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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Ÿ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해역의 해양조사 및 해양과정 

규명

- 서태평양 적도해역 해양 관측

- 적도해역 상층 혼합과정 모수화 

- 동해 (독도 해역 중심) 해류 모니터링 분석

- 서태평양 저위도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 및 분석 

- GAIA 시뮬레이터 개발에 필요한 해양 자료 및 생산된 정보 제공

- 국제 열대 해역(열대 서태평양) 관측망 참여 및 기획

연구개발성과

Ÿ 해양 상층 혼합과정 연구

- 서태평양 적도해역 수온약층 수심대 까지 유속 미세구조 관측 

- 해류 안정도 및 바람을 연계한 혼합과정 모수화

- CTD 자료 활용 수직혼합계수 추정 방법 개선

Ÿ 서태평양 저위도 순환 시스템 분석

- 민다나오해류 등 열대 서태평양 핵심 해류 관측 및 구조 특성 분석

Ÿ 관측자료의 예측시스템 자료동화 활용 개선

- 인공위성 관측 해수면 염분 자료 질적 개선 방안 제시

- 시계열 해류 자료(적도 해역, 서안경계류), 표층순환 자료 (뜰개투하)

Ÿ 동해 순환 연구

- 독도 인근해역, 우산해곡에서의 심층 해류 특성 분석

- 일본분지 중층 순환 특성 및 계절변동성 분석

Ÿ 국제 공동 관측 및 기획

- NPOCE/CLIVAR 참여, OceanSITES 등록(적도해역 Deep CTD), 

  TPOS 2020 기획 및 선행연구 (저위도 서안경계류 관측)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관측된 자료는 기후모델과 해양순환모델 검증에 활용

- 서태평양 저위도순환시스템 비선형기작(Nonlinearity mechanism) 연구 

- 대양에서의 계류 기술을 국내외 해양 조사에 활용 

- CTD 자료를 활용한 수직확산계수 산출 방법을 타 자료에 응용

- 해수면 염분자료를 자료동화 입력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대양 관측망 구축 참여로 해양 및 기후변화의 국제 연구 그룹에 기여 유지

- 인도양 등 기타 대양 관측 기획에 활용

국문핵심어

(5개 이내)
해양관측 열대 서태평양

혼합과정 

모수화
해류 관측망

영문핵심어

(5개 이내)

Ocean 
observation

Tropical 
western 

Pacific Ocean

Mixing 
parameterizati

on
 Current

Observing 
system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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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Ÿ 해양은 열용량과 온실기체 용량이 대기보다 월등하여 기후변화의 속도를 완화하는 조절자 역

할을 함. 따라서 기후변화 과학과 예측을 위한 모델 연구에 대양의 해양학적 이해가 선결되어

야 함. 서태평양 열대해역은 전지구 해양에서 해수면온도가 가장 높은 해역으로 전지구 해양의 

열 공급 해역에 해당되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증가와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큰 해역의 하

나로서 (IPCC, 2013) 우리나라 주변의 기후변화와 원격상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Ÿ 기후 모델링 결과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측 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임. 

1980년대 이후 WOCE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 TOGA(Tropical Ocean Global 

Atmosphere), Argo 및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와 같은 기후연구와 관련된 대규

모 국제공동 해양 조사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대양의 관측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지

만 바다를 한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해양 및 기후연구를 위하여 아직도 더 많은 고정 관측점에

서의 시계열 자료 생산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대양 관측망 구축에 국가적인 기여 없이는 다

른 국가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Ÿ 기후변화 과학 연구를 위하여 기후변화와 해양의 상호 반응 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연구의 

출발은 시계열 자료의 해석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종관적이지만 일회성인 관측을 넘어서 핵심해

역에서의 해류와 해수물성의 장기간 시계열 자료 생산이 필요함.

Ÿ 인도네시아 주변의 해협들은 태평양과 인도양이 연결되는 길목으로 여기를 통과하는 인도네

시아통과류(Indonesian Throughflow: ITF)는 해양의 대순환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ITF의 변동성을 규명할 수 있을 만큼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엘니뇨/라니냐와 

같은 태평양의 해양 현상과 Indian Ocean dipole과 같은 인도양에서의 해양 현상은 그 규모 때

문에 전지구 기후계뿐만 아니라 중위도 지역 해양과 기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ITF의 변동

성과 이의 기후계에 대한 역할 이해가 필요함.

Ÿ 저위도 서안경계류(Low Latitude Western boundary current: LLWBC)는 북적도해류에서 서태

평양 열대해역으로 연결되며 인도네시아통과류, 적도반류와 적도잠류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엘

니뇨와 같은 태평양 적도해역의 변화에 대한 WBC 반응 규명이 대양의 변동성 기작 이해에 필

요함. 

Ÿ 태평양 적도해역의 수온약층대의 유속장 미세구조 발견으로 혼합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함. 기후 예측모델의 해양모듈에서 혼합층과 수온약층 수심대에서의 혼합과정 모수화 방안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한 집중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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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년도 연구목표 주요 내용 

1

단계

2009

열대 서태평양 관측 

적도해역 상층 혼합과정 연구

대양 관측부이 설치 방안 수립  

서태평양 적도해역 상층 혼합과정 관측

2010

대양 관측부이 설계 및 조립 

서태평양 적도해역 상층 혼합과정 조사

국제 공동 대양 관측 기획 추진 

2011

대양 관측부이 설치 운영 

서태평양 적도해역 수온약층 혼합 모수화

NPOCE 참여

2

단계

2012

적도해역 상층 혼합과정 연구 

동해 해류 모니터링 

열대 서태평양 관측

적도해역 상층 혼합과정 관측 

TAO array ADCP 계류 

동해 시계열 해류 자료 분석

2013

혼합과정 관측 자료 분석 

TAO array ADCP 추가 계류 

동해 시계열 해류 자료 분석

TPOS 2020 추진

2014
대양 상층 혼합과정 모수화 

열대서태평양 관측망 자료 생산

적도 해역 상층 혼합과정 관측 

시계열 자료 분석 

표층뜰개 투하 

동해 일본분지 중층 순환 분석

2015
대양 상층 혼합과정 모수화 

관측망 운영 기반 구축

혼합과정 관측 자료 분석 

ADCP 계류 및 열대 서태평양 상층 변동성 

표층뜰개 투하

3

단계

2016

열대 서태평양 해양 관측 (저위

도 서안경계류 해역) 

대양관측자료 활용성 제고

국제 공동관측 협력기반 마련

차세대 열대 대양 관측 기획

서태평양 해양 관측 

CMIP5 모형 자료 비교분석(MJO 등) 

표층 뜰개 투하

TPOS 2020 pilot study 참여 

2017

서태평양 해양 관측 (LLWBC 해류계 계류) 

관측과 모형자료를 활용 해양-대기 현상 분석 

(ENSO가 MJO에 미치는 영향 등) 

서태평양 국제공동 관측 기획

2018-

2019

서태평양 해양 관측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 분석 

TPOS 2020 참여 및 서태평양 관측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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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제1절 연구 수행 내용 요약

본 장에서는 1-3단계별 순서에 따라 기술하지 않고 연구목표에 따른 연구수행 내용과 성과를 

기술하였다. 3단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1-2단계의 수행 내용은 최종 보고서의 

성격에 맞게 연구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록하였다. 연구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서태평양 저위도 순환 시스템

   3단계에 수행한 필리핀해에서의 관측 자료로 저위도 순환시스템을 분석하였다. CTD 및 LADCP 

자료를 분석하여 북적도해류와 북적도잠류의 구조를 제시하였고, 민다나오해류 통과역에서 해류계 

및 CTD의 1년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수온약층 이심의 잠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해양 상충 혼합과정 연구

   1단계의 연구개발 목표인 해양 과정 연구의 일환으로 혼합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

태평양 적도해역 상층의 혼합과정 연구로 미세구조 관측과 혼합과정 모수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델링에서 중요한 이슈인 수직 혼합계수의 추정의 개선을 위하여 CTD 자료로부터 수직 혼

합계수 산출을 위한 개선된 절차를 제시하였다. 

3. 관측 자료의 예측시스템 자료동화 활용 개선 

   예측시스템의 자료동화에 활용 가능한 관측 자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륙 인접해역에서 인공위

성 관측 해수면 염분 자료의 질적 개선(교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순환 형태 파악과 자료 

축적을 위하여 표층뜰개 투하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일부 이동궤적으로부터 해양 현상과 관련

된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4. 동해 순환 연구 

   2단계의 연구개발 목표는 독도 주변 해역의 관측이다. 1단계 평가시 일부 평가위원의 RFP 내용

을 대양 관측에 국한하는 수정 제안이 있었으나 수정이 불가능하여 동해 순환 연구을 수행하였다. 

본 최종보고서에는 독도 인근해역, 울릉도 북부의 우산해곡의 시계열 해류 자료의 분석 결과와 

Argo 자료를 이용한 동해 북부 일본분지의 중층 순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5. 국제 공동 관측 기획 

   기후모델과 해양 순환 등의 연구를 위한 대양 관측은 국제 공동 관측이 가장 효율적이다. 본 

사업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 공동 관측에 기획부터 참여하는 것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CLIVAR의 

인정 프로그램인 NPOCE(North Pacific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Experiment)와 GOOS에 기여

하는 TPOS(Tropical Pacific Observing System) 2020에 참여하였고 활동내용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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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서태평양 저위도 순환 시스템 

   3단계의 목표는 서태평양 저위도 순환시스템 관측과 분석이다. 이를 위하여 2017년 11월 16

일 – 12월 11일과 2018년 11월 17일 – 12월 4일 두 차례 현장 관측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그림 2-2-1에 표시한 1개의 남북방향 라인과 2개의 동서방향 라인에서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해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8°N 선상에 해류계를 계류하였다. 2018년에는 필리핀 

EEZ 해역의 관측 허가를 받지 못하여 1개 남북라인에서 관측을 수행하였다. 상세한 관측개요

는 표 2-2-1에 정리하였다. 장기간 관측 일정에 투입되는 과다한 연구선 사용료 때문에 해양수

산부에서 지원하는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한국해양과

학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산학연 연구선 공동 활용연구’와 협조하여 연구선 사용 일정을 분

담 공유하였다. 본 절에서는 북적도해류와 북적도잠류의 분석과 시계열 해류 자료의 분석 결과

를 수록하였다.

 
(a)

 (b)

그림 2-2-1. (a) 2017년 필리핀해 CTD 관측 지점. 2018년에는 남북방향 선상 지점에서만 관측을 실

시하였음. (b) 2017년 11월에 설치한 계류관측망. 해류계 2 지점 및 CPIES 5 지점 계류 위치. MC1의 

일부와 CPIES 4대는 타사업의 지원임.

연도 관측 기간 관측 영역 관측 항목

2017 11.16 –12.11
8°N, 126°46.62′-131°08.81′E
6°30′N, 127°15′-131°E
6°-15° N, 131° E

CTD/LADCP, SADCP,
표층뜰개 투하, 
해류계 계류

2018 11.17 – 12.4 3°14.42‘-20° N, 131° E CTD/LADCP, SADCP,

표 2-2-1 . 필리핀해 해양 관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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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서태평양 필리핀 해역의 북적도해류와 북적도잠류

가. 서론

   우리나라 해역에 열과 염을 공급하는 난류의 기원은 쿠로시오(Kuroshio)다(Lie et al., 1998; 

Lie and Cho, 2016). 쿠로시오는 북적도해류(North Equatorial Current)가 필리핀 연안에 이르러 

남향의 민다나오해류(Mindanao Current)와 분지되면서 만들어지는 서안경계류이다(Qiu and 

Lukas, 1984; Toole et al., 1988).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은 아열대 북서태평양의 영향을 받

으므로 쿠로시오의 근원 해역인 필리핀해를 조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북적도해류가 쿠로시오와 민다나오해류로 분지되는 필리핀해의 수온약층 아래 해류는 표층

해류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민다나오해류 아래에는 북향의 민다나오잠류(Mindanao 

Undercurrent)와 루손해협 남쪽에 쿠로시오 아래에 남향의 루손잠류(Luzon Undercurrent)가 있

으며 북적도해류 아래는 동향의 북적도잠류(North Equatorial Undercurrent)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최근 북적도잠류가 북적도해류 아래에 하나의 축을 가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4개

의 축(6, 9, 13, 18°N)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북적도잠류제트(North Equatorial 

Undercurrent Jets, 그림 2-2-2)를 발견하였다(Cravatte et al., 2012; Qiu et al., 2013b; Qiu et 

al., 2015). 북적도잠류제트는 동태평양에서 대규모 해표면 바람 스트레스 강제력에 의해 구동

되는 연간 경압로스비파(baroclinic Rossby waves)에서 비롯된다. 또한 열대 서태평양 연안 저

위도서안경계류(Low Latitude Western Boundary Currents)의 수온약층 아래의 해류인 루손잠류

와 민다나오잠류가 북적도잠류제트의 영향을 받는다는 새로운 해류 패러다임이 제안되었다(Qiu 

et al., 2015). 즉 수평규모가 400 km보다 짧은 해류분포는 북적도잠류제트의 영향을 받아 6, 9, 

13, 18°N 부근에서 저위도서안경계류의 수렴이 일어나서 동향하는 흐름이 생기고 그 중간에

는 서향하는 흐름이 필리핀 쪽으로 향하여 발산한다(그림 2-2-3). 수평규모 400 km이상의 해류

에서는 민다나오잠류는 잘 나타나지만 루손잠류는 나타나지 않고 쿠로시오와 같이 북향하는 

것이 제시된 바도 있다. 

