형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ENSO 크기를 모의하고 있는 각각의
모형들에서 ENSO -동해 표층 온도와의 상관성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아래에서 각 모
형들에서 얻어진 ENSO-동해 표층온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3.3.20. 관측과 IPCC 20C3M 실험에서 모의된 NINO3.4
SST 지수의 표준편차. x축의 번호들은 표1 에 나타난 기후 예측
모형들을 의미함. 푸른선은 표준편차를 붉은선은 평균값을 의미
함.
TG X[_G T

䚲G ZUZU]UG ㍳㠦G ㌂㣿♲G pwjjG ₆䤚G
㡞䁷G ⳾䡫✺
͑͢͟ ΓΤΖΣΧΒΥΚΠΟ
ͣ͟ͳʹʹ͞ͳʹ;ͣ͟͡
ͤ͟ʹʹ;͙ͤ͟͢΅͚ͥͨ
ͥ͟ʹʹ;͙ͤ͟͢΅͚ͧͤ
ͦ͟ʹͿ;͞ʹ;ͤ
ͧ͟ʹ΄ͺ͞;Μͤͦ͟
ͨ͟ͷ͵ͽ͞ʹ;ͣ͟͡
ͩ͟ͷ͵ͽ͞ʹ;ͣ͟͢
ͪ͟ͺ΄΄͞Ͳ;
͢͟͡ͺ΄΄͞Ͷ
͢͢͟ͺ΄΄͞Ͷ
ͣ͢͟ͷͲͽ΄͞Θ͢͟͡
ͤ͢͟ͺͿ·͠΄Ή
ͥ͢͟ͺͿ;͞ʹ;ͤ͟͡
ͦ͢͟ͺ΄ͽ͞ʹ;ͥ
ͧ͢͟;ͺʹ͙ͤͣ͟ΙΚΣΖΤ͚
ͨ͢͟;ͺʹ͙ͤͣ͟ΞΖΕΣΖΤ͚
ͩ͢͟Ͷʹ͞
ͪ͢͟ͶʹͲ;ͦ͠;ͺ͞;
ͣ͟͡;ͺ͞ʹʹ;ͣͤͣ͟͟
ͣ͢͟ʹʹ΄;ͤ
ͣͣ͟ʹ;
ͣͤ͟Άͼ;͞ΒΕʹ;ͤ
ͣͥ͟Άͼ;͞ΒΕͶ;͢

TG X[`G T

그림 3.3.21은 그림 3.3.20의 결과를 바탕으로 20C3M 실험에서 ENSO가 상대적으로
크게 모의된 FGOALS 와 ENSO 가 상대적으로 작게 모의된 GISS-ER 모형에서 규준실험
(20C3M)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실험 (SRESA1B)에서 얻어진 겨울철 표층온도의 차이를 보
인 것이다. GISS-ER의 경우 해양의 격자 간격이 성기기 때문에 동해 지역의 표층온도는
모의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FGOALS 과 비교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인한 한반도
근해 표층온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각각의 기후 모형아
래에서 ENSO가 모의되는 특성의 차이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 아래에서 동해를 포함하
는 한반도 주변의 표층수온의 반응 차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3.3.21.

FGOALS

기후

모형

(위)과

GISS-ER 기후 모형(아래)의 20C3M 규준실험과
SRESA1B 기후변화 시나리오 실험에서 얻어진
겨울철 표층온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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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빙 경년변동과 동해․북태평양 아한대해역 SST 변동 모의 실험
가. 해빙모형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미국

Los

Alamos

국립연구소와

미국

대기연구센타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 공동 개발한 CSIM5 (Community Sea Ice
Model version 5)를 해빙모형 실험연구의 기본 모델로 하였다. CSIM5의 열역학 부분은
Semtner (1976), Thorndike et al. (1975) 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역학 부분은 Hibler (1979,
1980), Flator and Hibler (1992), Hunke & Dukowicz (1997, 2002) 등에 기초하고 있다
(Brieflib et al. 2004; Hunke and Lipscomb., 2004).
(1) CSIM5 해빙모형의 지배방정식
해빙의 형성과 성장 및 분포 과정은 기본적으로 해빙 열역학방정식과 운동방정식으로 기
술된다. 이들 지배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상태변수는 해빙 면적 A(0에서 1까지의 비율), 해빙
체적 V, 해빙 내부에너지 E, 눈 체적 Vs, 얼음과 눈의 표면 온도 Ts, 해빙 속도 u, 그리고
해빙의 내부응력 ɍij이다. 이 변수들은 해빙 두께의 각 계급별로 정의된다.
해빙의 많은 특성들이 해빙 두께와 관계되는데 예를 들면 얼음의 압축강도, 성장률, 표면
온도, 대기와 교환되는 난류속과 복사속 등이다. 얼음 두께의 평균적인 분포에 관여하는 두
개의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는 얼음의 부착 (accretion)에 의한 성장이나 용발과 삭박
(ablation)에 의한 소실과정이며, 또 하나는 개방 수면의 노출 (lead opening)이나 빙맥화
(ridging) 과정이다. 먼저 얼음 두께를 h로 하고 얼음 두께의 분포함수를 g(h, x, t; x는 거
리, t는 시간)로 정의하면 g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해빙 두께 h의 공간적 수송에 의한 변화
와 측방향에서의 녹음이나 결빙에 의한 변화, 얼음의 수평 이류에 의한 분포 변화, 그리고
얼음의 뒤얽힘이나 빙맥화 과정에 의한 변화들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얼음 두께
분포함수의 변화 방정식을 시간 적분하여 두께 분포함수를 구하고 g를 두께의 구간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해당 구간내의 얼음 면적을 구하게 된다. 각 구간의 면적을 합산하면 해빙모
델의 한 격자내에서 얼음의 전체 면적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얼음 면적 A의 시간 변화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열역학적인 생성/소멸율과 역
학적 재분배에 의한 생성/소멸율 그리고 얼음의 수평 이동에 의한 면적의 변화율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해빙의 체적 V과 눈 체적 Vs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지배 방정식이 성립
된다. 면적과 체적의 시간 변화율에 대한 각각의 기여항들을 시간 적분함으로써 해빙과 눈
의 면적과 체적을 구할 수 있고 면적에 대한 체적비로부터 n번째 계급의 해빙 두께와 눈
두께를 각각 구할 수 있다.
얼음의 내부에너지 E의 시간 변화율도 얼음의 면적이나 체적의 경우와 같이 보존방정식
으로 기술되어지는데 해빙의 내부에너지는 얼음의 체적과 단위체적당의 내부에너지의 곱으
로 주어진다. 해빙에 공급되는 단파열속과 얼음과 눈의 알베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연직
방향의 열전달 지배방정식과 얼음이나 눈의 표면온도가 만족시켜야 하는 경계조건에 대한
보존방정식으로부터 온도의 연직 방향 분포를 구하게 된다. 해빙 내부에서의 열전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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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연직적 변화가 단위체적당의 내부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동시에 해빙의 내부
에너지도 변하게 된다.
해빙의 운동 속도 u는 해빙의 운동량 보존방정식으로부터 구한다. 해빙의 운동량 보존방
정식은 코리올리력과 바람과 해류에 의한 응력, 해수면의 경사에 의한 경도력, 그리고 얼음
의 내부응력에 의한 단위면적당 힘으로 주어진다. 얼음의 내부응력 ɍij는 응력텐서 방정식들
로부터 구하는데, 이 방정식들은 얼음의 압축강도와 인장률 텐서의 함수로 주어지며 인장률
텐서는 다시 속도구배의 함수로 주어진다. 대기와 해양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와 해빙 내부
의 온도 정보로부터 대기-해빙, 해양-해빙간의 열속, 담수속, 염속을 계산하며 이 조건을 이
용하여 해빙의 표면과 저면 및 해빙 측면에서의 해빙 형성율 혹은 융해율을 구하고 이로부
터 해빙 두께 h의 변화량을 구하게 된다. 이 해빙모델 실험에서는 CSIM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얼음 두께의 전체 계급(n)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었고 (n=1, 0+-0.65; n=2, 0.65-1.39;
n=3, 1.39-2.47; n=4, 2.47-4.60; n=5, 4.60<), 해빙의 두께와 체적과 내부에너지는 다시 각 구
간내에서 연직적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2) CSIM5 해빙모형의 극지방 문제 처리
NCAR CSIM5에서 지원되는 해빙모델은 POP (Los Alamos 연구소의 해양모델)과 접합
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북극지방이 Greenland로 위치 이동되어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연구
원이 보유한 전구 1도 격자의 해양모델 (MOM 3)과 접합하기 위하여 CSIM5의 격자체계를
수정하여 남․북극을 양극으로 하는 모델 격자체계 코드를 작성하였다.

나. 해빙모형 실험 입력자료 작성

(1) 대기 입력자료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NCEP 재분석자료를 근거로 하여 해빙과 대기와의 속
교환을 위한 대기측 상태변수와 속자료를 작성하였다 (표 3.3.7). 작성된 입력자료는 u 성분
과 v 성분 풍속, 표층기온, 비습(이상 매 6시간 간격 자료), 하향단파복사, 운량, 강수율 (이
상 일평균자료)이다. 공기밀도자료는 NCEP의 6시간 간격 2m층 기온과 표층기압 및 표층
상대습도 자료로부터 별도로 산출하였다 (표 3.3.8). NCEP 재분석자료에 기반한 모든 입력
자료는 위․경도 1도 간격의 자료로 내삽되었다 (표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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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7. NCEP reanalysis data used for the atmospheric boundary condition
(1996-2005).
NCEP 재분석 대기변수 입력파일

Statistic

uwnd.10m.gauss.1996.nc~uwnd.10m.gauss.2005.nc

6시간 간격 풍속 (u 성분)

vwnd.10m.gauss.1996.nc~vwnd.10m.gauss.2005.nc

6시간 간격 풍속 (v 성분)

air.2m.gauss.1996.nc~air.2m.gauss.2005.nc

6시간 간격 기온

shum.2m.gauss.1996.nc~shum.2m.gauss.2005.nc

6시간 간격 비습

nswrs.sfc.gauss.1996.nc~nswrs.sfc.gauss.2005.nc

일평균 하향단파복사

tcdc.eatm.gauss.1996.nc~tcdc.eatm.gauss.2005.nc

일평균 운량

prate.sfc.gauss.1996.nc~prate.sfc.gauss.2005.nc

일평균 강수율

Table 3.3.8. NCEP reanalysis data used for the calculation of air density (1996-2005).
NCEP 재분석 대기변수 입력파일