그림 2-2-2. 130°–
135°E 선상의 밀도 (실

선,  ) 및 동서방향 지

형류 (color shading) 수

직분포도. 지형류 산출을 

위한 무류면은 2000 m 

수심이며 점선은 zero 

유속을 나타냄 (Qi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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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측 및 방법

   저위도서안경계류의 상류에 해당하는 북적도해류 대역의 수온·염분과 유속을 2017년과 

2018년에 131°E를 따라 횡단 관측하였다(표 2-2-2, 2-2-3). 연구선은 6,000톤급 이사부호를 사

용하였으며 CTD(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SBE911+)를 이용하여 수심에 따른 수온, 염

분, 용존산소를 측정하였다. 유속은 CTD 프레임에 600 kHz LADCP (Lowere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s)를 장착하여 CTD 정점에 대하여 수층 전체 유속을 측정하여 4 m 간격으로 

정리하였고, 선저부착 SADCP (Shipboard ADCP, 38 kHz)를 이용하여 항해하면서 표층 40 m부

터 약 700 m까지 44 m 간격으로 유속을 관측하였다. 수온, 염분, 압력을 이용하여 지형류를 

계산하여 직접 관측한 유속과 비교하였다. 2017년은 위도 10° (5°–15°N) 범위에서 관측하였

고 2018년은 3.24 °N에서부터 20°N까지 약 17° 범위로 확장하여 관측하였다. 2017년 

131°E 단면 관측에서 정점 G15는 주위의 다른 정점과 약 8일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여 B11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2-3. 새롭게 관측된 북서태평양 수온약층 하부층 (26.8–27.5  )  순환 모식도(적

색 화살표). (a)와 (b)는 각각 흐름의 남북방향 크기가 400 km 이하 및 이상인 경우임. 

하늘색 화살표는 표층 순환을 의미함 (Qi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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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2. 2017년 CTD 관측 개요

Station Lati.(°N) Long.( °E) Date & time (GMT) Depth (m)

HI-17-16_B11 8.0000 131.1467 28-Nov-17 13:17:05 4,544

HI-17-16_G01 15.0000 130.9998 02-Dec-17 9:03:52 2,000

HI-17-16_G03 13.9988 130.9995 02-Dec-17 0:31:11 2,000

HI-17-16_G05 13.0000 130.9998 01-Dec-17 16:27:18 2,005

HI-17-16_G07 12.0000 130.9998 01-Dec-17 8:04:18 2,000

HI-17-16_G09 11.0000 130.9998 01-Dec-17 0:04:22 2,000

HI-17-16_G11 9.9998 130.9998 30-Nov-17 14:08:19 5,557

HI-17-16_G12 9.5000 130.9998 29-Nov-17 14:26:25 5,557

HI-17-16_G13 9.0000 130.9998 29-Nov-17 2:51:54 5,555

HI-17-16_G14 8.5000 130.9998 28-Nov-17 19:56:07 5,555

HI-17-16_G15 8.0000 130.9998 20-Nov-17 4:22:03 5,600

HI-17-16_G16 7.4993 130.9987 28-Nov-17 4:04:55 5,475

HI-17-16_G17 6.9998 130.9998 27-Nov-17 20:38:27 5,595

HI-17-16_G18 6.4998 130.9998 27-Nov-17 13:30:42 5,574

HI-17-16_G19 6.0000 130.9998 27-Nov-17 5:57:38 5,501

HI-17-16_G20 5.5000 131.0002 26-Nov-17 22:36:36 5,562

HI-17-16_G21 5.0000 130.9998 26-Nov-17 15:37:03 4,563

       표 2-2-3. 2018년 CTD 관측 개요

Station Lati.(°N) Lon.( °E) Date & time (GMT) Depth (m)

hi-18-14_p01 3.2403 131.1177 18-Nov-18 11:10:17 3,310
hi-18-14_p02 3.9953 131.4503 18-Nov-18 21:01:58 4,231
hi-18-14_p03 4.9965 131.0038 19-Nov-18 10:34:07 4,575
hi-18-14_p04 5.9968 131.0007 19-Nov-18 23:08:25 5,502
hi-18-14_p05 6.9978 131.0017 20-Nov-18 10:52:46 5,593
hi-18-14_p06 7.9978 131.1465 20-Nov-18 22:28:40 4,497
hi-18-14_p07 8.9973 130.9993 21-Nov-18 8:53:32 5,960
hi-18-14_p08 9.9998 130.9987 21-Nov-18 19:58:28 6,000
hi-18-14_p09 11.0013 130.9993 22-Nov-18 7:16:51 5,877
hi-18-14_p10 11.9963 130.9998 22-Nov-18 20:01:28 5,727
hi-18-14_p11 12.9958 131.0000 23-Nov-18 8:18:47 5966
hi-18-14_p12 14.0012 131.0008 27-Nov-18 22:23:28 6,010
hi-18-14_p13 14.9973 130.9975 28-Nov-18 9:16:33 5,438
hi-18-14_p14 15.9987 130.9982 28-Nov-18 19:18:37 5,303
hi-18-14_p15 16.9990 130.9998 29-Nov-18 5:13:59 5,506
hi-18-14_p16 17.9985 131.0002 29-Nov-18 15:35:25 6,000
hi-18-14_p17 18.9985 131.0002 30-Nov-18 2:49:25 6,000
hi-18-14_p18 19.9978 130.9982 30-Nov-18 13:51:01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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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측결과

(1) 2017년 결과

   2017년 11월 수온과 밀도의 수직단면에서 혼합층이 50–100 m에 형성되어 있으며 수온약층

은 200 m보다 얕게 형성되어 있다(그림 2-2-4a). 수온약층이 가장 강하고 얕은 7°N 부근을 

중심으로 수온약층이 남쪽과 북쪽으로 가면서 깊어진다. 염분과 밀도의 수직단면에서 표층 혼

합층에 저염분수가 있고 이후 고염분수가 존재한다(그림 2-2-4b). 염분이 높은 물은 수온약층

에 존재하며 관측해역보다 위도가 높은 해역의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중위도에서 유래한 

해수이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고염분수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고염분수 아래에는 다시 염분이 

감소하여 염분최소층이 밀도 26–26.8  범위에 존재하며 14–15°N에서 뚜렷한데 이것은 북태

평양중층수(North Pacific Intermediate Water)에 해당한다. 용존산소와 밀도의 수직단면은 수온

과 염분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정보를 주고 있다(그림 2-2-4c). 전체적으로 표층에 용존산소가 

높은 물이 존재하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용존산소가 감소하는데 26.8 과 27.2  사이에서 

용존산소가 다소 높아져 용존산소 최대층이 존재한다. 이 용존산소 최대층은 13°N 남쪽에 존

재하며 14°N 북쪽의 용존산소 최소층과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층(26.8-27.2  )의 두께가 

남쪽에서는 두껍고 북쪽으로 가면서 얇아지며 용존산소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남쪽에 있는 

해수가 더 새로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수괴에 대한 것은 아직 학계에 정확히 보고되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3°N 남쪽에서는 용존산소 최대 층을 지나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용

존산소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용존산소 최소층이 두 개가 나타난다. 동서방향 지형류

와 밀도분포를 보면 수온약층을 중심으로 상층과 하층의 흐름이 대체로 서로 반대방향인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2-4d). 위도 7°N을 중심으로 북쪽은 수온약층 위에서 북적도해류에 해당하

는 서향류가 있고 남쪽은 북적도반류에 해당하는 동향류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북적도반류

는 6, 9, 13, 18°N에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기존 연구

결과(Cravatte et al., 2012; Qiu et al., 2013a, 2015)는 많은 자료를 1°×3° 격자에서 평균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류를 구한 것이므로 0.5°N 간격으로 관측한 자료로 계산한 지형류와 다

르게 나올 수 있다. 대체로 6°N만 제외하면 9, 13°N에서 동향류가 계산된다. 북적도잠류가 

나타나는 수심은 26-26.8 에 해당한다. 

   LADCP나 SADCP로 관측한 유속 분포는 지형류하고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그림 

2-2-5a, b) 먼저 전체적으로 북적도해류나 북적도반류가 나타나는 것은 같다. 북적도잠류는 

LADCP로 측정한 유속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6, 9, 13°N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SADCP

에서는 6, 9°N에서 뚜렷하지 않은데 이 위도의 북적도잠류가 27.2  보다 깊은 곳에서 나타

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LADCP와 지형류에서 나타나는 북적도해류 대역의 12-14°N의 표층

에 동향류가 나타나는데 반해 SADCP 관측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지형류나 관측 유속 분

포 모두 북적도해류가 하나의 강한 핵이 존재하지 않고 넓은 위도 해역에서 서너 개의 소규모 

핵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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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2-2-4. 2017년 11월 26일에서 12월 2일까지 관측 결과 남북방향 관측선상 (a) 포텐샬 수온, (b) 염

분, (c) 용존산소 및 (d) 동서방향 지형류(색깔 표시)의 수직분포. 실선은 밀도( )를 나타냄. 지형류 산출

을 위한 무류면은 2000 dbar 임.

                          (a)                                        (b) 

그림 2-2-5. 2017년 11월 26일에서 12월 2일까지 관측 결과 남북방향 관측선상 (a) LADCP 관측 유속 

(b) SADCP 관측 유속의 수직 분포. 실선은 밀도( )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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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결과

   2018년에 관측한 수온과 밀도의 수직분포는 2017년 관측결과와 유사하다(그림 2-2-6a). 혼

합층이 약 50에서 100 m까지 나타나고, 7°N 부근에서 수온약층이 가장 강하고 얕아서 북적도

해류와 북적도반류를 나누는 중심이 된다. 2018년 관측에서는 북적도반류가 7°N 남쪽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염분과 밀도의 수직분포에서 혼합층 아래 북적도반류 대역의 염분이 북적

도해류 대역의 염분보다 높아 북적도반류의 많은 부분 남적도해류에서 기원한 것으로 해석된

다(그림 2-2-6b). 혼합층의 염분은 2017년보다 2018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엘니뇨-라니냐 상

태를 나타내는 니뇨3.4 지수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0.5에서 -0.90의 약한 라니냐 

상태였고 2018년 10부터 2019년 6월까지 0.5에서 1.0의 약한 엘니뇨 상태였다. 엘니뇨시기에는 

강수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표층 혼합층의 염분이 2018년에 높아진 것으로 판

단된다. 염분최대층이 나타나는 수온약층 아래에는 염분최소층이 26.5 를 중심으로 관측단면 

전체에 나타나 있다. 7°N 북쪽의 북적도해류 대역의 북태평양중층수는 북적도해류에 의해 필

리핀 연안에 이르고 민다나오해류에 의해 남쪽으로 이동하여 북적도반류에 의해 이동되는 것

으로 보인다(그림 2-2-3). 용존산소와 밀도의 수직분포를 보면 2017년과 같이 표층에서 용존산

소가 최대이고 수심에 따라 감소하다 26.8 에서 27.2 사이에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그

림 2-2-6c). 이 용존산소최대층은 2017년처럼 위도 13°N 남쪽에서 나타나고 6°N 에서 9°N 

사이에서 두껍게 분포한다. 지형류와 밀도의 수직분포에서 보면 이 범위의 수온약층 아래에 시

계방향의 소용돌이(subthermocline anticyclonic eddy)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그림 

2-2-6d). 수온약층 위쪽 지형류 분포는 북적도해류와 북적도반류가 나타나 있다. 2017년과 같

이 2018년에도 북적도해류는 하나의 핵을 가지고 흐른다고 하기 보다는 3개 이상의 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온약층 아래 북적도반류는 서론에서 언급된 6, 9, 13, 18°N와 비슷한 위치의 

26.8 에서 27.5  수심에서 동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LADCP로 관측한 유속분포는 북적도반류는 강하게 잘 나타나는 반면 북적도해류는 약하고 

몇 개의 축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그림 2-2-7a). 북적도반류는 기존에 알려진 6, 9, 13, 18°N 

위치에서 잘 나타나 있다. 6, 9°N의 북적도반류는 강한 반면에 13, 18°N의 북적도반류는 상

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으며 표층까지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SADCP 관측에서는 13-14°N 범

위를 측정하기 못하여 13°N 축의 북적도반류가 뚜렷하진 않지만 나머지 6, 9, 18°N에 북적

도반류가 측정되었다(그림 2-2-7b). 북적도반류뿐만 아니라 북적도해류도 위도상 차지하는 범

위가 큰 대신에 Fig. 1에 나타난 것 과 같이 하나의 축을 가지고 일정하게 흐르기 보다는 여러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2017년과 2018년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라. 요약 

   2017년과 2018년의 131°E를 따르는 북적도해류 횡단관측을 통하여 기존에 알려진 수온약

층 하부의 북적도반류가 6, 9, 13, 18°N에 축을 이루며 동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온약층 

상부의 북적도해류도 하나의 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3개 이상의 축을 이루며 서향하고 있었

다. 26.8  에서 27.2 의 용존산소최대층이 6°N 에서 9°N 범위에서 시계방향의 소용돌이

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층의 염분은 2018년에 2017년 보다 더 높았는데 2017년은 

약한 라니냐 2018년은 약한 엘니뇨 시기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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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2-2-6. 2018년 11월 18-30일 기간의 관측 결과 남북방향 관측선상 (a) 포텐샬 수온, (b) 염분, (c) 

용존산소 및 (d) 동서방향 지형류(색깔 표시)의 수직분포. 실선은 밀도( )를 나타냄. 지형류 산출을 위한 

무류면은 2000 dbar 임.

                         (a)                                        (b)

그림 2-2-7 6. 2018년 11월 18-30일 기간의 관측 결과 남북방향 관측선상 (a) LADCP 관측 유속 (b) 

SADCP 관측 유속의 수직 분포. 실선은 밀도( )를 나타냄.



- 14 -

2. 저위도 서안경계 해류 시스템 장기 모니터링

가. 장기 계류 시스템

(1) 장기 계류 시스템 및 설치

북서태평양 저위도 서안경계류 시스템(LLWBC)은 지역 및 전지구적인 규모의 기후와 

해양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위도 서안경계 해류 시스템의 일부분인 민다나오 해

류의 장기 변동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민다나오섬의 동쪽 해역(B-line) 위도 8°00´N, 

경도 127°58´E의 수심 4800 m에 “I” 형태로 2017년 11월 22일에 장기 유속 관측을 위

한 계류 시스템(MC2)을 설치하였다(그림 2-2-8). 현장에서 시스템은 수심 501 m에 150kHz 

ADCP를 상향으로 설치하여 400 m 범위에서 8 m 간격으로 30분 평균된 유속을, 단층 유속

계는 침강입자 플럭스 채집기(sediment trap)가 설치된 1139 m에 부착하여 중층의 해류를 

10분 간격으로, 수온·염분 관측 장비인 Sea-Bird사의 37SM CTD를 수심 503 m, 1137 m, 

5030 m에 계류선에 부착하여 5분 간격으로 수온과 염분을 관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표 

2-2-4). 관측을 마친 후에는 계류선에 부착된 모든 장비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미국 

Benthos사의 심해용(12,000 m) 음파분리기(AR-865: Acoustic Release Transponder) 2대를 계

류선 최하단에 병렬로 부착하였다. 계류에 사용된 계류선은 6.8-8.4 ㎜의 와이어 로프와 

7~12 ㎜ SuperMax 로프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해류가 강하고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계류

선의 회전성이 커질 수 있는 수심층과 체적이 커 밀림(Drag) 계수가 높아지는 수심층에는 

계류선 꼬임에 의한 절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6.8-8.4 ㎜ 코팅 와이어 로프를, 유속

이 약하거나 관측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수심층에는 SuperMax 로프를 사용하였다. 계류 

시스템 연결부에 사용되는 강철 재질의 슬링링(sling ring), 샤클(shackle), 체인(chain)은 용

융 도금하여 해수에 의해 부식되어 계류선이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어느 부분

이 절단되더라도 장비가 가라앉지 않고 직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 306kg의 49″ 

플로팅 부이와 25.4 kg의 부력을 가지는 17″유리 부이 15개를 배치하였다. 최상부와 최하

층부에는 5톤용 스위블(swivel)을, 계류선 중간 부분에 유속 관측 장비가 연결되는 위치에

는 3톤 스위블을 사용하여 계류선의 꼬임 현상을 방지하였다.

2017년 11월 22일 계류 설치 목표 위치(4800 m)에서 남서쪽으로 5.0 km 떨어진 거리에

서 1 ~ 2 km/h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3시간 이동하면서 목표 수심에 계류 시스템을 설치하

였다. 계류 시스템 설치 후 무게추 투하 정점에서 1.5km 떨어진 3개 정점에서 선박과 계류 

시스템 최하단에 설치된 음파분리기와의 거리를 확인하였다. 계류 시스템 설치 해역은 수

심 변화가 큰 해역으로 목표 위치에서 0.5km 북동쪽에 설치되었고, 목표 수심보다 100 m 

가량 깊은 수심에 계류 시스템이 위치하면서 관측 장비의 설치 수심들이 깊어졌다(그림 

2-2-9).



- 15 -

(2) 계류 시스템 손실과 회수

민다나오 해역에 설치한 계류 시스템(MC2)은 2017년 11월에 설치하여 2년 동안 이 해역

의 해류를 관측하고 2019년 11월 회수를 하여 장기간의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9년 1월 필리핀 어업 관계자에게서 계류 시스템의 일부분을 발견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계

류선이나 연결부의 이상을 확인하였다. 발견된 장비들은 민다나오섬의 발견자에 의해 1차적

으로 보관 및 정리가 되었고, 정리된 장비들은 필리핀대학교 해양연구소에 인계하여 보관하

였다. 필리핀대학교에 보관 중인 관측 장비는 501 m, 1137 m에 설치되었던 150kHz ADCP 및 

단층 유속계(Aquadopp)와 503 m, 1139 m에 설치되었던 CTD 2대로, 1200 m 이하에 설치되었

던 관측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음향분리기의 오작동보다는 해양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여

러 가지 원인(쓸림, 부식 등)에 의해 계류선이나 연결부 부품 이상으로 계류선이 무게추와 분

리된 후 표층으로 부상하여 발견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류 시스템 하부의 회수되지 않은 계

류선과 음향분리기를 회수한 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대학교에 보관 중인 관측 장비들은 2019년 8월 방문하여 관측 자료를 획득하고 장

비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관측 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 11

개월간의 관측 자료를 획득하였다. 

MINDANAO : 2017/11/21 8° 00.313’N, 127° 58.228’E (ENABLE 5087 m)

EQUIPMENT S/N
MEASURING TIME 

(GMT)
DEPTH

(m)
SAMPLE INTERVAL / 

INFORMATION

150kHz ADCP 24538 2017/11/21- 2018/11/01 500 30 min / 8m

MicroCAT 10236 2017/11/21- 2018/11/01 924 5 min

Sediment trap ML12304 924 schedule

Aquadopp 14037 2017/11/21- 2018/11/01 2059 10 min / SD CARD

MicroCAT 9617 2017/11/21- 2018/11/01 4040 5 min

MicroCAT 10235 5476 5 min

ACOUSTIC 
RELEASE

865A

60035 5035
RX:11.0 KHZ, TX:12.0 KHZ 
ENABLE : D RELEASE : F

60036 5035
RX:11.50 KHZ TX:12.00 KHZ 
ENABLE : E RELEASE : G

표 2-2-4. 계류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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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MC2 지점의 계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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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계류 지점 삼각측량 결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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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 계류 자료의 초기 분석

(1) 자료의 개요 및 수심 변화

계류 시스템의 각 장비에 기록된 수심자료의 변동을 통해 확인한 유효 관측 기간은 

2017년 11월 20일 10:00시 부터 2018년 11월 1일 21:00시 까지 약 1년간 이었다. 이 기간은 장

비가 해저에 안착하여 약 30분 경과한 후부터 계류선이 절단되어 부상하기 직전까지의 기간

이다. 기간 중 모든 장비는 동일한 위상의 수심 변동이 나타났는데 최상단의 CTD의 경우 최

대 300 m 정도까지 수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10). 원시자료(그림 2-2-10의 

상단)를 보면 계류선이 경사 없이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CTD는 약 610 m의 수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설계했던 수심에 비하여 약 100 m 정도 깊어진 결과이

다. 계류 정점은 해산 인근으로 해저경사가 큰 해역이며 현장에서 계류직전 5087m의 수심을 

확인하였으나 계류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위치변동으로 계류시스템이 더 깊은 수심

에 설치되었을 수 있다. 명확한 상황은 해저에 아직 남아 있는 장비들이 회수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계류선은 어느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기울어져 있었다. 원시자료에

서 가장 깊어진 깊이는 약 360 m로 2017년 12월 중순경에 나타났다. 계류선의 전체 길이가 

약 4600 m 임을 고려하면 계류선의 최대 경사는 약 23°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시자료

에서 나타나는 단주기 변동성분은 주로 조석주기의 성분으로 이를 25 시간 이동평균하여 분

리하였다. 조석이 제거된 성분 (그림 2-2-10의 중단)은 개략 수 십 일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100 m 정도의 깊이로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최대 깊이는 2018년 8월 하순에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수심의 변화는 이후 설명할 해류의 유속의 강화와 비교적 일치한다. 단주기 조류에 

의한 변동 (그림 2-2-10의 하단)은 ± 100 m 정도의 범위에서 수심 변동으로 나타났다. 특이

한 것은 조류에 의한 단주기 변동특성은 장주기 경사가 약한 시기 (예로, 2018년 7월 1일경)

에는 거의 없으며 장주기 변동이 강한 시기에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조류의 유속만으로는 계류선이 기울어지지 않으나 해류가 강하여 계류선이 기

울어진 상태에서 조류의 변동은 계류선 경사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수심의 변화 특성은 1139 m에 설치되었던 CTD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장비의 수심 변

동 위상은 거의 일치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저에 가까웠던 장비에서 그 변동 크기에 약간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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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수심 610 m에 설치한 CTD의 위치 수심의 시계열. (상) 원시 자료, (중) 1일 이

동 평균 성분 및 (하) 고주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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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온·염분의 변화

계류 시스템에 장착된 두 대의 CTD를 이용하여 수온과 염분의 장기 변동을 분석하였다. 

전 기간 중 두 장비의 최저 수심은 610 m (CTD1)와 1256 m (CTD2)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를 

계류선이 연직 경사 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하였다. 그림 2-2-11은 두 CTD의 5분 간

격 원시자료를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장비의 수심은 동일한 위상으로 변동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층의 수온과 염분의 변동을 보면 강한 단주기 변동과 함께 장

주기 변동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상층에 있는 CTD1이 CTD2에 비해 고온 저염의 특성

을 보이며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단주기 변동은 주로 수 시간 이내의 짧은 변동성이며 

CTD1의 경우 단주기 변동은 대체로 수온 0.5℃ 이내, 염분 0.1 psu 이내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단주기 변동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5시간 이동평균을 적용하였다 (그림 

2-2-12). 단주기 성분이 제거된 수온과 염분의 변동성도 원시자료와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상

층에 있는 CTD1이 CTD2에 비해 고온 저염의 특성을 보이며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다

만, 수 십 일 정도의 주기의 일정하지 않은 장주기 변동이 복잡하게 나타나며 대체로 수심이 

깊어지는 시기에 수온이 감소하고 염분이 증가하는 특성이 보인다. 이는 이 해역의 400~2500 

m 층에 영구수온(염분)약층이 형성되어 장비의 수심변동에 따라 연직수온(염분) 변화가 관측 

자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심 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22일 현장에서 약 30 Km 거리의 정점 (B03)에서 CTD로 관측된 수온, 염분의 연

직구조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보정을 위해 먼저 B03 정점의 수온과 염분의 연직구조 

자료에서 원래 CTD가 설치되었던 특정 수심 (610 m 또는 1256 m)과 그 이하 층의 수심 차이

별 수온/염분 편차를 구하였다. 이후 계류 시스템 설치된 CTD에 관측된 각 시간별 수심을 이

용하여 수온과 염분의 편차를 관측된 수온, 염분에 더해 보정된 수온과 염분을 구하였다. 

보정된 자료는 보정 이전에 비해 대체로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줄고 수온이 증가하는 경

향이 있다 (표 2-2-5). 이는 보정 이전의 관측 자료는 최초 목표했던 특정수심과 최대 300 m 

정도의 아래 수심 사이에서 관측된 것으로 특정 수심으로 보정함으로서 수심이 얕아지는 효

과에 의한 것으로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CTD1의 경우 보정 후 염분이 미소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비교에 사용된 B03 정점의 염분 연직구조를 보면 600 m 부근에 염분 

최소층이 존재하며 600 m 에서 900 m 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염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심이 보정된 수온과 염분의 시계열 자료 (그림 2-2-13)를 보면 대체로 효과적으로 수심 

변화의 영향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CTD2의 경우는 수심변화에 의한 영향이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 그러나 CTD1의 경우는 수심변화의 영향이 일부는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다. 이는 보정을 위해 사용된 수온, 염분의 연직구조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가정이 

1000m 이하에서는 대체로 유효하지만 600m 정도의 수심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연직구조의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온의 보정 결과 (그림 2-2-13 중간)를 보면 2018년 

1~2월에는 CTD1은 평균에 대해 –0.4 ℃ 정도 저온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이 시기 CTD2는 

0.3℃ 정도 고온의 특성을 보인다. 즉 이 시기의 두 증 사이 수온의 연직구배는 평균에 비해 

작은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2018년 4~7월 동안은 대체로 평균에 비해 연직구배가 큰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주로 상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수온 변동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현장 관측 수온과 염분의 연직구배 자료를 이용한 방법이 완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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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전체적인 수온과 염분의 변동을 이해하기에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

후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측 해역의 수괴 분포 특성과 염분최소층의 수심변화 등을 

고려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2-2-5. CTD 자료 통계

Equipments 
Raw 1-D MA1 1-D MA1 + DC2

Min. Max. Avg. Min. Max. Avg. Min. Max. Avg.

CTD1

610 m

Temp.
(℃)

4.6514 6.9215 6.0524 4.8626 6.6748 6.0524 5.6691 6.7985 6.2906

Sal.
(psu)

34.4288 34.5960 34.5237 34.4867 34.5439 34.5237 34.4877 34.5411 34.5246

CTD2

1256 m

Temp.
(℃)

2.9147 4.3273 3.6505 3.0015 4.1368 3.6505 3.5058 4.1985 3.8093

Sal.
(psu)

34.5136 34.6278 34.5730 34.5605 34.5889 34.5730 34.5555 34.5807 34.5684

11-D MA: 1-Day moving averaged
2DC: Depth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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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CTD 원시 자료의 수온, 염분 및 위치 수심 시계열. 