Statistic

pres.sfc.gauss.1996.nc~pres.sfc.gauss.2005.nc

6시간 간격 해면기압

rhum.sig995.1996.nc~rhum.sig995.2005.nc

6시간 간격 상대습도

Table 3.3.9. Atmospheric input data interpolated into 1-degree horizontal resolution.
변수

대기 입력 파일

Statistic

Ɠſ

uwnd_4x_1d_1996.dat~uwnd_4x_1d_2005.dat 6시간 간격 풍속 (u 성분)

Ɣſ

vwnd_4x_1d_1996.dat~vwnd_4x_1d_2005.dat 6시간 간격 풍속 (v 성분)

ſ

air_4x_1d_1996.dat~air_4x_1d_2005.dat

6시간 간격 기온

Əſ

shum_4x_1d_1996.dat~shum_4x_1d_2005.dat

6시간 간격 비습

Ňſ

rhoa_4x_1d_1996.dat~rhoa_4x_1d_2005.dat

6시간 간격 공기밀도

 ¬ ° §

nswrs_d_1996.dat~nswrs_d_2005.dat

일평균 하향단파복사

 ¥° §

tcdc_d_1996.dat~tcdc_d_2005.dat

일평균 운량

prate_d_1996.dat~prate_d_2005.dat

월평균 강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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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입력자료
해빙모델과 해양모델과의 접합을 위하여 MOM3 (Pacanowski, 1995)에 기반한 전구 해
양모델을 수립하고 50년간 수치 적분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영역은 남위 80도부터 북위 86
도까지이며 수평 격자간격은 위․경도 모두 1도이고 연직으로 32개 층의 격자로 구성되었
다. 모형의 이류와 확산 계산방안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이전에 수립한 0.5도 격자간격의 전
구해양순환모델에서 채용한 방안들과 동일한 방안들을 사용하였다 (장찬주 등, 2006). 해표
면 경계조건을 위해 ECMWF의 44년 기간 (1958-2001) 동안의 월평균 바람응력을 사용하였
으며, 표층의 열염 구동조건으로는 표층의 수온과 염분이 WOA2001의 월평균 수온․염분에
점근되도록 하였으며 30일의 복원시간을 주었다. 해양 내부의 초기조건으로서 WOA2001의
기후치를 사용하였고 총 50년간의 적분을 수행하였다. 해빙모델내에는 해양의 표층에서 필
요한 정보를 받아들여 해빙과의 접합을 위한 변수들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모델
의 50년째 적분 결과로부터 표면 수온, 표면 염분, 성분별 표층 해류 및 혼합층 깊이에 대한
월평균 입력자료를 작성하였다 (표 3.3.10). 해빙모델내에는 해빙단독 실험을 위하여 해양혼
합층 역학부분이 모듈화되어있다. 이 혼합층내의 예보변수는 해양혼합층의 수온이다. 해양모
델의 혼합층 월평균수온과 혼합층 평균깊이 및 해양 표면 순열속으로부터 혼합층의 월평균
해양열속 (혼합층의 열 저장/방출/수송율)을 작성하였다. 해빙내의 혼합층 모듈에서는 이상
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해양표면수온을 산출하게 된다 (표 3.3.10).

Table 3.3.10. Monthly mean upper mixed layer variables obtained from 1-degree
resolution global ocean circulation model
기호
Ɔƍ

해양전구모델 상부혼합층 입력파일

Statistic

mld01~mld12.dat

월평균 혼합층 깊이

ƍƁƌ

sst01~sst12.dat

월평균 해면 수온

¬ ƍƁƌ

sss01~sss12.dat

월평균 해면 염분

Ɠƍ

u001_u012.dat

표층 유속 (x 성분)

Ɣƍ

v001~v012.dat

표층 유속 (y 성분)

qdp_1d.dat

월평균 해양혼합층 열속

ªƍ

다. 해빙모델 실험

(1) 해빙모델과 전지구해양모델의 단방향 접합
해양모델의 혼합층내 해양변수들을 매개로 하여 NCAR CSIM5 해빙모델을 구동하였다.
즉, 해양모델에서 산출된 u 성분과 v 성분 표층 유속, 혼합층 깊이, 표면 염분 및 해빙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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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해양혼합층에서 예보되는 표면수온 등을 입력자료로 하여 해빙의 성장과 이동을 계산
하였다. 이때 해양의 정보는 일방적으로 해빙모델에 전달되며, 역으로 해빙의 역학적 및 열
역학적인 변화에 의해 해양모델이 구동되지는 않는다. 대기측 입력자료가 10년 기간 동안
매일의 값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해빙모델의 거동이 안정화되도록 처음 10년간 적분을 실시
한 이후 다시 동일한 대기측 입력자료 (1996-2005년 기간)를 사용하여 총 20년간 적분을 수
행하고 주요 성분들의 시간 변동을 분석하였다.

(2) 해빙의 면적, 체적과 열속 모의
그림 3.3.22a는 극지방의 해빙면적 시계열로서 양 극지방의 해빙면적은 초기에 임의로 부
여한 면적 값으로 부터 1년 정도후에는 곧바로 안정적인 변동 상태로 들어감을 볼 수 있다.
북극권의 해빙면적은 안정화 이후 1.07x107~1.47x107 ㎢의 변동폭을 보이는데 지구 온난화
에 의한 근년의 해빙 면적 감소세를 고려하지 않은 종래의 평균적인 관측값과 비교해 볼 때
최대값에서 관측보다 다소 작게 모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해빙모델이 북극점까지 포함하
고 있지 못하고 북위 86.5도까지만 계산 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도 일부 기인한다. 남극
지방은 1.33x107~1.87x107 ㎢의 변동폭을 나타내는데, 관측에 비해 모델의 변동폭이 작게 모
의되어 남반구 동계의 최저값이 관측보다 큰 값을 산출하고 있다. 그림 3.3.22b는 모델의 해
빙체적으로서 남극지역의 해빙두께는 안정화된 변동 양상을 보이나 북극지역의 해빙두께는
계속 증가하다가 적분 15년 이후부터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모의된 해빙의
평균 두께는 북극지역이 약 4.2 m, 남극지역이 1.1 m 정도로서 전반적으로 북극지역은 관측
값보다 크게, 남극지역은 관측값보다 작게 모의되었다 (표 3.3.11). 그림 3.3.23a는 해빙과 대
기 사이에서 출입하는 열속을 모두 합한 순 열속을 나타낸다. 양의 값은 대기로부터 해빙으
로 열이 전달되어 해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며 음의 값은 대기가 해빙에서 열을
빼앗아 해빙을 형성하거나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 남극지역 해빙역은 연중 거의 해빙에서
대기로 열을 손실하는 형태를 보이며 북극지역은 북반구 여름동안 해빙으로 열을 공급받고
겨울동안 대기로 열을 잃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북극해의 해빙역은 남극지역의 해빙역에
비해 대기로부터 더 많은 열을 받고 더 적은 열을 빼앗기는 상태이다. 그림 3.3.23b는 전구
해양모델의 해양표층조건과 해빙내의 해양혼합층으로 부터 주어지는 열속조건하의 해빙모델
과 해양간에 출입하는 열속으로서 양 극지방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음의 값은 해양에서
해빙으로 열이 전달되는 상태를 나타내며, 이때 해빙이 해양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해빙의
융해에 기여하게 되고 해양은 역으로 냉각된다. 그림 3.3.23과 표 3.3.11의 열속 연변동으로
부터 남극과 북극의 해빙역은 모두 해양으로부터 공급받는 열이 대기로 잃는 열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북극지역의 해양에서 해빙으로 공급되는 열속이 남극지역의 해양에서 해
빙으로 공급되는 열속 보다 반 이상 더 적은데 이러한 점은 북극지역의 해빙체적 (두께)이
관측보다 더 크게 모의되고 있는 모델 결과의 한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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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Variations of (a) ice area and (b) ice volume in the Arctic and Antarctic
oceans simulated in the coupled sea ice-ocean mixed layer mode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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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Variations of heat flux between (a) sea ice and atmosphere, and (b) sea ice
and ocean in the Arctic and Antarctic oceans simulated in the coupled sea ice-ocean
mixed lay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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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1. Area, volume and thickness of the sea ice and the heat flux between the
atmosphere and the ocean simulated in the sea ice model
해빙의 면적, 체적, 두께 및 열속
(20년 평균)

북극지방 해빙역

남극지방 해빙역

해빙면적 (㎢)

1.30x107

1.66x107

해빙체적 (㎥)

5.43x1013

1.85x1013

4.17

1.11

대기-해빙 열속 (W)

-0.39x1014

-3.33x1014

해양-해빙 열속 (W)

-1.44x1014

-3.99x1014

해빙이 받는 순열속

1.05x1014

0.66x1014

두께 (m)

(3) 해빙 두께의 공간분포와 변동 모의
그림 3.3.24는 2005년의 대기 열속조건이 부여된 계산 20년째의 각 계절별 남․북반구 해
빙 두께(m)의 공간분포이다. 북반구 해빙은 북극해가 연중 해빙으로 덮이는 것을 주된 특징
으로 하며 그린랜드와 아이스랜드 주변해 그리고 베링해협 주변해역에서 약간의 계절적 변
동을 나타낸다. 북반구 해빙은 북극해로부터 주로 그린랜드 동부 연안을 따라 그린랜드와
스발바르제도 사이 해역으로 유출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남극대륙 주위의 해빙은 웨델해와
로스해 그리고 남극반도에 인접한 벨링스하우젠해 등에서 북쪽으로 넓게 성장하는 분포를
나타내며 대륙 연안에서 해양으로 향하여 진출하는 해빙의 선단부는 해류의 영향을 받아 동
향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북반구 해빙 두께는 카나다 북부 다도해 지역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며 연안역에서 최대 15 m에 달하는 것으로 모사되고 있는데 이는 해양모델과 해빙모
델에서 카나다 북부에 분포하는 많은 섬들과 다도해의 지리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지 못
하는데서 비롯하는 듯하다. 즉, 지금의 해양모델과 해빙모델은 각각 1도 격자간격의 수평해
상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카나다 북부 다도해지역과 그린랜드가 모두 하나의 대륙으로 통
합 처리됨으로써 그린랜드 서부의 배핀만과 라브라도해를 통하여 일어나는 북극해와 대서양
북서부 해역과의 해수 유통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해양을 통해 해빙
으로 주어지는 열 공급이 사실적으로 모사되고 있지 못하며 그에 따라 카나다 북부 다도해
지역에서 해빙이 과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25는 동해와 오호츠크해 일부 해역에서 계산 20년째 (2005년 대기 조건)의 각
계절별 해빙 두께 (m)의 공간분포이다. 오호츠크해는 동해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면적을 가
지는 해양으로서 오호츠크해에서 해빙은 2월에 0-2 m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오호츠크해의
서부해역에서 대륙의 연안측에 중심을 두고 분포하며 연안지역에서 가장 큰 값에 달한다.
오호츠크해 해빙은 5월에도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분포하며 여름까지도 세력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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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Seasonal variations of ice thickness in the Arctic and Antarctic oceans
simulated in the coupled sea ice-ocean mixed layer model (unit; m, February, May,
August and November from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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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Seasonal variations of ice thickness in the East Sea and Okhotsk Sea (unit;
m, upper left; February, upper right; May, lower left; August, lower right; November).