- 23 -

그림 2-2-12. 1일 이동 평균 CTD 자료의 수온, 염분 및 위치 수심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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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1일 이동 평균 CTD 자료의 수심 보정 후 수온, 염분 및 위치 수심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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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층 유속의 변화 (AquaDopp) 

단층 유속의 장기 변동을 관측하기 위해 계류선 1124 m에 장착된 AquaDopp의 수심 변

동은 바로 상층에 설치된 CTD2와 거의 같은 특성을 보였다. 장비에 기록된 최저 수심은 1242 

m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0 m 정도 더 깊게 나타났다. 

그림 2-2-14는 AquaDopp으로 관측된 10분 간격의 동서 방향 유속성분(U-comp.). 남북 

방향 유속성분(V-comp.) 및 전체 유속의 시간 변동이다. 대체로 10 cm/s 정도의 단주기 변동

이 강하며 20 cm/s 정도의 수 십 일 주기 장주기 변동이 혼합된 특성을 보여 준다. FFT (Fast 

Fourier Transform) 분석으로 계산된 유속의 주파수 특성을 보면 단주기 변동에서 가장 유의

한 성분은 반일주조와 일주조의 조류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15). 또한 wavelet 

분석으로 본 시간적인 변동 특성을 보면 FFT 분석에 나타나지 않았던 2~4일 주기의 성분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유속이 강한 시기와 비교적 일치한다(그림 2-2-16). 북위 8°에 위치

한 이 정점에서의 관성주기는 약 3.6일로 2-4일 주기의 변동성은 관성진동의 영향으로 추정

된다. 전체 자료 기간을 포함한 FFT 분석에서 이와 같이 변동이 분석되지 않는 것은 이 변동

이 시기별로 다른 위상으로 발생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주파수 특성에서 조류 성분이 유의한 크기로 나타났음에도 조류의 정량적인 분석은 계류

선의 수평 이동으로 어려움이 있다. 만약 계류선이 100 m 정도의 연직 이동이 있고 계류선이 

일직선을 유지하며 기울어져 있다면 해저에서 4000 m 떨어진 위치는 수평으로 약 900 m 이

동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비의 수평 이동은 실제와 다른 상대 유속의 변화를 초래한

다. 약 12 시간 반일주조 주기의 변동이라면 약 4 cm/s의 진폭으로 계산되고 이는 조류에 비

하여 무시하기 어려운 정도의 크기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계류선의 수평 이동은 실

제 조류와 다른 진폭과 유상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류분석에서는 큰 불확실성이 

있다. 다만 주기가 2일 이상의 변동이라면 계류선의 수평이동 효과에 의한 영향은 1 cm/s 이

하로 감소하기 때문에 2일 이상 주기 성분 분석의 불확실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25 시간 이동평균으로 조류 성분을 제거한 유속의 변동특성은 수 십일 주기의 장주기 변

동이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2-2-17). 전 기간 평균 유속은 동서 및 남북 방향 각각 –1.37 
cm/s,  cm/s로 북북서 방향이었다. 가장 강한 유속은 2018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까지로 30 

cm/s 이상으로 강한 북향 해류로 나타났다. 이 외에 2017년 12월경(북동향), 2018년 2월(남남

서향) 그리고 2018년 4월(남남서향)에 20 cm/s 이상의 유속이 나타났다. 유속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시기에는 수심의 변동도 대체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심의 변동이 강한 유속

과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로 2018년 6월 초순 100 m 정도의 큰 수심 변동이 짧은 시

간 나타났는데 이 시기의 유속은 10 cm/s 미만으로 전체적으로도 유속이 약했던 시기에 해당

한다. 계류선의 경사가 이 수심의 유속과 잘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른 수심층에서의 유속에 

변화로 이 층의 수심의 변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1242 m 수심의 단층에서 관측된 해류자료에서는 비교적 유의한 조류의 존재와 

관성진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강한 수 십일 주기의 해류변동 특성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비교적 강한 장주기 해류가 발생하는 시기에 계류선의 상하 그리고 수평 이동

이 발생하며 수심변동과 유속의 변화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장주기 해류성

분의 경압 성분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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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AquaDopp 유속계 원시 자료의 위치 수심, U(동서방향) 와 V(남북방향 

성분 및 유속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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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수심 1,242 m에 설치한 AquaDopp 유속계의 유속자료 파워스

펙트럼 밀도.  

그림 2-2-16. AquaDopp 유속계의 정규화한 유속자료 wavele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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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AquaDopp 유속계의 1일 이동 평균 자료의 위치 수심, U(동서방향)와 V

(남북방향) 성분 및 속도 시계열. 

(4) 상층 유속의 변화 (ADCP) 

계류선 501 m에 장착된 ADCP 자료로부터 상층 유속의 연직구조 변동을 분석하였다. 

ADCP에 기록된 수심자료는 전체적으로 다른 장비의 자료들과 달라 관측 수심은 1.5 m 하단

에 설치된 CTD1의 수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설치 수심으로 608 m 층으로 계산된다. 

150 KHz 주파수를 사용하여 30분 시간 간격, 8 m 연직 공간 간격으로 50개 층의 유속을 관측

하여 최대 400 m 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그림 2-2-18은 ADCP로 관측된 30분 간격의 동서 방향(U-comp.)과 남북 방향 유속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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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omp.)의 시간 변동을 보여 준다. 시간에 따른 유속의 변동과 함께 장비로부터 관측 영역

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ADCP와 가까운 하층의 경우 연직 방향으

로 비교적 균질한 유속 구조를 보이는 반면 장비에서 먼 상층에서는 노이즈로 보이는 자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각 층의 동서, 남북 성분에 대한 최소, 최대 및 평균유속을 각 층에서 

취득된 자료의 숫자와 비교해 보았다(표 2-2-6). 장비로부터 거리가 먼 상층으로 갈수록 자료

의 취득 숫자가 줄어들고 다른 층들에 비해 일관적이지 않은 최대, 최소 그리고 평균값이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초기 분석에서는 결측이 없는 30번째 층 (장비로부터 244.32 m)까지의 자

료만을 이용하였다. 전 층에서 동서 방향 유속성분은 최소 –56 cm/s에서 최대 53 cm/s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유속은 –3.4 ~ -6.0 cm/s 범위로 상층으로 갈수록 서향성분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방향 유속성분은 최소 –42 cm/s에서 최대 75 cm/s 범위에 있었고 평균유속 

3.1 ~ 3.6 cm/s 범위로 15번째 층 (장비로부터 124.32 m)에서 가장 강했다. 결과적으로 상층에

서는 북서서향의 평균유속이 그리고 저층에서는 북서향의 평균유속이 나타나 1242 m의 단층 

해류 관측 자료보다는 평균유속이 강하고 방향도 더 서향에 가까웠다. 

각 층별 유속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석에서는 30번째 층까지의 수심평균 유속을 

분석하였다. 그림 2-2-19는 ADCP로 관측된 수심평균 유속의 시간변동을 보여준다. 대체로 

10 cm/s 정도의 단주기 변동이 강한 것은 AquaDopp 유속자료와 유사하지만 장주기 변동 특

성은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ADCP의 수심평균 장주기 성분은 AquaDopp의 장주기 성분에 비

해 더 크며 변동 패턴도 다르게 나타난다. 단주기 조류 성분을 제거한 25 시간 이동평균 자료 

(그림 2-2-20)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보다 명확해 진다. 최강 유속은 2018년 8월 하순 무렵에 

66 cm/s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북북서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강한 북향의 해류가 지속

되었다. 또한 30 cm/s 이상의 강한 유속이 나타나는 시기는 2017년 11월 하순 (북동향), 2018

년 4월 초순 (남서향), 2018년 8월 (북북서향 또는 북향) 그리고 2018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

순 사이 (남서서향)로 훨씬 길어져 평균 유속이 증가하였다. 수심의 변동과 유속의 관계도 상

대적으로 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8년 6월 초순에 30 cm/s에 가까운 유속이 나타나 이 

시기 수심의 수심변동과 비교적 유사하다. 이를 볼 때 계류선의 경사는 대체로 상층의 상대

적으로 강한 유속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정점에 약 100 Km 서편에 위치한 저위도 서안경계류 관측 및 분석 결과 (Hu et al., 

2016)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초기 분석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민다나오 해류체계의 중

심 부근에서 관측된 Hu et al. (2016)의 결과에서는 300 m 보다 얕은 수심에서는 남향의 민다

나오해류(Mindanao current)가 최고 100 cm/s 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300 m 보다 깊

은 수심에서는 북향의 민다나오잠류(Mindanao under current)가 최대 20 cm/s 이상으로 뚜렷

한 구조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점에서는 상층에서 최대 유속이 66 cm/s 정

도이며 유향도 북북서향 또는 북향으로 MC 또는 MUC의 특성으로 보이는 흐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1242 m 이하의 유속이 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유향이 비교적 유사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정점은 MC의 주축에서 거리가 있는 외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

며 MC의 영향 범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절 

변동보다 짧은 장주기 성분의 변동과 관성진동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수치모델 결과를 

이용한 역학 과정에 대한 해석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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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ADCP 원시자료의 U(동서방향)와 V(남북방향) 성분 유속의 수직분포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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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6. ADCP 자료의 관측 수심별 유속 통계

Bin 

#

Depth

(m)

Number 

of data

U-component V-component 

Min. Max. Avg. Min. Max. Avg.

1 12.32 16533 -46.30 51.20 -3.41 -38.80 60.30 3.13
2 20.32 16533 -50.00 53.20 -3.56 -36.70 60.00 3.13
3 28.32 16533 -47.40 52.30 -3.66 -38.00 61.20 3.17
4 36.32 16533 -48.10 50.70 -3.78 -36.90 60.90 3.22
5 44.32 16533 -49.00 51.90 -3.92 -37.90 62.60 3.27
6 52.32 16533 -48.80 51.10 -4.08 -37.50 63.90 3.30
7 60.32 16533 -48.60 48.80 -4.21 -36.10 65.00 3.34
8 68.32 16533 -48.10 46.20 -4.35 -35.50 63.40 3.37
9 76.32 16533 -48.60 45.10 -4.44 -35.80 64.00 3.38

10 84.32 16533 -50.00 44.40 -4.49 -37.90 66.50 3.41
11 92.32 16533 -50.20 42.80 -4.54 -37.70 65.80 3.48
12 100.32 16533 -52.00 43.40 -4.58 -38.40 67.60 3.52
13 108.32 16533 -51.90 47.00 -4.63 -39.30 70.30 3.56
14 116.32 16533 -51.50 48.90 -4.70 -38.40 71.40 3.62
15 124.32 16533 -52.70 47.20 -4.78 -38.60 72.60 3.64
16 132.32 16533 -52.10 44.60 -4.85 -38.40 72.20 3.62
17 140.32 16533 -53.00 44.30 -4.92 -37.60 72.40 3.60
18 148.32 16533 -54.50 42.60 -4.99 -39.60 72.70 3.60
19 156.32 16533 -54.80 41.30 -5.03 -39.20 72.30 3.61
20 164.32 16533 -55.50 40.90 -5.11 -40.30 71.80 3.60
21 172.32 16533 -54.40 42.80 -5.20 -39.80 73.20 3.58
22 180.32 16533 -56.10 42.20 -5.29 -37.10 73.70 3.55
23 188.32 16533 -54.50 41.00 -5.39 -38.70 74.60 3.52
24 196.32 16533 -56.50 39.50 -5.50 -40.10 74.60 3.51
25 204.32 16533 -56.00 42.00 -5.60 -39.00 72.50 3.48
26 212.32 16533 -56.10 40.60 -5.67 -42.80 74.10 3.46
27 220.32 16533 -52.80 39.80 -5.76 -40.70 72.30 3.45
28 228.32 16533 -51.80 38.90 -5.84 -40.20 74.10 3.42
29 236.32 16533 -52.40 41.00 -5.93 -42.30 72.50 3.39
30 244.32 16533 -52.90 40.40 -6.03 -41.70 71.80 3.34
31 252.32 16531 -52.30 38.90 -6.11 -41.50 71.00 3.31
32 260.32 16505 -64.10 38.70 -6.23 -54.30 71.80 3.23
33 268.32 16367 -68.60 58.70 -6.26 -54.40 72.80 3.15
34 276.32 15881 -86.30 52.40 -6.34 -64.30 78.70 3.21
35 284.32 14668 -114.00 54.50 -6.29 -70.70 82.50 3.38
36 292.32 12758 -92.10 70.80 -6.11 -77.60 79.60 3.96
37 300.32 10604 -99.00 68.60 -5.80 -76.00 100.60 5.07
38 308.32 8732 -102.30 65.90 -5.26 -82.80 86.50 5.98
39 316.32 7099 -85.10 67.40 -4.55 -106.70 92.10 6.97
40 324.32 5511 -89.50 79.30 -4.46 -74.60 96.80 8.08
41 332.32 4082 -77.10 82.70 -4.44 -72.30 102.00 9.38
42 340.32 3005 -75.50 71.80 -4.94 -68.20 108.60 10.34
43 348.32 2027 -109.20 82.20 -3.91 -68.70 94.70 12.04
44 356.32 1280 -74.10 61.20 -2.60 -56.20 105.70 13.82
45 364.32 803 -69.90 57.00 -1.30 -48.40 81.60 15.67
46 372.32 487 -52.10 45.00 1.41 -49.50 88.60 16.07
47 380.32 296 -56.90 51.00 4.18 -40.90 87.90 15.87
48 388.32 149 -48.40 50.80 5.11 -35.70 61.00 14.34
49 396.32 86 -60.00 45.40 3.68 -32.70 62.20 12.19
50 404.32 36 -61.00 29.30 -3.28 -46.40 55.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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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ADCP 자료의 전층 평균 U(동서방향)와 V(남북방향) 성분 및 속도의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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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ADCP 자료의 전층 평균 및 1일 이동 평균한 U(동서방향)와 V(남북방향) 성분 

및 속도의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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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양 상층 혼합과정 연구 

1. 적도 수온약층 혼합과정 관측  

가. 연구 배경

   해양 또는 대기 순환모델과 기후모델에서 아격자 크기 (sub-grid scale) 현상을 표현하는 것은 

모델링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요한 과정의 하나다. 특히, 아격자 크기의 현상이 

모델링의 목적, 즉, 해양/대기 현상의 재현이나 기후와 관련된 물리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이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기후모델의 경우 구름이나 해양 상층 혼합이 에너지 이동을 지배

하는 물리적 과정으로 이들의 적절한 모수화 방안 제시는 핵심 이슈가 되어왔다. 그동안 해양상층

의 혼합과정에 있어 상층 혼합층에서의 연직혼합 모수화가 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적도 서태평양 상층의 유속장 정밀 관측 결과 적도잠류 (Equatorial Undercurrent)와 북적도반류 

(North Equatorial Counter Current) 의 구조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수온약층 수심대에 많

은 O (10 m) 규모의 유속 시어 (velocity shear) 구조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Richards et al., 2012). 