형태를 나타낸다. 모델에서 동해의 해빙은 2월에 동해 최북단에서 일부가 형성되며 오호츠
크해의 해빙이 사할린섬의 동부 연안을 따라 남측으로 확장되어 그중 일부가 소야해협을 통
해 동해 내부로 진출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4) SST의 분포와 계절변동 및 경년변동 모의
그림 3.3.26은 20년 적분 기간 중 11-20년 기간 동안 평균된 남극권과 북극권의 각 계절
별 표층수온 분포이다. 남․북반구 모두 해빙의 형성온도가 되는 -1.8℃에서 0℃ 범위에 이
르는 냉수역의 분포에서 계절적인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북태평양에서는 오호츠크해와 베
링해에서 0℃ 이하의 해수 분포 범위가 위도 20도 정도의 거리규모로 남하하거나 북상하는
계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냉수역의 형성과 공간변화는 북태평양 아한대해역의 수괴
형성과 북태평양 중층순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대서양에서는
0℃ 이하의 해수 분포범위가 라브라도해 남부와 뉴파운드랜드 외해역에서 확장되거나 후퇴
하는 공간 변화를 보임으로써 북대서양의 심층수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다. 동해의 10년 평균 SST 분포를 보면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된 고온의 대마난류수와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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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Seasonal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Arctic and Antarctic
oceans simulated in the coupled sea ice-ocean mixed layer model (unit; ℃, upper left;
February, upper right; May, lower left; August, lower right; November).
북단의 타타르해협과 소야해협 부근에서 해빙의 영향으로 냉각된 표층수가 연중 분포함으로
써 남북방향의 온도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27). 모델에서 이러한 남북
방향의 변동 범위는 8월의 경우 1~20℃에 이르는데, 동해의 8월 수온 기후치 (15~27℃)와 비
교해 볼 때 해빙이 직접 형성되지 않는 동해 중남부 해역에까지 그리고 하계에까지 해빙이
SST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28은 동해와 북태평양 아한대해역에서 몇 몇 정점의 10년 평균한 온도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해당 정점은 그림 3.3.30과 같다. 동해 남부의 정점 A는 2-3월로 가면서 수온
이 점차 낮아지다가 4-5월에 감소 경향이 둔해지고 다시 6월에 최저에 이르며 이후 8-9월
에 급격히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동해 중부와 북서부 및 북부에 위치하는 B, C, D 정
점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변동을 나타내는데, 즉 1-2월에 진행되던 동계의 냉각이 4-5
월에 다시 가열 상태로 바뀌고 이어서 6-7월에 다시 냉각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
한 SST 변화 특성은 매년의 변동에서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림 3.3.28,29에서 정점
C의 경우 거의 매년 3월에 극소를 이루고 다시 5월경에 극대가 되는 변동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정점 D는 아한대 수역에 위치함으로 연중 최고 수온이 6℃ 정도로 낮고 수온 연변화
폭도 5℃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동해 중부나 남부지역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으나 역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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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Seasonal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East Sea simulated in
the coupled sea ice-ocean mixed layer model (unit; ℃, upper left; February, upper
right; May, lower left; August, lower right; November).

점 C와 동일한 형태로 5월에 극대, 7월에 극소가 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정점 E는 쿠로시오
해역에 위치하는 정점으로서 SST의 장기 월평균 변화는 전형적인 사인곡선 형태의 연주변
화를 나타낸다. 정점 F는 오야시오해역으로서 일년중 반년 이상 1℃ 이하의 냉수역을 이루
며, 정점 G는 오호츠크해에 위치하여 6개월여 동안 해빙이 유지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정점
H는 베링해 남부해역으로서 반년주기 변화가 보인다. 해빙모델 실험에서 1996-2005년 기간
의 NCEP 대기 속자료를 입력으로 부여한 점에 근거하여 그림 3.3.28,29로부터 경년변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정점 C와 D에서는 대체로 98-2000년을 중심으로 한 상승과 02-03년을 중
심으로 한 하강 경향이 보이며, 정점 G에서는 96-99, 2000년의 상승과 01-02년의 하강, 정
점 H에서는 96-97년의 상승과 99-01년의 하강 경향이 나타나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 정점
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광역해역의 경년변동을 논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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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Monthly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at some selected points in the
East Sea and North Pacific subarctic region, averaged for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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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 Interannual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at some selected points in
the East Sea and North Pacific subarctic region.

Fig. 3.3.30. Locations of SST stations, A - H in the East
Sea and North 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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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의

NCAR의 해빙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반구 극지방의 해빙거동에 관한 모의실험을 수
행하였다. 입력자료는 1도 격자간격의 전구순환모델에서 모의된 표층해양의 수온과 염분, 혼
합층 두께 및 유속에 대한 월평균 자료와 NCEP에서 제공되는 대기속에 대한 10년 기간의
매일의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빙 실험 결과 남․북반구의 해빙 분포 양상은 관측과
유사한 형태로 모의되었으나 해빙의 두께는 북극권에서 초기부터 적분 15년경까지 계속 증
가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관측에 비해 상당한 두께로 성장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북극권의
해빙 이상 성장에 관하여는 모의결과를 좀 더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단계에서는 아
마도 해빙모델과 해양모델의 해상도가 충분치 못한데 일부 원인이 있는 듯하다. 즉 해빙의
성장에 관여하는 주 요인으로서 대기와의 열교환 및 해양과의 열교환을 들 수 있는데, 이
실험에서는 카나다 북서부 해역의 다도해와 그린랜드가 하나의 대륙으로 처리됨으로써 북대
서양을 통한 열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오호츠크해의 해빙도 북극권 해빙의 전반적
인 과대 성장에 영향 받아 관측보다 더 큰 두께와 지속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모의됐다. 이
에 반해 남극해 해빙의 경우에는 해양을 통한 열교환이 관측과 비슷한 정도로 모의됨으로써
해빙의 두께는 관측값과 비슷한 규모로 모의된 것으로 보인다.
해빙모델을 통해 모의된 SST 변화에서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선정된 일부 정점들에서
5월경에 극대, 6-7월경에 극소를 이루는 변화 양상이 발견했다. 이러한 변동 특성이 모델의
인위적 모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계속 분석해야 할 사항이다. 현
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대기 열속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봄철 동아시아 건기의 가열
현상과 동해 북부해역에서 해빙에 영향을 받은 저온수의 봄철 남하 효과이다. 향후 좀 더
모델 해상도를 높인 해빙모델과 해양모델의 실험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해양과 해빙 모델
양방향의 실제적인 접합모델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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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동해 분지간 해수 교환량 평가
분지간 해수 교환은 동해 심층 순환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울릉분지와 다른 분지간의 해수교환 분석을 목표로 하여 독도와 울릉도 사이 한국해저
간극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 부경대가 참여하여 획득한 장기간 해류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울릉도 북쪽의 울릉분지와 일본분지 연결 협곡의 해역에서는 2정점 3개
층에 2년간 해류계를 계속 설치하여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이곳의 해류 특성을 분석
하였다.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 사이의 해수교환은 ARGO 뜰개 자료와 순환 모델 결과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현장조사 및 결과
가. 조사 개요
해수 물성 조사와 해류 조사를 병행하여 정선 조사는 총 5회로 2006년에 1회, 2007
년 2회와 2008년 2회씩 한국해양연구원 소속의 이어도호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표 3.4.1은
관측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물성조사는 Sea Bird 사의 SBE 911 CTD를 사용하였고, 자료
는 관측시 해수를 채수하여 염분계(Autosal)에 의한 염분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염분자료
보정을 하였다. 또한, 사용된 CTD는 사용전후 제조사에 의한 검교정을 실시하였다. 난류
(turbulence) 측정을 위하여 일본 Alex사의 TurboMAP 미세관측기(microstructure profiler,
Work et al., 2002)을 사용하였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 전 수층의 유속측정을 위한 LADCP
조사는 RD사의 300 KHz ADCP 2대를 CTD 채수기 프레임에 사용하였다.

표 3.4.1. 관측 개요
micro-

해류계

기간

연구선

관측점수

CTD

1

2006. 9. 8 - 9. 14

이어도호

35

○

○

2

2007. 3. 8 - 3. 9

이어도호

11

○

○

3

2007. 9. 9 - 9. 14

이어도호

36

○

○

4

2008. 3. 13 - 3. 16

이어도호

31

○

5

2008.10. 30 - 11. 8

이어도호

51

○

○

○

○

SeaBird

Alex

RD

Aanderaa

9/11

TurboMAP

ADCP

RCM8, 11

장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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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LADCP

계류/회수
○

○
○
○

나. 해수 물성 조사 결과
물성관측은 동경 130° 30′에 위치한 남북 방향 관측선(A), 북위 37°에 위치한 동서
방향 관측선(B),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사이의 연결 해역을 기본 관측선으로 설정하여 실시
하였고 울릉분지에 소용돌이 분포시에는 관측점을 다소 조정하였다. 그림 3.4.1에 각 조사
시기별 관측 정점을 표시하였다. 각 조사 기간 중 전반적인 해황 판단을 위하여 NOAA
AVHRR 해수면 온도 영상을 그림 3.4.2에 나타내었다.