이러한 구조는 수온약층내에서의 혼합과정이 어떠한 물리적 지배를 받고 있으며 수직적인 에너지 

이동과정에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양순환모델에서 해류

의 축을 중심으로 단순한 유속 시어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던 혼합과정 모수화 방안을 수정한 새로

운 모수화 방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도태평양 수온약층을 포함한 상층

의 혼합과정 연구와 기후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수온약층 혼한과정 모수화 방안 개발을 위한 자

료 확보를 위한 관측을 연구 목적의 하나로 하였다. 

나. 해양조사 

(1) 조사 개요

   조사 해역은 외국 연구자에 의하여 기존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20 여년 이상 시계열 관측이 지

속중인 TAO/Trition 부이 관측망 라인이 있는 해역으로 설정하였다. 1차년도(2009년)에는 예비 조

사의 성격으로 관측 대상해역에 대한 기본적인 물성 및 해류 조사와 함께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내에서의 관측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이후 2차년도(2010년)부터는 미국 

하와이대학 연구팀의 MIXET (Mixing in the Equatorial Thermocline) 사업(2011~2015년)과 공동연구 

형태로 관측을 수행하였다. 표 2-3-1에 1-2단계 기간 중 관측의 개요를 정리하였으며 관측 항목과 

장비는 표 2-3-2에 나타내었다. 그림 2-3-1, 2-3-2는 온누리호를 활용한 2, 3차년도의 관측 지점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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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장비 관측 방법 목적

수온, 염분 CTD 911 정선 수괴 분포 특성

유속, 유향 VADCP (75kHz, 150kHz) 정선, 항해중 해류 특성

유속, 유향 LADCP (300kUz, 600kHz) 정선 유속 미세구조

유속 시어 등 TurboMAP 정선 난류 분석

기상 AWS 정선, 항해중 해양 기상

표 2-3-2. 온누리호 이용 조사시 조사 항목

기간 조사선 비고

1차년도 2009. 10. 31 – 11. 10 온누리호 GAIA 예비 조사

2차년도

2011. 5. 27 – 6. 10 온누리호 GAIA 11 (본 보고서 수록)

2011. 10 Mirai (일본 JAMSTEC) MIXET 조사 (논문)

3차년도

2012. 4 - 5 Kilo Moana (하와이대) MIXET 조사 (논문)

2012. 6. 24 – 6. 30 온누리호 GAIA 12 (본 보고서 수록)

2012. 8 Mirai (JAMSTEC) MIXET 조사 (논문)

4차년도 2013. 10. 25 – 11. 18 Kilo Moana (하와이대)
165°E 상 5°N ~ 2°S 

상층 500 m

6차년도 2015. 7. 31 – 8. 20 Falkor (Schmidt Ocean Inst)

MIEXT 조사 

170°W, 1°N 부근 상층 

500 m (시계열 관측)

표 2-3-1. 태평양 적도해역 상층 혼합과정 연구를 위한 현장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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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2011년 관측 지점.

그림 2-3-2. 2012년 관측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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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분석  

   본 보고서에서는 수온약층 혼합과정 모수화 방안 제시를 위한 관측 자료로서 유용성이 있는 2

차년도 관측 자료의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1) 관측개요

   2차년도 관측 (그림 2-3-1)은 Triton 부이망이 설치되어 있는 156E 상의 5N에서 1S 까지의 남

북방향 관측라인과 0.5°N 상의 154°E에서 158°E 까지 동서 방향 관측라인, 그리고 (156°E, 

0.5°N) 지점에서의 4일간 시계열 관측으로 구성되었다. 관측 항목과 장비는 표 2-3-2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관측 수심은 해수면에서 수심 400 m 까지이다. CTD, LADCP 및 MSP 관측은 매 15′

간격으로 수행되었고 시계열 조사는 3시간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CTD 원시자료는 자료 검증 후 1 

m 간격으로 편집되었고 LADCP는 2 m 또는 4 m 간격의 beam depth로 설정하여 자료를 획득하였

다. MSP (TurboMAP) 조사는 매 관측시마다 2~3회 반복 관측하여 자료의 질을 점검하였다. 

    3차년도 관측은 156°E 상의 5°N에서 적도까지 그리고 158E 상 적도에서 5°N까지 2개의 

남북방향 관측라인으로 구성되었다. 혼합과정 분석을 관측은 156E 상에서만 수행되었고 158E에서

는 CTD와 LADCP 관측만 수행되었다. 

    이들 관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혼합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난류 (turbulence) 변수 산출은 

MSP 로부터의 유속 변형 (시어, shear) 자료를 이용한다. 관측한 유속 변형 자료로부터 혼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난류운동에너지소산율(Dissipation rate of turbulent kinetic energy: ε)을 다

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rawford and. Osborn, 1979).

    

2'  
2

15    úû
ù

êë
é
¶
¶

=
z
une

                                                  

여기서 n 는 동점성계수(Kinematic molecular viscosity), 'u 은 수평유속 이상치, 그리고 

z 는 수직방향의 좌표이다. )(× 은 장비의 통과 관측거리 평균을 의미한다 (예, 3 m). 계

산된 값으로부터 연직 확산계수(vertical eddy diffusivity: Kz )를 추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Osborn (1980)의 수식을 사용하였다. 

     2     
N

Kz eg=
                                                           

여기서 N 은 부력주파수(Brunt-Väisälä frequency, )/(/2 dzdgN rr= )이고 g 는 경험

식을 통해 0.2로 정하였다.

 

(2) 수온 및 염분의 수직 분포 구조: 1차년도 남북방향 단면 자료

    그림 2-3-3은 남북단면상의 수온, 염분 및 밀도 수직분포도이다. 수온은 수심 100 m 까지 29 

℃ 이상의 혼합층이 보이고 약 11 ℃ 까지 수온약층이 분포한다. 수온약층 수심은 북위 1~5도에서

는 100 ~ 250 m 까지 약 150 m의 두께를 보이고 적도잠류가 통과하는 적도에서는 100 m ~ 300 

m 수심에 걸쳐 약 200 m로 두껍게 나타나고 있다. 수온약층 내부에 수직 변형 구배가 약한 얇은 

혼합층들이 존재하는 것이 특이하다. 염분은 전반적으로 남적도쪽의 고염수를 중심으로 북쪽과 상

하 방향으로 염분이 감소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Richard and Pollard (1991) 및 L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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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 (2004) 등에 의해 관측되어진 바와 같이 남북방향의 관입(interleaving) 구조가 140 m ~ 

240 m 수심대에 10 m 내외의 두께의 크기를 가지고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관입 구조는 수온약층 

수심대레서 남쪽의 고염수와 북쪽의 저염수가 혼합되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그림 2-3-4는 LADCP로 관측한 유속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유속 크기는 2.5N – 3 N의 120 ~ 

160 m 수심대의 유속최대 구조와 1°S – 2°N의 180 m ~ 240 m 수심에 보이는 폭넓은 유속최대

층이 나타나는데 이는 각각 북적도반류와 적도잠류이다. 동서방향 성분 유속을 보면 적도잠류의 

구조가 단일 핵이 아닌 세 개의 유속최대값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 남북방향 성분은 북

적도반류와 적도잠류에서는 남쪽방향 유속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a) (b)

(c)

그림 2-3-3. 2011년 5-6월 남북방향 

단면상의 (a) 수온, (b) 염분, (c) 밀

도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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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

그림 2-3-4. 2011년 5-6월 남북방향 

단면상의 (a) 유속, (b) 동서방향 성

분, (c) 남북방향 성분.

그림 2-3-4의 유속 자료로부터 계산한 수직방향 시어의 제곱, S2 = (dv/dz)2 을 그림 2-3-5에 나타

내었다. 수온약층 수심대에서 두께 10 m 크기의 소규모의 유속시어 구조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Richards et al (2012)에 보고된 관측 결과를 뒷받침하여 일시적 구조가 아닌 상시적인 유속 구

조의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6은 MSP (TurboMAP)의 유속 시어자료에서 산출한 난류운

동에너지소산률을 남북방향 수직단면상에 log 크기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이다. 표층 부근의 높은 

값을 제외하면 수온약층수심대에서 군데군데 O(10-8) 의 큰 값이 분포하고 있어 수온약층 내에 혼

합이 활발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높은 값들은 높은 유속시어 값의 분포와 부분적으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규모 의 유속시어 구조가 혼합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염

분분초에서 보인 관입구조의 끝이 나타난 위치도 에너지소산률이 높음을 보여주어 수온약층대 혼

합과정이 다양한 물리적 과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7은 난류운동에너지소

산률과 유속시어 및 수층안정도의 관계를 남북방향 관측라인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도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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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3-5. 남북단면상 (a) 동서성분 및 (b) 남북성분 유속시어 제곱.

그림 2-3-6. 남북방향 단면상의 난류운동에너지소산

률 (log 스케일). 검정색 선은 등온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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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적도태평양 수온약층에서의 난류운동에네지소산률과 shear 및 

buoyancy frequency 관계 (점선 Ri=0.25, 실선: Ri=0.5).

(3) 시계열 관측 자료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정점 (156°E, 0.5°N)에서 3시간 간격으로 반복 관측한 

CTD 자료로부터 도시한 수온과 염분 시계열을 그림 2-3-8에 나타내었다. 그림 2-3-8a의 수온 29 

℃ 등온선이 약 100 m 수심대에 나타나 있고 11.5 ~ 28.5 ℃ 변화를 갖는 수온약층은 약 120 ~ 

270 m 수심대에 나타나고 있다. 수심 180 m를 중심으로 약 20~30 m 두께의 20 ~ 22 ℃ 범위를 

갖는 내부혼합층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급격한 수온변화 (수직방향 등온선 변화)가 3일 20시 및 4

일 20시 부근에 관측되었는데 이는 해수의 수직방향 이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20 m 이상 상

향 요동이 있었음을 암시해준다. 그림 2-3-8b의 염분은 수온약층대에서 고염과 저염이 반복되는 

층구조가 보인다. 이는 동 수심대의 관입현상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입층 내에서 부

분적인 최대 ( > 35.6 psu) 및 최소 염분값 변화가 있어 흥미로운 관측 결과이다. 수온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4일과 5일 soliton 형태의 수직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 변동의 관측 수심인 

400 m 까지 전층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수심에 따른 위상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9는 LADCP의 반복 관측 자료로 도시한 400 m 수심까지 유속 시계열이다. 수심 

16 ~ 300 m 에 적도잠류인 유속 최대층이 나타나며 40 ~ 140 m 수심대은 유속은 시간에 따라 

약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시간에 따른 변화는 전층에 걸쳐 반일 주기 성분의 변화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바 최대유속은 70 cm/sec 이상까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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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3-8. (156E, 0.5N) 지점에서 4일 동안의 (a) 수온 및 (b) 염분 시계열.

 이러한 변화는 동서방향 성분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며 변화 강도가 처음 2-3일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변화는 반일주조 성분이 우세한 조석 특성 때문일 것

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것은 수심대에 따라 유속 변화 방향이 달라 40 ~ 80 m 에서는 동향, 

80 ~ 140 m 에서는 서향, 150 ~ 340 m 에서는 동향류가 반복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점이

다.  남북 방향 성분을 보면 40 ~ 180 m 수심대에서 초반에는 상부에 남향류 후반에는 하부에 

북향류가 더 크게 보이고 있다. 그림 2-3-10은 유속 시어 제곱의 시계열로 동서방향 유속의 

시어 소규모 구조는 는 140 ~ 200 m 수심대에서 강하게 밀집되어 있고  남북방향 유속의 시

어는 조금 더 폭 넓은 수심대에 약하지만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유속 시어구조는 반복하여 

단속적으로 발달되는 것처럼 관측되었는데 이것이 관측 시간 간격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수

온약층내 소규모 유속 시어 구조의 위치는 수온약층내 수온혼합층, 염분의 최소 및 최대 층구

조와 각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기작이 복잡한 양상이다.    

   난류운동에너지소산률의 시계열 자료(그림 2-3-11)를 보면 160 ~ 200 m 수심대에 높은 값

의 띠 구조를 보인다. 이는 수온약층내 혼합층 수심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온약층내 

수온혼합층에서 난류 혼합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수온약층 수심대에서 소

산률 최대치는 수온혼합층내의 수심과 염분 관입구조층의 수심과 동시 상관성이 있어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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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3-9. (156°E, 0.5°N) 지점에서 4

일 동안의 (a) 유속, (b) 동서 방향 유속 성

분 및 (c ) 남북 방향 유속 성분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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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3-10. (156°E, 0.5°N) 지점에서 4일 동안의 LADCP 자료에서 산출한 유속 시어 (a) 동서 방

향 성분 및 (b) 남북 방향 성분.

그림 2-3-11. (156°E, 0.5°N) 

지점에서 4일 동안의 난류운동

에너지소산률 시계열 (log 스케

일). 검정색 선은 등온선을 나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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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차드슨 수 (Richardson Number)

   리차드슨 수는 밀도경도 (N2) 에 대한 유속시어 (shear, (du/dz)2) 의 무차원화된 비율이며 성

층화된 유체 내에서 수직적 혼합이 일어나는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다. Ri = N2 / (du/dz)2, 이

때 N (N2=g/(d/dz)) 은 부력주파수 (Brunt-Väisälä frequency) 이며 성층을 이루고 있는 유체

에서 유체입자를 수직방향으로 변위 시켰을 때 발생하는 입자의 진동수를 나타내고 부력주파

수는 밀도의 구배가 클수록 즉, 안정도가 높을수록 진동주기가 짧아진다 (Pickard and Emery, 

1990). N2계산에 필요한 g는 중력가속도이고, 는 밀도이다. 유속시어는 수평유속 (u) 의 수직

구배 (z) 로 난류(Turbulence) 강도를 표현해 주면서 물을 섞이게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리차드슨 수가 1/4 보다 작을 때 유속시어가 성층화 되어있는 유체의 경향을 뛰어넘게 되고 

이때 일반적으로 난류가 발생하게 되어 혼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2이 작은 

값을 나타내거나 (du/dz)2이 큰 값을 나타낼 때 리차드슨 수의 값이 작아지게 되고 수직적 혼합

이 일어날 경우가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N2이 큰 값을 나타내거나 (du/dz)2이 작은 값을 나타

내면 리차드슨 수의 값은 커지게 되고 난류 혼합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남북단면 리차드슨 수의 값은 북위 2°에서 북위 5°사이의 표층과 남위 1°에서 북위 2°사

이의 수심 100 m ~ 150 m 구간, 그리고 같은 위도의 수온약층 아래 수심 250 m ~ 350 m에서 

0.25 보다 낮은 값이 나타났다 (그림 2-3-12). 동서단면 에서는 전 경도에 걸쳐 표층에서 값이 

낮게 나오고, 수심 70 m ~ 180 m사이에서 간헐적으로, 그리고 250 m 보다 깊은 수심 대에서 

값이 낮게 나왔다. 수심 180 m ~ 250 m 사이에서는 1보다 큰 값이 약 70 m의 두께 층으로 나

타났다. 시계열 정점에서도 표층에서 낮은 값을 보이고 수심 130 m 층과 180 m 층에서는 간

헐적으로 0.25보다 낮은 값들을 보였다. 250 m보다 낮은 수심 대에서 역시 0.25보다 낮은 값이 

나왔다. 

   공통적으로 리차드슨 수는 표층과 수심 250 m 이하에서 값이 낮게 나와 혼합이 일어날 확

률을 높게 나타내었다. 표층의 경우는 대기와의 관계에 의해 리차드슨 수가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심 250 m 이하에서는 안정도가 낮아져 작은 유속시어 값에도 리차드슨 수가 

0.25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온약층 내에서도 산발적으로 0.25보다 낮은 값을 보

여주고 있으며 저염의 관입구조 경계수심에서도 낮은 값이 나타나 관입현상과 난류상태 사이

에 관련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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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남북단면(상), 동서단면(중), 3시간 간격으로 4일간 연속 

관측한 시계열정점(하)의 리차드슨 수(Richardson number)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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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류 운동에너지 소산율()
   난류 운동에너지 소산율()은 해수의 평균 운동에너지에서 변동 성분인 난류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소산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Crawford and Osborn(1979)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남

북단면의 값은 표층에서 10-7 W/kg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며 수온약층대 에서는 10-7 ~ 10-8 

W/kg 의 크기로 산발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특히 남위 1° 수심 130m 주변과 남반구의 고염수

와 북반구의 저염수가 서로 만나 생기는 염분의 쐐기 형태 구조의 하단 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13). 동서단면의 값 역시 표층에서 10-7 W/kg 이상의 높은 값이 나타나고 수심 100 

m ~ 150 m 사이 27°C 등온선 주변에서 10-7 ~ 10-8 W/kg 사이의 값이 나타나는 층이 보이는

데 이 수심은 적도잠류의 상단부분으로 유속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기도 하다. 시계열 정점의 
값 역시 표층에서 10-7 W/kg 이상의 높은 값이 나타나며 수심 170 m 주변에서 10-7 ~ 10-8 

W/kg 사이의 값이, 300 m ~ 350 m 사이에서는 10-8 ~ 10-9 W/kg 사이의 값을 보인다. 수심 

170 m 주변은 저염의 관입구조가 나타나는 곳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 수심 300 m ~ 350 m 

주변은 적도잠류의 하단부분으로 유속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다.

 값의 분포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표층에서 10-7 W/kg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바람과 같은 대기로부터 운동영향에 의한 난류상태 강화로 높은 값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온약층 내부에서는 염분의 크기가 크게 바뀌는 부분과 유속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곳에서 
값이 높게 나타났다. 염분의 경계에서는 염의 확산과 밀도의 변화로 인한 불안정 상태가 그 원

인으로 보이고, 유속의 경계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두 흐름사이에서의 점성 및 마

찰 등에 의한 불안정 상태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

   유속시어는 표층을 제외하면 값이 높게 나타난 곳에서 유속시어의 값도 모두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값이 높지 않은 곳 에서도 유속시어의 값이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모

든 유속시어의 높은 값이 실제 강한 혼합을 뜻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리차드슨 수는 유

속시어에서 표현하지 못한 표층에서의 혼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동서단면과 시계열정

점의 수온약층대의 값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하지만 남북단면에서 염분 쐐기 구조의 하단에 

나타난 값을 전혀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수심 250 m 이하에서 값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리차드슨 수는 0.25 보다 낮은 값을 보이며 혼합이 일어날 확률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수온약층에서의 정확한 혼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속시어 값을 

LADCP로부터 얻어진 수 미터의 자료가 아니라 미세구조 관측 장비인 TurboMAP을 이용하여 

얻어진 더 조밀한 수직범위의 유속시어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리차드슨 

수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낮은 안정도로 인해 값이 0.25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며 실제와는 다

르게 혼합이 일어날 확률을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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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 남북단면(상), 동서단면(중), 3시간 간격으로 4일간 연속 관측한 

시계열정점(하)의 난류 운동에너지 소산율(turbulent kinetic energy dissipation 

rate)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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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S 다이어그램 및 값
   위에서 단면도 및 등온선, 등염선 등으로 비교해서 보았던 물성분포와 의 관계를 T-S 

Diagram 위에 의 크기에 따라 색을 넣어 어떠한 물성분포 사이에서 값이 높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기위해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남북단면, 동서단면, 시계열정점의 각각의 프로파일에

서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표층부분은 제외하고 수온약층 (100 m ~ 250 m) 에 해당하는 깊

이에서의 값들만 뽑았으며 크기는 log로 표시하였다. 남북단면은 남쪽과 북쪽의 서로 다른 성

질의 수괴가 만나 T-S 다이어그램에도 두 모양의 다이어그램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두 모양의 

다이어그램의 사이 즉 남쪽의 고염수와 북쪽의 고염수가 접하는 곳에서 값이 10-7 ~ 10-9 

W/kg 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14). 동서방향유속의 흐름이 우세한 지역이라 동서단면과 시

계열 정점에는 같은 성질의 수괴가 흐른다. 따라서 T-S 다이어그램 모양도 서로 비슷하게 나

타났다. 이 높게 나타난 곳을 보면 동서단면은 밀도값 약 22에서 24사이인 층에서 염분의 변

화 없이 수온 값이 감소할 때 10-7 ~ 10-8 W/kg 로 높게 나타났다. 시계열정점 에서는 밀도값 

24.2와 25.5 사이에서 관입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저염층과 그 밑의 고염층 사이에서 10-7 ~ 

10-8 W/kg 로 높게 나타났다. T-S 다이어그램에 나타는 결과는 앞에서 단면도에서 확인했던 것

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 유속시어(Shear)와 리차드슨 수, 의 비교

   유속시어와 리차드슨 수, 의 관계 역시 그래프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았다. 그림 

2-3-15는 남북단면, 동서단면, 시계열 정점 각각의 프로파일에서 수온약층 (100 m ~ 250 m) 에 

해당하는 깊이에서의 을 나타낸 것이다. 을 S2(유속시어)와 N2(안정도)축에 맞추어 나타내었

다. 크기는 log로 표시하였다. 빨간 실선은 리차드슨 수 0.25를 나타내고 점선은 0.5를 나타낸

다. S2 값이 높다는 것은 유속의 수직 구배가 크다는 것으로 해수의 상하층간 흐름이 달라 해

수의 변형을 일으키며 깨트리기 쉬워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N2 값이 높다는 것은 밀도의 수직 

구배가 커서 강한 성층을 이루고 있어 위아래로 잘 섞이지 않고 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리

차드슨 수는 값이 작을수록 난류가 발생하여 혼합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Mackinnon and Gregg, 2005). 남북단면과 시계열 정점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값이 큰 값을 나

타낼수록 유속시어 값이 높고 리차드슨 수의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물성분포와 

유속분포로부터 계산하여 얻어진 혼합에 대한 정보가 실제 관측치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동서단면의 그래프에서는 의 분포가 유속시어와 리차드슨 수에 관계없는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단면도를 통해 유속시어와 리차드슨 수, 을 비교했던 결과와 마찬가

지로 유속시어나 리차드슨 수가 모든 을 명확히 표현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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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T-S 다이어그램에 난류 운동에너지 소산율()을 나타내었다. 남북단면(상), 동서단면(중), 

3시간 간격으로 4일간 연속 관측한 시계열정점(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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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유속시어와 안정도 및 의 관계. 남북단면(상), 동서단면(중), 3시간 간격으로 4일간 연

속 관측한 시계열정점(하) 순이다.

(8) 수직확산계수

   적도해역의 순환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모델 개선에 활용될 수 있고 혼합과정 

모수화에 필요한 연직 확산계수(Kz)를 계산하였다. 난류 변수값 은 미세구조 관측 장비로  획

득한 값을 사용하였다. 확산계수 계산에는 Osborn(1980)이 제시한 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에는 경험식에 의해 0.2를 넣고, N은 부력주파수를 나타낸다. 

   연직 확산계수를 계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그림 2-3-16). 극 표층은 제외하고 

50 m ~ 250 m 사이에서의 값이다. 빨간 선은 남북단면, 녹색 선은 동서단면, 파란색 선은 시

계열 정점의 값이다. 검은색은 모든 관측 값을 평균한 것이다. 크기는 log로 표시하였다.  대기

의 영향을 많이 받는 표층부분은 제외하였으나 여전히 약 수심 70 m 까지는 영향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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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m2s-1 이상의 큰 값을 보인다. 수심 100 m ~ 250 m 사이의 수온약층대 에서는 10-5 m2s-1 

이하의 값들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태평양에서 난류 관측을 통해 엘니뇨(2009년 12월)와 라니

냐(2010년 12월)기간에 연직 확산계수 값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는데(Richards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얻어진 확산계수를 비교해 보면 그 수직분포가 엘니뇨기간과 라니냐기간 사이에 위

치해 있다(그림 19). 본 관측이 수행된 기간은 2011년 6월로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아닌 기간

으로 확산계수의 수직분포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관측결과와의 비교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상층 혼합과정 모수화 

    미세유속구조(small vertical scale flow features)의 유속시어에 의한 난류 분석 (하와이대 

MIEXT 사업 공동 연구) - 미세 유속구조 2012년 본 연구의 관측과 하와이대/ JAMSTEC의 관

측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이러한 미세 유속구조에 기인한 유속

시어, 수층 안정도 및 난류운동에너지소산율 사이에 강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 연직확산계수

는 특정 Richardson 수에서 ∝
 (u는 velocity scale)로 모수화하여 제시하였다. 상세 과정

은 Richards et al. (2015)에 수록되었다. 

그림 2-3-16. 확산계수의 수직분포. 빨간 선은 남북단면, 녹색 선은 동서단면, 파란색 선은 시

계열 정점, 검은색 선은 모든 값을 평균한 것이다. 크기는 log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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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TD 자료 활용 수직 확산계수 추정 개선

가. 연구 개요

   해양 내부의 혼합과정 이해, 해양 내 에너지 및 물질 수지, 해양순환/기후모델의 개선에 연

직확산계수 산출은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까지 비교적 정확한 확산계수의 계산은 본 과제의 

관측에서처럼 미세 유속시어 측정 자료가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관측에 의한 

수직혼합계수 추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CTD나 ADCP 자료로부터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Thorpe-scale을 이용한 방법(Thorpe, 1977)은 대표적인 간접 산출 방법이지만 

최근 남극해 등에서 사용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절에서는 수직혼합계수를 추정

하는데 CTD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CTD 자료를 이용하여 수직혼합계수를 산출하는 방

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나. 자료 및 초기 처리

   KEOPS2 프로젝트에서 2011년 10-11월에 남인도양 관측시 획득한 CTD 자료와 미세구조 관

측자료 (TurboMAP MSP)를 이용하였다 (Park et al., 2014). CTD 자료로부터 수직혼합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Thorpe scale을 분석할 때 원시자료를 이용하게 된다. CTD 자체의 전기적 자

료 기록 특성에서부터 선박의 흔들림에 따른 압력 자료의 오류까지 모든 오류 요소를 고려하

여 원시자료를 처리한다. 상세한 처리과정은 Park et al. (2014)에 설명하였다. 