OPG

OPG

OPG

OPG

그림 3.4.1. 관측 정점도. (a) 2006
년 9월, (b) 2007년 3월, (c) 2007
OPG

년 9월, (d) 2008년 3월, (e) 2008
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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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관측시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해수면 온도 (SST). (a) 2006년 9월, (b) 2007년
3월, (c) 2007년 9월, (d) 2008년 3월, (e)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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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조사 (2006년 9월 8일 - 9월 14일)
1차조사 결과 500m 까지의 해수물성 수직분포를 그림 3.4.3에 나타내었다. 수온은
울릉분지 남쪽 관측점 A1, A2, A3에서 25 ℃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북쪽으로 갈수록 하강
하여 22 ℃까지 나타났다. 표층혼합층은 약 20～30 m 두께로 형성되었고 계절약층과 영구
약층이 뚜렷한 구분 없이

약 150～300 m까지 나타났다. 관측점 A9, A10과 B8-B11의 10

0～200 m 수심대에 10～11 ℃의 소용돌이 구조가 보인다. 염분은 표층에서 32.0 이하의 저
염수가 분포하였으며 소용돌이 내부에 34.3 이상의 고염수핵이 보인다(그림 3.4.3b, 3.4.3e).
34.06 이하의 염분최소층은 수온약층과 소용돌이 하부에 200 m 이상의 두께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소용돌이 북쪽과 동쪽의 하부 및 동해 연안에는 최소염분층의 염분이 34.0 이하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소용돌이 북쪽과 동쪽의 34.04 등염분선은 동해연안의 그것과
는 분리되어 최소염분층의 해수가 울릉분지에 접한 동해 연안보다는 외해 쪽에서 공급되었
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용존산소의 분포(그림 3.4.3c, 3.4.3f)에서도 240 Ɇmol/l 등
치선을 보면 마찬가지로 나타나있다.
(2) 3차조사 (2007년 9월 9일 - 9월 14일)
표층 수온은 2006년 9월과 유사하게 울릉분지 남쪽에서 25 ℃ 이상으로 가장 높
고 혼합층은 전체적으로 22 ℃ 이상으로 약 20 m 두께로 나타나 있다. 난수성 소용돌이
구조는 관측점 a5-a7의 100m 수심대에 매우 약하게 보인다. 관측점 a14, a15의 100m
수심대에도 11-12 ℃ 수층이 20 m 폭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소용돌이의 일부인지는 확
실하지 않다. 염분 분포(그림 3.4.4b, 3.4.4e)는 34.3 이상의 고염수핵이 소용돌이로 판단
되는 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34.06 이하의 최소염분층이 약 200 m 두께로 나타나 있다.
염분최소층의 용존산소 값은 250 Ɇmol/l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2006년 9월 자료보다 값이
높아 센서의 문제인지 실제 높아졌는지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그림 3.4.4c, 3.4.4f).

(3) 5차조사 (2008년 10월 30일 - 11월 8일)
2008년에는 2006, 2007년과 다르게 11월초에 관측이 있었다. 수온은 표층에서 관
측점 a8, a9와 b2-b10에서 20 ℃ 이상으로 나타나 인공위성 관측 해수면온도 분포로 보
아 동한난류로부터 난류수가 확장된 분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4.2e). 혼합층
두께는 50 m 정도로 2006년과 2007년 9월보다 두꺼워져 계절에 따른 변화를 잘 보여준
다. 10-11 ℃의 수층은 관측점 a6, a7의 150 m 수심대에 나타나고 이를 중심으로 약한
소용돌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염분의 34.3 이상 고염수 분포와 일치하고 있다. 표
층 염분은 33.5 이하로 단순하게 균질함을 보여 표층의 혼합이 잘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34.06 이하의 염분최소층은 약 150 m 두께로 분포하고 있다. 염분최소층 분포 수심
에서의 용존산소는 300 Ɇmol/l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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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2006년 9월 그림 3.4.1a의 남북 방향 관측선(A)과 동서 방향 관측선(B)상의 수온
(a, d), 염분(b, e)과 용존산소(c, f)의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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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2007년 9월 남북방향 관측단면(좌)과 동서방향 관측단면(우)의 수온(a, d), 염분
(b, e)과 용존산소(c, f)의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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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2008년 10월 남북방향 관측단면(좌)과 동서방향 관측단면(우)의 수온(a, d), 염
분(b, e)과 용존산소(c, f)의 수직분포.

TG X^XG T

다. 난류 관측
난류 특성 파악을 위한 관측에는 TurboMAP (TURBulence Ocean Microstructure
Acquisition Profiler)을 사용하였다(그림 3.4.6). TurboMAP은 흐름의 수직방향(z) 시어
(vertical shear)를 측정하여 관측한 자료로부터 혼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난류 운동에너지
소산율 (dissipation rate of turbulent kinetic energy: 이후부터 ȿ로 표시)을 계산할 수 있고,

ε =

15 ⎡ ∂u ' ⎤
ν
2 ⎢⎣ ∂z ⎥⎦

2

여기에서 ν 는 동점성계수(kinetic molecular viscosity), u ' 는 유속 이상치(anomaly)이다. 계
산된 값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연직 난류혼합계수(vertical eddy diffusivity)를 추정할 수 있
다(Osborn, 1980).

Kz = γ

ε
N2

여기에서 N 는 부력주파수이고 γ 는 경험식을 통해서 0.2로 정하였다. 또한 수심, 수온, 염
분 및 탁도와 클로로필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4.6. TurboMAP.
(1) 1차조사
2006년 9월 A 단면(남북방향) 각 관측점에서 ȿ의 수심에 따른 변화를 그림 3.4.7에
나타내었다. 계산된 모든 자료는 과다한 표층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수심을 5 m로 정하
였다. 그림 3.4.7의 빨간 막대는 ȿ의 크기를 나타내며 로그 값으로 치환하였고, 파란 실선은
각 수심에 대한 밀도 차(density gradient)를 말한다. 50 m 부근에서 수온약층에 의한 밀도
변화가 나타났고, 표층에서는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Î×à Ó °îƉƅ 이상의 높은 값이 나타났다.
전 관측점에서 수심에 대해 Î×à Î× g Î×à Ö °îƉƅ 범위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3.4.8은 남북
단면 및 동서단면 상 ȿ의 수직 분포도이다. 표층의 높은 값을 제외하면 수온약층대에서 높
은 값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약층대의 내부파의 활동에 의한 난류상태 증가가 원인
일 가능서이 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난수성 소용돌이(10-11 ℃ 수온분포 구조)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나타나고 있어 (그림 3.4.7의 St. A10의 250 m, A11의 180 m 수심대
에 나타난 큰 값) 소용돌이의 역학적 기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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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2006년 9월 남북 관측선(A 단면)에서 측정한 난류운동에너
2

지소산율(적색, W/kg)과 관측점에서의 수직방향 밀도차 (N 의 상대적
인 크기를 나타냄)G

그림 3.4.8. 2006년 9월 각 단면(좌: 동서방향 단면, 우: 남북방향 단면)에서의 난류운동에너
지소산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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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그림 3.4.8의 자료로 계산한 난류확산계수 분포.
그림 3.4.9는 그림 3.4.8의 ȿG 값과 안정도로부터 계산한 연직 안류확산계수( Kz )의 분포도이
다. 표층 부근에서는 10-4 m2/sec이상의 큰 값을 보이고 수온약층 이심에서는 O(10-5) 값을
보이고 있다. 소용돌이 내부의 중앙 상층에 약간 큰 값을 보이고 소용돌이 경계에서 소용돌
이 내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소용돌이와 Kz 사이에 상관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 2차조사
관측은 동한난류의 사행, 울릉 난수성 및 냉수성 소용돌이와 극전선역의 변동 등에
의해 시․공간적인 변화가 심하고 해수 혼합이 복잡한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에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관측한 정점을 그림 3.4.10a에 나타내었고, 이어도호에서 측정한 바람을
그림 3.4.10b에 표시하였다. 관측을 시작하였던 U10 정점에서 11 m/s로 불던 바람이 마지막
정점에서는 5.4 m/s로 줄었다. 바람의 방향은 서풍에서 남동풍으로 바뀌어 나타났다. 울릉도
-독도 라인에서 운동에너지 소산율 (ȿ)의 수심에 대한 관측점에서의 변화는 그림 3.4.11에
나타내었다. 빨간 막대는 로그 값으로 치환한 ȿ의 크기를 나타내며 파란 실선은 각 수심에
대한 밀도 차이다. 100 m 부근에서 수온약층에 의한 밀도 변화가 나타났고, 표층에서는 바
람에 의한 영향으로 Î×à Ó °îƉƅ 이상의 높은 값이 나타났고, 독도 부근인 U10에서는 독도 효
과(Island effect)에 의한 영향으로 전수심에서 높은 값이 나타났다. 전 관측점에서 수심에
대해 Î×à Î× g Î×à Ö °îƉƅ 범위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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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2007년 3월 TurboMAP 관측 정점과 이어도호에서 관측한 바람.

그림 3.4.11. 2007년 3월 울릉도-독도 사이에서 측정한 난류운동에너지
2

소산율(적색, W/kg)과 관측점에서의 N .
울릉도-독도 라인의 10개 정점의 미세관측에서 과다한 바람효과를 제거하기위해 표층에서
12 m 까지를 제거한 수온과 운동에너지 소산율의 수직 단면을 그림 3.4.12(a)에 나타내었다.
관측 결과 독도 주변에서 지형에 의한 교란의 영향으로 Î×à Ô °îƉƅ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산된 연직 확산 계수는 Ò Z Î×à Ð ƋÏ Ƒ à Î 였다(그림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음). 수괴의 안정도
를 나타내는 Brunt-Väisälä Frequency ( § Ï )의 수직 단면을 그림 3.4.12(b)에 나타내었고,
수온약층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나서( Î Z Î×à Ñ Ƒ à Ï ) 안정도가 강하여 혼합을 억제함을 암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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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2007년 3월 울릉도-독도 관측 라인에서 관측한 (a)수온과 운동에너지 소산율
(ȿ), (b)안정도( § Ï )의 수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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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류계 계류 조사
울릉도 북쪽 해저 협곡 2 지점(그림 3.4.13)에서 해류계 계류조사를 1년 기간으로
2회 연속 실시하였다. 계류 지점의 위치와 계류 및 회수일은 표 3.4.2에 정리하였다. 표
3.4.3과 표 3.4.4는 각각 정점 K1과 K2의 계류에 사용되었던 해류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이다.
표 3.4.2. 동해 울릉도 북부 해류계 계류 좌표
Station

Location
38° 20.904′
130° 39.895′
38° 20.706′
130° 40.233′
38° 00.344′
130° 52.609′
38° 00.028′
130° 52.506′

(I)
K1
(II)
(I)
K2
(II)

Depth
N
E
N
E
N
E
N
E

Mooring Date
2006/09/11
16:24
2007/09/11
16:06
2006/09/12
11:04
2007/09/10
15:11

2600 m
2599 m
2341 m
2333 m

Recovery Date
2007/09/11
09:35
2008/11/01
17:13
2007/09/10
10:43
2008/11/01
11:30

Year
1.0
1.1
1.0
1.1

표 3.4.3. 정점 K1 에서 사용된 해류계 정보
Current
Meter(SN)
RCM-8
(12557)

RCM-11
(588)

RCM-11
(589)

Depth Interval Option
(dbar) (min.) sensor

Range
T
P(MPa)

Last
Calibration

I

258

20

P/T

Low

60

2002/11/07

II

270

20

P/T

Low

60

2002/11/07

I

860

20

P/T/C

Arctic

60

2006/07/05

II

878

20

P/T/C

Arctic

60

2006/07/05

I

2373

20

P/T/C

Arctic

60

2006/07/05

II

2396

20

P/T/C

Arctic

60

2006/07/05

DSU
(battery)
13729
(03/02/14)
15692
(07/06/21)
10790
(03/12/15)
15682
(07/06/13)
13412
(02/10/13)
15687
(07/06/21)

Remark

표 3.4.4. 정점 K2 에서 사용된 해류계 정보
Current
Meter(SN)
RCM-8
(12441)

RCM-11
(16)

RCM-11
(575)

Depth Interval Option
(dbar) (min.) sensor

Range
T
P(MPa)

Last
Calibration

I

450

20

P/T/C

Low

35

2004/08/10

II

510

20

P/T/C

Low

35

2004/08/10

I

1055

20

P/T

Arctic

60

2000/12/12

II

1119

20

P/T

Arctic

60

2000/12/12

I

2056

20

P/T/C

Arctic

60

2006/07/05

II

2121

20

P/T/C

Arctic

60

2006/07/05

TG X^^G T

DSU
(battery)
13730
(03/02/14)
15688
(07/06/21)
12488
(01/04/06)
15691
(07/06/21)
10780
(2004/07)
15681
(07/06/13)

Remark

discharge

그림 3.4.13. 동해 울릉도 북부 해류계 계류 정점도. 검은
점 (●)은 2006년, 십자(+) 표시는 2007년에 계류한 위치를
나타냄.

정점 K1에서는 3대의 해류계가 상층(200 m), 중층(800 m) 및 저층 (2300 m) 수
심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정점 K2에서는 상층(200 m), 중층(800 m) 및 저층 (1800 m)
에 위치하도록 계류선이 디자인되었으나 (그림 3.4.14, 3.4.15) 계류지점 K2의 수심이 예
상보다 깊어 해류계가 200-300m 정도 깊은 수심에 위치하였다(표 3.4.4).
정점 K2의 중층 해류계는 2008년 5월 이후 누수로 자료를 얻지 못하였으면 이외 다
른 해류계는 2년 모두 성공적으로 자료가 획득되었다. 그림 3.4.16과 그림 3.4.17은 각각 정
점 K1과 K2에서의 유속 자료를 3일 lowpass한 후에 나타낸 유속벡터 시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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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정점 K1 계류도. 표시된 수심은 예상 수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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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정점 K2 계류도. 표시된 수심은 예상 수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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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정점 K1은 층별 유속구조가 뚜렷하게 다른 형태를 보인다. 표층(250 dbar)에서
는 2007년 2월부터 7월까지 20 cm/sec의 강한 유속을 유지하면서 30-60일 정도의 주기로
방향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심층(2370 dbar)에서는 년중 계류 지점의 등심선과
평행한 남향에서 남동향 사이의 흐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층(860 dbar)에서의 유속은
심층과 유사하지만 유속의 크기는 심층보다 작았다. 계류정점 K2에서는 10-20일 주기의 변
동성이 전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상층(450, 510 dbar)의 유향이 저층(2050 dbar, 2120
dbar)의 유향과 유사하여 순압성분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해저면 부근에서 유속 강화 현
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림 3.4.18은 정점별 층별 유속누적 그림으로 저층에서는 두 정점 모두 등심선의
방향과 유사하여 지형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만 계류정점 K1에서는
2년간 모두 유속이 유사하였으나 K2에서는 2007-2008년의 유속이 2006-2007년의 유속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K2의 경우 유속계 수심이 2006년 계류시에는 해저면에서 185 m 상부
에 위치하였으나 2007년 계류시에는 해저면에서 212 m 상부에 위치하였음을 고려하면 해저
면 부근의 유속강화가 해저면에 얼마나 근접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가
관측 수심의 차이에 따른 단순한 자료상의 차이인지 실제 유속의 크기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1개월 이내의 변동성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그림 3.4.19에 나타낸 연평균 유속을 보면 해저면 부근의 유속강화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2006년-2007년 계류정점 K1의 경우에 상층 유속이 저층보다 훨씬 강하였으나 유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평균 유속은 오히려 저층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해저층 유속강화는 울릉분지 (Senju et al, 2005; Kim et al., 2009)와 야마토분지
(Sejnu et al., 2005) 등이에 이미 관측된바 있어 동해의 대륙사면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황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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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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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계류정점 K1에서의 층별 유속벡터. 원시자료를 3일 이동평균한 후 12시간마다
선택하여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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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4.17. 계류정점 K2에서의 층별 유속벡터. 원시자료를 3일 이동평균한 후 12시간마다
선택하여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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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누적 유속 분포도. (위) 2006년 9월-2007년 9월, (아래) 2007
년 9월-2008년 10월. (청색은 해저층, 연두색은 중층, 그리고 적색은 상층
유속계의 자료를 나타냄)

OP

OP

그림 3.4.19. 각 계류정점에서의 층별 연평균 유속 벡터. (a) 2006년 9월-2007년 9월,
(b) 2007년 9월-2008년 10월. 청색은 해저층, 연두색은 중층, 그리고 적색은 상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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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릉분지와 일본분지간의 해수교환
가. 서론
동해의 순환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관측을 통하여 조금씩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울릉분지의 표층의 흐름은 동한난류와 그 사행으로 발생되는 난
수성 소용돌이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저층은 수심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며 시
계 반대방향의 흐름이 존재한다. 울릉분지에서 1,600 m 보다 깊은 심해는 울릉도와 독도 사
이에 있는 통로(울릉간극, Ulleung Interplain Gap (UIG))를 통해서 북쪽으로만 연결되어 있
어 심층수는 이 통로를 통하여 일본분지와 교환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Senjyu et
al.(2005)은 울릉분지의 심층수가 울릉도 동쪽(울릉간극 서쪽)으로 유입되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다음 독도 서쪽(울릉간극 동쪽)을 지나 일본분지로 빠져나가는 심층해류 모식도를
제시하였다. 독도 서쪽의 수심 1,800 m에서 관측한 일본분지로 향하는 심층해류는 울릉도
동쪽을 통하여 울릉분지로 유입되는 해류보다 폭이 좁고(20 km) 유속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독도심층해류(Dokdo Abyssal Current)라고 명명되었다(Chang et al. 2008, 본 절 4
항에 전재하였음). 울릉분지의 해류는 지금까지의 관측으로 밝혀진 것 외에도 심층해류와
표층 해류의 변동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해수가 교환되는지, 시간변
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심층해류가 울릉분지 남쪽과 한국
연안에서 용승이나 수직혼합에 의해 표층으로 얼마나 편입되며 그에 따른 심층 해류의 변화
또한 주요 관심사항이다.
울릉분지와 일본분지를 연결하는 통로에서 해수교환의 시간과 공간적인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하여 유속계 계류를 실시하고 CTD와 LADCP(Lowere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하여 유속을 관측하였다. 유속계 계류는 시간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수적
이나 공간변화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점조사
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정점조사를 통하여 지형류와 LADCP 관측
유속으로 공간변화를 파악하고 수송량을 계산하여 해수교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나. 방법

울릉분지와 일본분지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울릉간극)의 해수
교환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2008년 3월과 11월에 CTD와 LADCP를 이용하여 해
수특성과 유속을 관측하였다(Fig. 3.4.20, Table 3.4.5). LADCP는 CTD 채수기에 위쪽과 아
래쪽을 향하게 두 대를 이용하여 매초 10 m 간격으로 관측하였으며, GPS 시각 및 위치,
CTD 하강 속도와 LADCP가 바닥 근처에서 관측한 bottom tracking 유속을 기준으로 유속
을 10 m 간격으로 평균하여 정리하였다. 지형류는 해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울릉간극을
통과하는 수송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LADCP 관측 유속의 방향을 2007년 3월에는 북쪽에서
시계방향으로 15° 회전하였고, 2008년 3월과 11월에서는 정점 U06부터 U11까지는 북쪽에서
시계방향으로 28° 회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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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 CTD and LADCP stations observed between Ulleungdo and Dokdo
in March 2007, March 2008 and Nov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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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5. Locations, depths and observation times for CTD and
LADCP stations observed between Ulleungdo and Dokdo in Mar.
2007, Mar. 2008 and Nov. 2008.
ڄگڮڦڃۀۈۄۏٻۉۊۄۏڼۑۍۀێڽڪٻڄۈڃۃۏۋۀڟٻٻٻۀڿېۏۄۂۉۊڧٻٻٻۀڿېۏۄۏڼڧٻٻٻٻٻډۏڮٻ