다. 결과

   두 가지 모수화 방안 (Osborn, 1980; Shih et al. 2005)을 CTD의 수온 및 염분 자료에 적용

하여 수직확산계수 계산 결과와 미세구조 관측자료로부터 산출한 수직확산계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CTD 자료로부터 산출한 수직확산계수는 확산모수화와 overturn 계수 (Shih et al., 

2005)의 선택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17). CTD 자료의 선처리를 잘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Osborn 방법보다 모수화 방안이 세분화 된 Shih의 방법의 활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18, 2-3-19). 특히, 이 결과는 적도 태평양 관측 자료에 적용 

가능하며 향후 적용 비교 예정이다. 상세한 분석 과정은 Park et al. (2014)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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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 (a) CTD 관측 자료에 나타난 밀도 역전 구조의 예. (b) Thorpe scale 분석의 예. (c)  

Overturn ratio 분석의 예.  

그림 2-3-18. 그림 3.22와 동일한 CTD 자료에 두 overturn ratio (R0) 경우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직확

산계수. R0=0.2의 경우가 0.25의 경우보다 확산계수를 과다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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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a) Osborn 모수화, (b) Shih 모수화 방안으로 Thorpe-scale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직확

산계수와 TurboMAP 관측자료로부터 계산한 수직확산계수의 비. (c)와 (d)sms (a)와 (b)의 평균 값을 나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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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측 자료의 예측시스템 자료동화 활용 개선

   예측모델에서 필수적인 요소기술은 자료동화다. 현재 해양자료동화의 경우 인공위성 관측 

해면고도자료, Argo 자료, TAO/Triton 관측망 자료 등이 활용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향후 해

양자료동화의 활용되는 자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대륙 근접해역의 위성관측 해수면 염분자

료 활용성 개선을 위한 연구와 서태평양 적도해역에서의 표층뜰개 투하 부분을 기술하였다.

1. Aquarius 위성 염분자료 활용

가. 연구 개요

   Aquarius 위성으로부터 해수면 염분(SSS) 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며 연안으로부터 10픽셀(1500 

km) 이내의 경우 자료 활용을 위한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향후 해양 자료

동화에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수면 염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동중국해의 경우를 선정하

여 자료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자료

   위성관측 해수면 염분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5-9일과 2012년 9월 23-28일 1

주일 기간에 동중국해에서 관측된 CTD를 이용하였다 (그림 2-4-1). 동 관측 기간 동안의 기상 

상태를 확인하여 강우에 의한 해수면 염분 변화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였다. 또한, CTD 관측시 

해수면의 관측은 이루어지지 않고 수심 0.5~5 m에서 최초 자료가 획득되기 때문에 관측 기간 

동안의 혼합층 두꼐와 풍속을 고려한 자료 오류 점검을 하였다.  또한, 위성관측 해수면 염분 

자료의 변동성 검증을 위하여 양자강 담수 유입을 고려한 순환 모델 (Moon et al., 2010) 결과

를 이용하였다.

다. 결과

   동중국해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1 Aquarius pixel (150 km) 내에서는 육지의 복사 영향의 강

하여 위성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보다 떨어진 해상에서는 주파수 간섭 (radiofrequency 

interference: RFI)의 영향으로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상태다. Unfiltered RFI 영향은 ascending 

orbits 자료가 descending track 자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는 

ascending track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중국해 현장에서 관측한 CTD 관측의 염분 자료와 비교한 결과 Aquarius SSS (현재 알고

리즘에 의한 RFI 영향 제거 후 자료)가 실제 관측치보다 0.40~0.93 psu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순환모델의 15개월 자료와 비교한 결과 약 1.06 psu 낮은 bias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bias에도 불구하고 Aquarius 자료는 동중국해 해수면 염분의 시공간적 변화를 잘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자강의 담수 유출량과 동중국해 중부해역에서 Aquarius SSS 사

이에 상관도는 계절 변화 기준에서 약 30-50일의 시간차를 두고 약 0.71로 나타났다 (그림 

2-4-2). 이러한 결과는 Aquarius 자료추출 알고리즘을 개선할 경우를 위성 관측 SSS를 기후모

델의 해양자료동화 입력 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상세한 결과는 Kim et al (2014)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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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연구영역, Aquarius 위성 궤적 및 CTD 관측지점.

그림 2-4-2. 2012-2013년의 위성 관측 해수면 염분(연두, 검정)과 양자강 담수유출량(적

색) 비교. (a) 원시자료, (b) 평균 계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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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층뜰개 투하

가. 투하 개요

   태평양의 표층 해류장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동화에 입력자료로 활용하고자 AOML/NOAA의 

Global Drifters Program으로부터 표층 뜰개 (Surface drifter, 드로그 수심: 15 m)를 제공받아 

ADCP 계류 해역에 투하하여 표층 해류장을 관측하였다. NOAA로부터 뜰개 제공은 

MOF-NOAA JPA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뜰개 투하는 ADCP 계류 및 관리를 위한 항해 

기간 중 실시하였으며 투하 위치는 본 연구사업의 연구목적(현상분석)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표층 뜰개 투하 개요와 투하 위치의 예를 표 2-4-1과 그림 2-4-3에 나타내었다. Grobal Drifter 

Program에서 본 과제를 통하여 투하한 뜰개의 기여율은 3-5 % 정도다 (예, 그림 2-4-4).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투하시기 6월 7월 10월 11월

연구선 온누리호 온누리호 온누리호 이사부호

투하위치 165°E, 5°N~7°N 165°E, 2°N~7°N 필리핀해 필리핀해

수량 26 23 30 16

표 2-4-1. 표층 뜰개 투하 개요

그림 2-4-3. 표층 뜰개 투하 위치 (2014년, 2015년, 검정색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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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Grobal Drifter Program의 표층뜰개의 2018년 7월 23일 현황. 본 사업에서 투하분을 포

함하여 한국은 40기로서 전체의 약 3%의 기여도임.

나. 자료 분석

   2014년에서 2017년까지 투하한 뜰개의 이동궤적을 그림 2-4-5에 나타내었다. 2014년-2016년 

뜰개들은 적도해역과 북서태평양의 순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2017년에 투하한 뜰개들

은 저위도 서안경계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6월에 투하한 뜰개들의 이동 궤적은 투하 위치가 북적도해류와 북적도반류의 경계

에 위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2-4-5). 2014년 6월 투하시 두 지점 (165°E, 5°N 및 

165°E, 7°N)에서 각각 7개의 뜰개를 동일 위치에 투하하였다. 그림 2-4-6은 이들의 이동 궤

적으로 흥미롭게 남쪽에 투하한 뜰개는 대부분 쿠로시오 해역으로 이동하였고 북쪽에 투하한 

뜰개는 주로 북적도반류 해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투하 위치가 북적도반류와 북적도해류 사

이의 환류가 있는 해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태평양의 분지 스캐일 물질이동에서 순환계

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항이다. 전반적인 이동궤적은 북적도해류를 경계로 북쪽은 관성운동이

나 소용돌이와 같은 중규모 현상이 많은데 비하여 남쪽은 해류가 직선 형태로 단순함을 보여

주어 북쪽 해역이 상대적으로 역동적임을 알 수 있다. 

  북적도해류는 위도 6~8도의 넓은 폭으로 분포한 것이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뜰개는 투하 후 

6~8개월 만에 필리핀에 근접하여 쿠로시오와 민다나오해류를 따라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

적도해류의 분기위도는 최근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고 계절과 엔소 주기에 때라 남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림 2-4-7에 표시한 뜰개 이동궤적의 분기 위도는 2015년 

3-4월에 13°N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2-4-8과 같이 Qiu and Chen (2010) 과 Gordon et 

al. (2014)가 인공위성 해면고도자료르부터 제시한 최근의 분기 위치 10°N 보다 북쪽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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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변경은 Hu et al. (2015)이 제시한 엘니뇨 발생 시기의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민다나오해류에 의해 이동한 뜰개들은 적도 부근에서 북적도반류를 따라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두 개의 뜰개는 2015년 5-9월 기간에 최고 2~3 노트의 빠른 유속을 보여주

었다. 이들 최대 유속이 나타난 시기는 급격한 서풍(westerly wind burst, WWB) 발달 시기와 

일치하였다 (그림 2-4-9). 이러한 북적도반류의 유속 강화는 2015년 엘니뇨 발달 과정의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WWB 현상은 보다 서쪽에서 Madden-Julian Oscillation(MJO)과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MJO와 엔소 사이의 역학적 과정이 있음을 암시해준다.

   2016년 8월에 투하한 뜰개의 이동 궤적은 그림 2-4-10에 표시하였다. 뜰개들은 크게 두 그

룹으로 분리되어 북쪽의 뜰개들은 북적도반류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여 2015년 12월경 북적도

해류쪽으로 이동되었다. 일부 뜰개는 2015년 8-9월에 160°W 부근에서 4 노트까지 빠른 유속

을 보여 2014년 6월에 투하한 뜰개와 마찬가지로 엘니뇨 발생시 북적도반류의 강화 현상을 보

여주었다. 남쪽의 뜰개들은 cold tongue의 서쪽 경계해역까지 동쪽으로 이동후 남적도 해류를 

따라 서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2-3월에 투하 위치보다 서쪽을 통과한 두 개의 

뜰개는 2015년 5-8월과는 반대인 강한 서향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엘니뇨 소멸을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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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4-5. 투하한 표층뜰개의 이동 궤적. (a) 2014년 11월 (적색),  2015년 8월 (청색), 2016년 10월 

(연두색), (b)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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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2014년 6월에 투하시 두 정점 (북위 5, 7도)에서 각각 7대씩 동시 

투하한 뜰개들의 이동 궤적.

그림 2-4-7. 2014년 6월에 투하한 뜰개 이동 궤적에 나타난 북적도해류의 분

기 위치. 2015년 3-4월에 북위 13도 부근으로 나타남.

그림 2-4-8. 인공위성 해면고도 자료로부터 산출된 북적도해류 분기 위치의 변화 

경향 (Qiu and Chen, 2010; Gordo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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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2015년 5-9월 북적도반류 강화시의 뜰개 2개의 이동 궤적.  우측 그림은 뜰개 통

과 위도대의 평균 바람장을 표시한 것이며 굵은 실선은 뜰개 위치를 연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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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0. 2015년 8월에 투하한 23개 뜰개들의 2016년 4월까지의 이동 궤적.

다. 민다나오 에디 분석 (2017년 투하)

   본 사업 기간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투하한 표층뜰개 및 기타 활용 가능한 뜰개의 이

동궤적과 AVISO (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 data)에서 

제공하는 해면고도 (Absolute Dynamic Topography) 분포를 분석하였다. 해면고도 자료는 

0.25°× 0.25° 해상도로 1일 간격으로 생산된다 (단위는 cm 임). 해면고도 자료는 MEMS 

(Copernicus Marine and Environment Monitoring Service) 센터(http://marine.copernicus.eu/ 

services-portfolio/access-to-products)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4-11는 2017년 11월에 투하한 뜰개의 이동궤적과 해면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

으로 뜰개는 동일한 해면고도를 따라 이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A)는 반시계방향 순환의 

민다나오 에디 (Mindanao Eddy)와 시계방향 순환의 할마헤라 에디(Halmahera Eddy)를 보여주

며 저위도 서태평양 상층 순환을 잘 나타내고 있다. (a)와 (b)의 뜰개는 필리핀 연안에서 민다

니오 에디의 특성인 강한 남향류을 보여주었고, 민다나오 남쪽 해협 안으로 들어갔다가‘U’ 

자 형태의 궤적을 보이며 빠져나왔고 할라헤라 북쪽의 에디와 만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림 2-4-12는 2014년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서태평양에 투하했던 표층뜰개의 이동궤적으로 

뜰개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저위도 서태평양을 통과한 2015년 3-4월(a) 및 5-6월(b)의 궤적과 

해면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민다나오 남동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위치(위도)가 같은 해이지

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민다나오해류로부터 북적도반류 형성 위도가 계절 변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계절변화는 바람장 분포의 변화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림 2-4-13은 필

리핀 연안을 따라 남향하는 민다나오해류로부터 북적도반류의 형성 위도가 계절에 따라 어떻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해역을 통과하는 뜰개 궤적을 모아 나타내었다. 수집한 뜰

개 궤적에서는 겨울철 민다나오 해류가 여름철보다 북위 5도 정도 남쪽으로 이동한 후 동쪽으

로 이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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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4-11. 2017년 11월에 투하한 표층뜰개의 이동궤적과 인공위성 관측 해면고도. 적색 x는 뜰개의 

투하 위치, ● 표시는 뜰개의 10일 간격 위치 그리고 숫자는 날짜를 의미함. 해면고도는 뜰개 이동 기간

중의 1일의 자료(snapshot)임. 전반적으로 뜰개의 이동궤적이 동일한 높이의 해면고도를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보녀주고 있음.