ڋڌڕڏڌڈڒڎڕڎڌٻڔڋڈڎڋڈڒڋڋڍٻٻٻڏڒڔٻٻٻٻٻڠڂڋڐډڑڐڋڎڌڇکڂڐڌډړڍڒڎٻٻٻٻڌڋڟٻ
ڐڐڕڍڌڈڑڐڕڌڌٻڔڋڈڎڋڈڒڋڋڍٻٻٻڌڏڔڌٻٻٻٻڠڂڔڋډڍڋڌڎڌڇکڂڌڒډڑڍڒڎٻٻٻٻڍڋڟٻ
ڌڌڕڋڌڈڏڐڕړڋٻڔڋڈڎڋڈڒڋڋڍٻٻٻڐڑڌڍٻٻٻٻڠڂړڎډڒڋڌڎڌڇکڂڋڎډڐڍڒڎٻٻٻٻڎڋڟٻ
ڑڋڕړڋڈړڏڕڑڋٻڔڋڈڎڋڈڒڋڋڍٻٻٻڔڎڍڍٻٻٻٻڠڂڒڌډڏڌڌڎڌڇکڂړڏډڎڍڒڎٻٻٻٻڏڋڟٻ
ڐڍڕڐڋڈڐڐڕڎڋٻڔڋڈڎڋڈڒڋڋڍٻٻٻڏڔڍڍٻٻٻٻڠڂڐڐډڔڌڌڎڌڇکڂڍڌډڍڍڒڎٻٻٻٻڐڋڟٻ
ڋڎڕڍڋڈڌڌڕڌڋٻڔڋڈڎڋڈڒڋڋڍٻٻٻڑڎڎڍٻٻٻٻڠڂڔڌډڑڍڌڎڌڇکڂڍڑډڋڍڒڎٻٻٻٻڑڋڟٻ
ڎڏڕڎڍڈڎڍڕڍڍٻړڋڈڎڋڈڒڋڋڍٻٻٻڔڒڍڍٻٻٻٻڠڂڋڐډڍڎڌڎڌڇکڂڔڏډړڌڒڎٻٻٻٻڒڋڟٻ
ڍڋڕڋڍڈڌڏڕړڌٻړڋڈڎڋڈڒڋڋڍٻٻٻڎڒڌڍٻٻٻٻڠڂڑڏډڔڎڌڎڌڇکڂڌڌډڒڌڒڎٻٻٻٻړڋڟٻ
ڔڐڕڑڌڈڋڋڕڑڌٻړڋڈڎڋڈڒڋڋڍٻٻٻڔڎڏڌٻٻٻٻڠڂڑڌډڐڏڌڎڌڇکڂڔڒډڐڌڒڎٻٻٻٻڔڋڟٻ
ڎڋڕڐڌڈړڏڕڏڌٻړڋڈڎڋڈڒڋڋڍٻٻٻڎڔٻٻٻٻٻٻڠڂڑڍډڋڐڌڎڌڇکڂڍڑډڏڌڒڎٻٻٻٻڋڌڟٻ
ڋڏڕړڋٻڐڌڈڎڋڈړڋڋڍٻٻٻڔڏڒٻٻٻٻٻڠڂڌڐډڒڐڋڎڌڇکڂڔڏډڋڎڒڎٻٻٻٻڌڋڰٻ
ڌڍڕڋڌٻڐڌڈڎڋڈړڋڋڍٻٻٻڑڋڔڌٻٻٻٻڠڂڍڎډڎڋڌڎڌڇکڂڐڏډڋڎڒڎٻٻٻٻڍڋڰٻ
ڒڎڕڒڋٻڏڌڈڎڋڈړڋڋڍٻٻٻڍڔڌڍٻٻٻٻڠڂڋڐډڔڋڌڎڌڇکڂڑڏډڋڎڒڎٻٻٻٻڎڋڰٻ
ړڋڕڐڋٻڏڌڈڎڋڈړڋڋڍٻٻٻڐڏڌڍٻٻٻٻڠڂړڐډڐڌڌڎڌڇکڂڔڏډڋڎڒڎٻٻٻٻڏڋڰٻ
ڔڐڕڎڋٻڏڌڈڎڋڈړڋڋڍٻٻٻڍڔڐٻٻٻٻٻڠڂڋڐډڌڍڌڎڌڇکڂڒڐډڋڎڒڎٻٻٻٻڐڋڰٻ
ڏڍڕڌڋٻڏڌڈڎڋڈړڋڋڍٻٻٻڎڋڍڍٻٻٻٻڠڂڍڏډڑڍڌڎڌڇکڂڏڍډړڍڒڎٻٻٻٻڑڋڰٻ
ڍڌڕڎڍٻڎڌڈڎڋڈړڋڋڍٻٻٻڏڔڎڍٻٻٻٻڠڂڎڎډڌڎڌڎڌڇکڂڎڒډڐڍڒڎٻٻٻٻڒڋڰٻ
ڔڍڕڋڍٻڎڌڈڎڋڈړڋڋڍٻٻٻړڒڍڍٻٻٻٻڠڂڎڔډڑڎڌڎڌڇکڂڍڔډڍڍڒڎٻٻٻٻړڋڰٻ
ړڋڕړڌٻڎڌڈڎڋڈړڋڋڍٻٻٻڑڑڌڍٻٻٻٻڠڂڑڋډڌڏڌڎڌڇکڂړڎډڋڍڒڎٻٻٻٻڔڋڰٻ
ڏڍڕڑڌٻڎڌڈڎڋڈړڋڋڍٻٻٻڑڔڑڌٻٻٻٻڠڂڑڋډڑڏڌڎڌڇکڂړڌډړڌڒڎٻٻٻٻڋڌڰٻ
ڎڌڕڐڌٻڎڌڈڎڋڈړڋڋڍٻٻٻڔڎڋڌٻٻٻٻڠڂڎڑډڋڐڌڎڌڇکڂڑڑډڐڌڒڎٻٻٻٻڌڌڰٻ
ڋڐڕڐڋڈڌڍڕڐڋٻڑڋڈڌڌڈړڋڋڍٻٻٻڎڌڒٻٻٻٻٻڠڂڋڑډڒڐڋڎڌٻکڂڏڐډڋڎڒڎٻٻٻٻڌڋڰٻ
ڎڌڕڏڋڈڑڌڕڎڋٻڑڋڈڌڌڈړڋڋڍٻٻٻڌڌڔڌٻٻٻٻڠڂڌڏډڎڋڌڎڌٻکڂڔڏډڋڎڒڎٻٻٻٻڍڋڰ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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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1) 2007년 3월 (Fig. 3.4.21)
표층수온이 울릉도와 독도인근을 제외하면 8~9℃로 낮았고, 혼합층이 50~80 m로 형
성되어 있었다.

수온약층은 100~150 m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수평적인 변화가 크지 않았다.

수온약층 아래 300 m가 넘으면 수온변화가 거의 없었다. 염분은 표층에서 가장 높지만 34.2
psu를 넘지 않았다. 34.06 psu이하의 동해중층수가 100~400 m에 존재하였다. 표층에서 염분
이 가장 높았으나 수온과 염분이 대마난류수보다 낮아, 표층수는 혼합되어 변형된 대마난류
수 또는 극전선이 남쪽에 존재하여 극전선 북쪽의 표층수로 생각된다.
지형류가 가장 큰 해역은 정점 D02와 D03사이지만 20 cm/s를 넘지 않았고, 300 m
가 넘어서면 수평적인 변화와 수직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 LADCP 관측 유속은 지형류보다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수심 1,000 m 이상의 수심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측면에서 울릉분지
로 유입되고 중앙에서는 일본분지로 유출된다.

(2) 2008년 3월 (Fig. 3.4.22)
수온 혼합층이 125~200 m로 2007년 3월보다 깊게 형성되어 있다. 표층수온은 10~1
1℃로 일정하였다. 염분 혼합층도 깊게 나타났으며, 표층염분은 34.4~23.2 psu이다. 염분최소
층은 250~450 m에 형성되어 있다. 수온약층은 200~300 m에 형성되어 있다. 혼합층은 울릉도
부근에서 깊고 독도부근에서는 울릉도 부근보다 약 75 m 얕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적으

로 유속이 울릉분지 안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3월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마난
류수는 표층에 혼합층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지형류는 상층 200 m에 변화가 집중되어 있으나 LADCP관측자료는 비교적 깊은 수
심까지 변화가 있었다. 지형류에서 정점 U08과 U09사이에서 표층 유속이 60 cm/s정도로 크
게 나타났으며 수직적으로 방향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LADCP관측 유속은 U08과 U09
정점에서 유속이 지형류보다 크지 않았으며 수심 300~800 m에서 유속이 울릉분지로 유입되
는 방향에서 반대로 유출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3) 2009년 11월 (Fig. 3.4.23)
수온 혼합층은 30~40 m, 표층수온은 18~19℃, 표층염분은 33.4~33.6 psu로 나타났다.
수온약층은 40~100 m 사이에 존재하며 34.2 psu 이상의 고염분의 대마난류수가 수온약층에
존재한다. 수평적으로 수온약층의 변화가 크지 않아 유속이 약할 것으로 유추된다. 지형류와
LADCP관측 모두 수온약층 위에서 유속변화가 있을 뿐 그 아래쪽에서는 변화가 적었다. 정
점 U03과 U04에서 표층유속이 20 cm/s 정도로 나타난 것이 이 단면에서 최고의 유속이었
다. LADCP관측 자료에서 심해의 유속변화는 지형류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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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송량 분석
동해의 수괴를 수직적으로 4개 층으로 분류하면 표층수와 대마난류수가 존재하는
상층, 동해고유수와 대마난류수 사이에 동해중층수가 존재하는 중간층, 동해고유수의 상층과
저층으로 구분된다. 각 층을 구별하는 포텐셜 밀도(sigma-theta)는 26.9, 27.3, 27.34이다
(Shin et al. 1999). 각 층별 순 지형류 수송량은 2008년 3월 표층에서 1.6 Sv이 울릉분지로
유입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나머지는 0.5 Sv으로 작게 나타났다(Fig. 3.4.24). 동해 고유
수 부분은 유속이 작고 순지형류 수송량도 작았다.
울릉도-독도 단면에서 지형류 수송량과 LADCP 관측 순 수송량을 비교하여 보면
2007년 3월과 2008년 11월에는 수송량이 작으나 서로 반대로 나타났고 2008년 3월에는 울릉
분지로 유입되는 방향으로 일치하였고 수송량도 크게 나타났다(Fig. 3.4.25).
LADCP 관측으로 계산한 전체층에 대한 유입 유출 수송량을 Fig. 3.4.25에 제시하였
다. 2007년 3월에는 4.3 Sv이 울릉분지로 유입되고 3.0 Sv이 유출되었으며, 2008년 3월에는
1.6 Sv이 유출되고 7.7 Sv이 울릉분지로 유입되었다. 2008년 11월에는 LADCP 관측 수송량
은 전체층에서 1.4 Sv이 울릉분지로 유입되고 3.5 Sv이 일본분지로 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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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울릉도-독도 사이에서 관측한 결과 동한난류와 같이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는 해류는 관
측되지 않았으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LADCP로 관측한 유속은 심층에서 지형류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울릉간극에서 수송량 불일치도 지형류 수송량보다 크다. LADCP로 관측한
수송량은 2007년 3월과 2008년 3월에는 울릉분지로 유입되는 수송량이 컸으나, 2008년 11월
에는 유출되는 수송량이 크게 나타났다. 독도 심층해류는 지형류와 LADCP로 관측한 유속
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독도 심층해류가 수평적으로 폭이 좁고 시간변동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울릉분지의 심층순환과 표층해류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정밀 관측이 필요하다.

3. 울릉도와 독도사이의 해류 특성

울릉도와 독도사이에서 장기간 관측된 유속자료를 분석하여 한국해저간극에서의 심
층 순환특성을 규명하여 논문에 게재하였다(Chang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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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의 해수순환
Over the southern part of the East/Japan Sea using the trajectories of ARGO
floats, we show that there are robust direct flows from the Ulleung Basin to the
Yamato Basin through a gap between the Oki Spur and the Yamato Rise. The sea
mount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gap subdivide it into two narrow (northern and
southern) passages. The flows, therefore, are very narrow and this explains why this
flow was not reported earlier. A high resolution regional ocean model that is consistent
with current meter moorings and ARGO data in general shows that the mass flux
through the gap below 200 m is about 1.8 Sv. The flows through the gap, especially the
ones through the southern passage, are well correlated with the southward current along
the eastern coast of Korea found below the thermocline, the North Korea Cold Current.

a. Introduction

The East/Japan S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EJS) surrounded by Korea, Japan
and Russia is a mid-latitude marginal sea of about 1600 m deep on the average. The
EJS is connected to the western North Pacific through four channels, but the channels
are less than 150 m deep, and the deep cold water found below the thermocline located
at about 100 m is formed within the Japan Bas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JB) that is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EJS (Figure 1). There are two other major basins,
which are the Ulleung Bas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B) to the southwest, and the
Yamato Bas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YB) to the southeast.
Based on the trajectory data of ARGO floats (Park et al., 2004) and current
meter mooring [Senjyu et al., 2005], it has been reported that deep water formed in the
JB flows into the UB along the western side of the basin to circulate the area
cyclonically. The water, then, leaves the UB toward the Yamato Ri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YR) along isobaths and eventually flows into the YB. When Park et al.
(2004) reported the general circulation pattern over the UB, they noticed a flow moving
from the UB into the YB directly through a gap between the OKI Spur, which
constitutes the eastern flank of the UB, and the YR. At that time, however, there was
only one float moved through the gap and the structure of the flow could not be
described properly. As time progresses, more floats that passed through the gap are
found, and eventually enough amount data to describe the structure of flow has been
accumulated. From current meter moorings Senjyu et al. (2003) also observed the flow
through the gap but a full report on the structure of the flow is not given yet.
As can be seen from Fig. 3.4.26, the sea mount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TG YW\G T

gap subdivides the gap into two narrow passages. Judging from 1000 m isobath, the
width of the northern passage, which is between the seamount and the YR, is about 40
km at the narrowest point, and that of the southern passage, which is between the Oki
Spur and the seamount, is about 20 km. Thus, the deep flow through the passages
should be very narrow if there is one, and this may explain why there is no report on
the structure of the flow yet.
In this paper, we, for the first time, report the structure of the flows from the
UB to the YB through the gap using the ARGO data and the results of a numerical
model of 1/10° horizontal resolution (Kim et al., 2008) as described below.

Fig. 3.4.26. Area map. JB: Japan Basin, OS: Oki Spur,
UB: Ulleung Basin, UIG: Ulleung Interplane Gap, YB:
Yamato Basin, YR: Yamato Rise, and DI: Dok Island.
C5 and C9 are current meter mooring sites explained
in Senjyu et al (2005).

b. Data and model
There are 25 ARGO floats that have operated around the gap, and we analyzed
their trajectories at the parking depths, which are 700 m for most floats, and 800 m for
the remaining ones. For the velocity estimation we have assumed that the last known
location before the descending and the first known location after the ascending motions
are the first and the last positions at the parking depths, respectively. This crude
estimation is known to contain about 30% of error at the most in this area (Park, 2001).
Even though we consider the intensification of the flow toward the bottom mentioned by
Senjyu et al. (2003), the vertical shear between 700 m level and 800 m level is sm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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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 error in the velocity estimate and we assume all the trajectory data are
obtained at 700 m.
Additionally results from a regional ocean model called as the East Sea Regional
Ocean Model developed by Kim et al. (2008) are utilized. This model is based on the
NOAA/GFDL Modular Ocean Model Version 3 [MOM 3; Pacanowski and Griffies
(1999)]. The longitudinal resolution of the model around the gap is 0.1° (about 10 km)
and the passages are properly resolved. The vertical resolution is varying from 2.64 m
at the surface to 445.97 m at the bottom with 42 vertical levels. The model has been
forced by monthly mean wind stress and heat flux based on the meteorological variables
of the European Centre for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 (ECMWF) operational
analysis. The surface salinity has been restored to that of the World Ocean Atlas 2001
[WOA01; Conkright and Boyer (2002)] hydrographic data with a monthly time scale.
The mass fluxes at the open boundaries are specified based on the observational data.
The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surface height anomaly from satellites and
temperature profiles have been assimilated. As explained in Kim et al. (2008), where in
detail description on the model is given, comparison between the model results and the
Pressure-equipped Inverted Echo Sounder (PIES) measurements taken in the UB area
from June 1999 to July 2001 shows that the model properly reproduced the mesoscale
variability as well as the general circulation.

c. Results and discussion
Among the 25 ARGO floats, 11 floats moved from the UB to the YR as
displayed in Figs. 3.4.27a, b, and c. As can be seen from the figures the floats took
diverse paths. While moving toward the YR, one float (Float 2900452 shown in Fig.
3.4.27b) anticyclonically circulated the seamount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gap once,
and another one (Float 2900794 in Fig. 3.4.27b) twice. From these trajectories and those
of two more floats described later, we can argue that the anticyclonic circulation is a
robust feature, and there may be a Taylor column over the sea mount. Detail
investigation on this flow, however, is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Two floats
(Floats 2900440 and 2900449 in Fig. 3.4.27a) moved through the southern gap into the
YB and then reversed to return to the UB through the same passage before continuing
to move toward the YR. There is another float (not shown) that moved from the UB to
the YR, but it crossed the OS where the water depth is shallower than the parking
depth of the float. In other words, it touched the bottom while crossing the OS, and we
cannot utilize this part of the trajectory data to infer deep flow pattern around the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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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7. Velocity around the gap at 700 m estimated from the trajectories of
ARGO floats. If there are not enough trajectory data for velocity estimation (i.e.,
either the fix right after ascent or that just before the decent is not available), the
locations of consecutive profiles are connected with a solid line. If data for a cycle
(i.e., from an ascent to the next ascent) is missing completely, then the locations
of two neighboring profiles before and after the missing cycle are connected with
a dashed line. Floats moved from the UB to the YR are shown in (a), (b) and (c),
and those moved from the UB to the YB through the southern passage in (d), and
the northern passage in (e)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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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floats, two of which through the southern passage (Fig. 3.4.27d) and the
remaining six through the northern passage (Figs. 3.4.27e and f), moved from the UB to
the YB through the gap without touching the bottom. Thus, we can argue that the very
existence of a flow through the gap is a robust feature, although the flow would be
highly variable as we can guess from the diverse paths the floats took. Five more floats
moved from the UB to the YB (not shown), but they crossed the OS while touching the
bottom, and they could not be used to infer flows around the gap. Of the six floats
passed the northern passage, one (Float 2900785 in Fig. 3.4.27e) circulated the seamount
two times and another once (Float 2900327 in Fig. 3.4.27f) before joining to the
circulation of the YB.
In Senjyu et al. (2005) results from current meter moorings at about 1000 m in
the passages are reported. The mooring located at the southwestern corner of the
seamount shows that the flow is northwestward (Fig. 3a in Senjyu et al. (2005)) and
tangential to the 1000 m isobath as an anticyclonic flow over the sea mount would do.
Of course, one cannot infer an anticyclonic flow structure only with one mooring. At
another mooring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eastern end of the southern passage, whose
location is marked as C5 in Fig. 3.4.26, a mean southward flow of 1.1 cm/s is observed
at 1000 m. From the trajectory of ARGO floats over a 0.5° by 0.5° bin containing C5,
we obtain a southeastward flow of 0.4 cm/s as listed in Table 3.4.6. There are two
possible source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GO data and the current meter
mooring. Firstly, the moorings at 1000 m and 1420 m show that the flow intensifies
with depth (0.6 cm/s over 420 m), and if we use this tendency to infer flow at 700 m
level we get 0.7 cm/s. Secondly, in the 0.5° by 0.5° bin the westward tendency due to
the anticyclonic flow over the seamount, which made the average over the bin smaller,
is included. At the northern passage there is one mooring C9 (Fig. 3.4.26), where high
variable weak mean northward flow is observed. The velocity estimated from the ARGO
data over a 0.5° by 0.5° bin containing C9 is also dominated by northward tendency,
although it is stronger than the mooring by about 30% (Table 3.4.6), which is
comparable to the uncertainty in the velocity estimate. In short, both at C5 and C9
velocity estimates from the ARGO floats are comparable to the current meter moorings.
Using the high resolution regional ocean model, we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the flow further. One might try to utilize hydrographic data, but the passages are very
narrow and there is no high resolution hydrographic data resolving the passage properly.
In Fig. 3.4.28, we present modeled annual mean circulation pattern at 700 m. Lines in
the figure are for mass flux estimation that is described shortly. Over the UB as
described in Park et al. (2004) the mean flow is cyclonic, and the flow becomes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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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6. Comparison of mean currents from current meter moorings from Senjyu et
al. (2005), the ARGO data, and the model, ESROM. Note that results from the ARGO
data and the model are for 700 m and average over 0.5° by 0.5° boxes containing the
mooring sites.
ARGO

Model(ESROM)

Current meter mooring

Location
speed

direction

speed

direction

speed

direction

depth

C5

0.4 cm/s

SE

1.2 cm/s

SE

1.1 cm/s

S

1000 m

C9

1.0 cm/s

NE

1.1 cm/s

SE

0.69 cm/s

NNW

930 m

where the isobaths are closely spaced, and vice versa. The cyclonic flow becomes
stronger passing the Dok Island due to the convergence of the isobaths. This relatively
strong flow continues until it reaches the northern tip of the OS where 1000 m and
2000 m isobaths diverge, and so does the flow. The water following the 1000 m
isobaths flows into the YB through the southern passage, while that following the 2000
m isobath continues to the north toward the YR. Although more floats took the northern
passage, the flow through the northern passage is not as well organized as that through
the southern passage probably due to the topographic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ssages. The northern one is wider and flatter while the southern one is narrower and
steeper. Between 38.5°N and 39.5°N a part of the northward flow following 2000 m
isobaths turns eastward to cross the isobaths and enters the northern passage as Floats
2900525 and 2900785 shown in Fig. 3.4.27e, and 2900438 and 2900642 in Fig. 2f do.
In Table 3.4.6, model results at C5 and C9 are also listed. At C5 the model
results are comparable to that of the mooring, but if we consider the vertical shear from
the moorings at C5, the simulated current is about twice stronger than the observation.
The most serious problem with the model is the lack of an anticyclonic flow over the
seamount. This deficiency may make the flows through the southern (northern) passage
stronger (weaker) since the anticyclonic flow is opposite (parallel) to the flow from the
UB to the YB. At C9, although the speed is comparable, the modeled flows are
southward and opposite of the observation. The ETOPO5 5-minute gridded elevation
data (Data Announcement 88-Mgg-02, 1988) show that C9 is located to the left of a
local topographic peak, but in the model the peak is wider and C9 is not at the left of
the peak but at the flattened top. In the model, to the left of the peak northward flows
of about 1 cm/s is observed. If, therefore, we consider the difference in the modeled and
real bottom topographies, we can conclude that the modeled flow and the mooring are
comparable. (Note that the aforementioned underestimation of the flow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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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Mean circulation pattern at 700 m from the model.
Vectors are shown at every other grid points both in zonal and
meridional directions.

northern passage could not be confirmed with the data at C9 because the flow through
the gap is not observed there.) The model results suggest that if we move C9 to the
east by about 1/4° across the peak, we would observe a southward flow. If we move
further to the east by the same amount, we then observe a southeastward flow toward
the YB. Since the mode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mooring and the velocity
estimates from the ARGO floats in general, we assess mass balance around the gap
with the model results.
In Figure 3.4.29, the mass fluxes through Lines A, B, and C are presented.
Through Line B, about 2.7 Sv is transported from the UB to the YB between the top
and the bottom. Above 200 m the flow is mainly determined by the 2nd branch (or the
offshore branch)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Suda et al., 1932; Kawabe, 1982).
Thus, the volume flux below 200 m, 1.8 Sv, is due to the indigenous thermohaline
circulation of the EJS. The same through Lines A and C are 0.7 Sv and 0.5 Sv from
the UB to the YB, respectively. As mentioned earlier, the volume flux through Line A
could be overestimated and that through Line C underestimated due to the lack of the
anticyclonic flow. Considering that the floats caught in the anticyclonic flow complete
the circuit, we can argue that the flow is symmetric. The sum of the mass fluxes
through Line A and C, 1.2 Sv, then, does not contain the effect of the anticyclonic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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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Mass transports between 200 m and bottom unless noted otherwise though
the lines shown in Fig. 3.4.28. Negative values mean transports from the UB to the YB.
as well as that though Line B, 1.8 Sv. The strength of the meridional overturning in the
EJS is an order of 1 Sv. (Kang et al., 2003; Postlethwaite et al., 2005), and we can see
that the flow through the gap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thermohaline circulation
of the EJS.

The mass flux through the gap 1.8 Sv is substantially greater than that

into the UB through the Ulleung Interplane Gap (hereinafter referred to as UIG), through
which the UB is connected to the JB, about 1 Sv. This flux through the UIG is
comparable to the one made by Teague et al. (2005) between 250 m and bottom using
NLOM model results, 0.7 Sv. We therefore can argue that about a half of the flow
through the gap is supplied by the southward current along the eastern coast of Korean
below the thermocline, which is known as the North Korean Cold Current (NKCC), and
the cyclonic flow following the outer periphery of the UB along 1000 m isobth. To
verify the above hypothesis, we compared the volume flux of the NKCC below 200 m
across a line between 129°E and 130.4°E at 36.9°N, and those through Lines A, B, and
C.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volume transport of the NKCC and those
though Lines A and B are 0.64 and 0.50, respectively, and significant. The high
correlation suggests that the southern passage where the flow is very well confined due
to the topography is a good place to measure changes in the flow along the outer
perimeter of the southern EJ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volume flux of
the NKCC and that through Line C, on the other hand, is 0.04 and very low, because
the northern gap is not connected to the outer perimeter of the EJS via 1000 m iso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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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ٻ

제 절 목표달성도
1. 총연구기간내 년차별 연구내용 대비 달성율
년차

1

2

3

년차별 달성내용

년차별 총연구기
계획대비 간 대비
연구실적 연구진척
율
달성율

∙(냉수역) 해수물성의 중장기 변동성 파악

100

30

∙최근 해수면 상승률 평가

100

40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 순환 변동 평가 모델 구축

100

30

∙ENSO와 해빙의 경년 및 장주기 특성 파악

100

30

∙분지 연결 해역 해류 시계열과 전선역 과정 관측, 분석

100

30

∙(난수역) 해수물성의 중장기 변동성 파악

100

70

∙해수면상승 기작 분석

100

70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 순환 민감도 제시

100

68

∙해빙ㆍENSO 변동성의 민감도 실험

100

75

∙분지 연결 해역 해류 시계열과 전선역 과정 관측 /분석 (계속)

100

66

∙해수물성의 중장기 변동성 (해역간 상관성)

100

100

∙해수면상승 기작 분석

100

100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수 순환 민감도 제시

100

100

∙해빙ㆍENSO 변동성의 민감도 실험

100

100

∙분지 연결 해역 해류 시계열과 전선역 과정 관측 /분석 (계속)

100

100

2. 정량적 목표달성도
∙ 논문 발간(부록 2 참조): 18편 (SCI 12편, 비SCI 6편)
∙ 학술회의 논문발표(부록 3 참조): 62편 (국내 36편, 국제 26편)
∙ 국제워크샵 개최: 4회
- 한-러시아 (KORDI-POI) 동해모니터링워크샵 (타 연구사업 공동)
· 2차 워크샵: 2006. 12. 7-8, 장소: 블라디보스톡 POI
· 3차 워크샵: 2007. 6. 13, 장소: 장목 남해연구소
· 4차 워크샵: 2008. 7. 29 - 8. 1, 장소: 블라디보스톡 POI
- CREAMS/PICES 동해모델 워크샵 공동 주최
기간: 2006. 8. 21-22, 장소: 부경대, 공동주최: PICES, 서울대, 부경대, 국립수산과학원
∙ 국내워크샵 개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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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연구원-기상연구소 공동기후혁신워크샵
· 1차 워크샾: 2006. 9.14-.16. 장소: 장목 남해연구소
· 2차 워크샾: 2007. 5. 11. 장소: 안면도 지구대기감시관측소
· 3차 워크숍: 2008. 4. 3-4. 장소: 지리산 프라자호텔
∙ 전문가 초청세미나: 35회
∙ 홈페이지 운영: http:\\climate.kordi.re.kr

제 절 대외기여도
1. 기술적 측면
∙ 전지구 기후 변화 모델 결과를 활용한 동해 순환 변동성 전망 기반 마련
∙ 동해의 물리적 변화의 이론적 연구에 적합한 도구를 구축하여 화학과 생물연구에 기초자료
제공
∙ 연안 구조물 설계시 흔히 단기 1개월 관측으로 연평균 해면을 추산하고 설계조위를 산출하는
데 활용함. 해역별로 연평균해수면 변화치를 산출하고 최대 peak 수위가 나타나는 계절이나 시
점을 알게 됨으로 해서 연평균해면과의 차이를 유추하는 데 활용
∙ 장기해수면 변화에 있어 대륙으로부터 유입수에 의한 기여를 평가하는 기반 마련
∙ 기후변화 시나리오 아래에서 동해 표층온도의 예측의 정밀도 증가
∙ 해빙이 고려된 전지구 기후시스템모델을 통해 해면 수온 분포를 더욱 정확하게 모의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 예측 및 태풍 예측 등을 위한 미래 해양수온 변화 예측 기술
개발에 기여

2. 경제․산업적 측면
∙ 지구온난화 기인 동해 해황 변동을 파악하고 예측함으로 온난화 대응에 필요한 과학 기반자
료 확보
∙ 장기적으로 해수면 범람에 취약 지역 보호 또는 포기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경제적 피
해 최소화
∙ 향후 동해 변동성에 관한 예측 가능성 확대로 어종 변동성 예측에 파급 효과 예상

3. 기타
∙ 국내 해양/기후 연구 인프라 확충 (해양연/기상연/대학)
∙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를 지속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변화에 대한 정량적 상승률과 상승기작 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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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울릉분지의 분지간 해수 교환에 관한 자료 획득으로 심층 순환 모식도 개선
∙ 동해수온변화전망을 생지화학환경변화 연구에 기초자료(혼합층 깊이 등)로 제공
∙ 상자모형에 화학과정을 추가하여 기후변화나 통과류가 동해 생지화학과정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동해․남해․서해 해수면의 연변화 발생 기작을 설명함으로써 해안 구조물 설계시 지역
별 특성 이해 도움 및 월평균 해면변화를 고려한 월자료 관측으로 연평균해수면 산출
∙ 장기해수면 상승률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신뢰성 있는 상승률 제시를 통한 국
민의 알권리 충족과 장기 국가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요인 중 대륙으로부터 유입수에 의한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기
반 연구 성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시스템모델 개발과 기후변화 국가
표준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에서 해빙-해양 접합모델의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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