   

    (a)      (b)
그림 2-4-12. 2014년 8월 투하한 표층뜰개중 (a) 2015년 3-4월 및 (b) 2015 5-6월의 뜰개 이동궤적과 뜰

개 이동 기간중 1일의 해면고도 분포. 적도반류 형성 위도가 3월 중순과 5월 하순 사이에 약 3도 북상

하여 계절 변동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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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2-4-13. 계절에 따른 북적도반류 형성 위도의 변화. (a)는 겨울철, (b-c)는 여름철, (d)는 가을철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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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동해 순환 연구

   

   본 과제는 대양 관측이 목표이지만 RFP 상 2단계에는 동해 (특히, 독도 해역)의 해류연구가 포

함되었다. 1단계 평가시 일부 평가위원의 RFP 수정 권고가 있었지만 최초 RFP 수정불가 방침에 

따라 동해의 해류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비 축소에 따라 연구 범위는 최소화하고 새

로운 관측보다는 기존 관측 자료의 활용하여 동해의 해류장을 분석하였다. 대양 관측(혼합 연

구)을 유지하고 동해에서는 새로운 관측 보다 기존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해류 특성을 분석하

였다. 

1. 독도 해역 해류

  

가. 해류 조사 개요

   이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여 획득된 시계열 해류 조사 결

과다. 관측 위치는 독도 서쪽인 (37° 16.2278′N, 131° 38.4523′E)으로 수심 약 2,200 m 해

역이다. 해류계는 AANDERAA사 RCM-9 과 RCM-11 유속계를 사용하였다. 자료 확보 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7월이며 자료 획득은 30분 간격이었다. 2011년 7월에 재계류하였으나 

2013년 회수시 계류 장비가 유실된 것으로 나타나 관측이 중단되었다. 해류계 설치 수심은 200 

m, 400 m, 1000 m 및 2000 m 였다. 해류계 계류의 개요는 표 2-5-1에 요약하였다. 

위치 수심 

(m)

설치수심 

(m)
해류계 추가 센서 관측 기간

위도(N) 경도(E)

37°16.2278′ 131°38.4523′ 2215

200 RCM 9 P/T/C

2008. 11 – 
2011. 07. 

400 RCM 11 P/T

1000 RCM 11 P/T/C

2000 RCM 11 P/T/C

표 2-5-1. 독도 서쪽 해역의 해류 관측 개요

나. 해류 특성

   그림 2-5-1은 관측된 시계열 해류 자료를 3일 이동평균하여 12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수심

별 해류 벸터이다. 전반적으로 전 층 (수온 약층 보다 깊은 수심대에 해당함)의 유향과 유속의 

크기가 유사한 등압성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20-40일 주기의 변동성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

다. 이는 Chang et al. (2009) 와 Kim et al (2008)에서 제시한 울릉도외 독도 사이의 심층 해류

의 변동 주기보다는 짧다. 전 기간 동안의 평균 유향은 북향류로 나타났다. 이는 관측 위치가 

울릉분지 내부 순환계에서 울를분지에서 일본분지 쪽으로 빠져나가는 독도심층류(Chang et al., 

2009)가 상존하는 해역임을 의미한다. 수심 200 m의 자료에서 2010-2011년도에 나타난 30-40 

cm/sec 이상의 큰 값의 유속은 400 m 수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한 바람장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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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독도 서쪽 심층해역의 해류 시계열 자료.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1000 m 와 

2000 m 자료 일부는 해류계에 자료가 기록되지 않은 결측 구간이 있다. 

2. 우산해곡 해류

가. 해류 조사 개요

   그림 2-5-2에 표시한 울릉도 북쪽 우산해곡의 두 정점 K1(38°20.904′N, 130°39.895′E), 

K2(38°00.344′N, 130°52.609′E)에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자료를 획득하였다. 각 

정점마다 세 층에 AANDERAA사 RCM-8 과 RCM-11 유속계를 설치하였으며, 하층의 유속계 

설치 수심은 정점 K1에서는 230m, 정점 K2에서는 291m 상부에 해당한다. 해류계 계류 내용은 

표 2-5-2에 요약하였다. 

나. 해류 특성

(1) 평균 유속 및 유향 특성

   그림 2-5-3은 관측 기간의 평균 흐름과 벡터 분포의 Principal axis 타원을 나타낸 것이다. 

정점 K1의 중,하층은 남동향, 정점 K2의 전 층은 북북동향의 흐름으로 심층 평균 흐름장은 

등수심선 방향을 따르고 있다. 정점 K1에서 가장 강한 흐름은 상층에서 약 2.8 cm/s의 

동동북향의 흐름이 나타났으며, 하층, 중층에서 평균유속은 각각 약 0.9, 1.6 cm/s로 나타났다. 

정점 K2 하층에서는 약 4.5 cm/s로 가장 강하고 상층, 중층에서 각각 0.4, 1.2 cm/s 이다. 정점 

K2 하층의 강한 흐름은 동편의 등수심선에 평행한 경향이 우세하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정점의 중층보다 하층의 흐름이 강하다. 특히, 정점 K2에서는 하층 흐름이 중층 흐름보다 약 

3배 이상 강하게 나타났다. 두 정점 사이의 하층 유속을 비교하면 정점 K2의 하층이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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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의 하층보다 큰 유속 값을 보였다. 이는 정점 K2가 정점 K1보다 해저면의 경사가 가파르고 

하층에 설치된 유속계가 해저에 더 가깝게 위치하여 해저에 근접할수록 유속이 증가하는 

지형적 특성 현상 (bottom trapped topographic Rossby wave; TRW); Rhines (1970); Hamilton 

(1984))이 관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균 유향은 정점 K1의 상층을 제외하면 두 정점 모두 수심이 깊어질수록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층의 흐름이 완벽하게 등수심선과 평행하지 않고 흐름의 

성격이 지형류라고 한다면 유속의 수직적인 변형이 밀도의 수평적 변화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5-2. 우산해곡 해류계 계류 관측 지점.



- 70 -

정점
위치 수심 

(m)

설치 수심 

(m)
해류계 관측 기간

위도(N) 경도(E)

K1 38°20.904’ 130°39.895’ 2600

250 RCM 8

2006. 09. 11 – 
2007. 09. 11

860 RCM 11

2370 RCM 11

K2 38°00.344’ 130°52.609’ 2341

450 RCM 8

2006. 09. 12 –
2007. 09. 10

1050 RCM 11

2050 RCM1 1

표 2-5-2. 우산해곡 해류 관측 개요

그림 2-5-3. 평균 해류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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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열 자료의 특성

   그림 2-5-4는 정점 K1과 K2의 40시간 low-pass filter 결과의 유속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정점 K1의 상층은 2007년 1월까지는 약 5.0 cm/s 이하로 유속이 약하나 2007년 2월 이후 

북서에서 북동방향이 우세한 평균 10.0 cm/s의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 2007년 8월에는 관측 

기간 중 유속이 가장 강하여 최고 19.3 cm/s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동향 유향이 

우세하였다. 정점 K1의 중층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는 상층의 흐름과 크기와 

방향에서 유사하지만 2007년 2월 이후에는 상층의 강한 유속에 비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하게 나타났다. 유향은 남향이 우세하며 상층과 상관성이 낮아 대기나 

해양상층으로부터 외력 변화에 대한 반응 또는 현상이 중층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층에 

국한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하층 유향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는 상층까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2007년 2월 이후에는 중층의 유향과 유사하다. 유속은 관측 전 기간에 

걸쳐 하층이 중층보다 강하고 최고 약 6.3 cm/s 로 나타났다.

   정점 K2에서는 상,중,하층에서 각각 최고 9.4, 6.3, 20.6 cm/s 유속 값을 보였고 유향과 

유속의 변화 경향은 모든 층에 걸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상층과 중층은 관측기간 전반에 

걸쳐 유속 변화는 작고 유향 변화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층에서의 흐름은 평균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층과 중층보다 강함이 뚜렷하며, 흐름이 변동성은 상층, 중층에서의 변동성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층에서 유향은 2007년 1월과 2007년 8월의 경우 한 달 이상 

북동향 흐름이 지속되었지만 대체로 20일 이하의 변동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5-4. 우산해곡 정점 K1, K2의 3일 이동평균 후 12시간 간격으로 표시한 해류 벡터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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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동성 분석

   정점 K1과 K2의 유속 변동성 특성 파악을 위해 동서 및 남북방향의 유속성분 별로 

FFT(Fast Fourier Transform)와 wavelet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5-5 ~ 2-5-10). 

그림 2-5-5에 표시한 정점 K1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상층의 남북방향 유속성분을 제외하고 

모든 관측 수심에서 5 ~ 6일 주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상층에서는 동서방향 유속성분과 

남-북방향 유속성분 모두 30일 주기가 나타난다. 각 층 유속성분의 크기는 상층에서 제일 

강하고 중층에서 가장 약하다. 정점 K2에서는 동서방향 유속성분에서는 공통적으로 3일 

주기가 가장 강하고 상층과 중층에서는 20일 주기가 보인다(그림 2-5-6). 남북방향 

유속성분에서는 모든 층에서 서로 유사하게 20일 주기가 가장 뚜렷하고, 동서방향 

유속성분에서 강하게 나타났던 3일 주기는 하층에서만 약하게 나타났다. 층간 성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정점 K1과는 반대로 하층에서 가장 강하고 남북방향이 동서방향보다 강하였다.

   한편, 그림 2-5-7 ~ 2-5-10 에 나타난 wavelet 스펙트럼 결과는 관측기간 동안 정점 

K1에서는 중층과 하층에서 5일 주기에서 높은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단속적으로 나타난 반면 

상층에서는 이 주기의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3월에는 하층의 남북방향 유속을 제외한 전 

층에서 15일 주기의 흐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층에서는 1~3월에 남북방향 

유속성분에서 60일 주기의 에너지가 크게 나타났으며, 3~6월에는 동서방향에서 강하게 나타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한 흐름이 남북에서 동서방향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정점 K2에서 동서방향 유속성분은 전 층에서 3일 주기가 변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7년 3월에 상층의 동서방향 유속성분에서 15일 주기의 변화가 보이며 중층에서는 2006년 

11월과 2007년 8월에 같은 주기에서 에너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방향 모든 층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주기성을 갖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것은 수직적으로 유사한 순압성 

(Barotropic) 흐름이 지배적임을 뜻한다. 특히, 시기에 따라 20, 40, 60일 주기가 강하여 20일 

주기는 2006년 11~12월과 2007년 3~6월에 나타나고, 40일 주기는 2007년 3~5월에, 그리고 60일 

주기는 2007년 3~4월에 강하게 나타나 연중 변동 주기의 변화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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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정점 K1 에서의 동서방향 (a,b,c) 및 남북방향 (d,e,f) 유속 성분의 FFT 스펰트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그림 2-5-6. 정점 K1 에서의 동서방향 (a,b,c) 및 남북방향 (d,e,f) 유속 성분의 FFT 스펰트

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 74 -

그림 2-5-7. 정점 K1의 동서방향 성분 유속의 wavelet 분석 결과.

그림 2-5-8. 정점 K1의 남북방향 성분 유속의 wavele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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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정점 K2의 동서방향 성분 유속의 wavelet 분석 결과. 

그림 2-5-10. 정점 K2의 남북방향 성분 유속의 wavele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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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의

   우산해곡에서 관측된 심층 해수 유동의 큰 특징은 해저면에 근접할수록 유속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정점 K2의 하층에서 최고 약 20.6 cm/s 의 크기로 보다 뚜렷하게 관측되었는데 이는 

정점 K2의 하층 유속계 설치 수심이 정점 K1보다 해저면에 근접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해저 유속강화 현상은 해류 관측 위치가 급격하여 이에 따른 TRW의 발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스펙트럼 분석에서 나타난 중층과 하층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 15일 및 20일 

주기의 변동성은 이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Senju et al. (2005)은 야마토분지의 대륙사면에서 저층 유속강화 결과를 제시한바 있고, 

Kim et al. (2013)은 독도 서쪽 심층류의 시계열 자료로부터 10일 및 20일 주기 변동성이 

TRW에 의한 것임을 제시한 바 있어 동해 심층의 사면역에서 저층 유속강화는 일반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TRW는 이러한 심층유동 발생과 변동성을 지배하는 기작임을 

보여준다. 3~5일의 단주기 변동성은 바람장 변화와 같은 대기에서의 외력 변화에 기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단주기 변화가 전 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정점 K1의 상층에서 2007년 2월 이후의 강한 유속은 표층 해류 변화나 소용돌이가 통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인공위성 관측 자료의 1주일 복합 해수면온도 분포에서는 2007년 1월 

이전에는 해류관측 해역에 전선이나 소용돌이의 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2007년 1월 하순부터 

시계방향의 흐름을 수반한 약 100 km 지름 크기를 갖는 소용돌이 형태의 수온분포 구조가 

나타난다. 2007년 2~3월에 정점 K1 상층의 유향은 수온분포도로부터 유추한 유향과 일치하고 

있어 소용돌이가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해준다. 이 시기에 정점 K2 상층에서는 강한 유속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점 K2가 소용돌이의 밖에 위치하였거나 상층의 유속계 수심이 

소용돌이의 영향을 받는 수심보다 깊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용돌이의 영향을 받은 정점 

K1 상층의 유속과 유동이 급격히 변할 때 중층과 하층에서는 해수 유동의 큰 변화가 없고 

상층과는 개별적인 흐름을 보여 관측 기간 중 우산해곡 해역에서 소용돌이가 심층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점 K1 저층의 남향 흐름은 Yun et al. (2004)이 

제시한 우산해곡을 통한 일본분지에서 울릉분지로의 흐름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정점 K2 

저층의 흐름은 반대로 북향이다. 이론적으로 계산한 수직성분의 흐름으로 볼 때 정점 K1 및 

K2에서 침강을 나타내고 있어 일본분지에서 우산해곡을 거쳐 울릉분지로 유입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산해곡의 심층 해수 유동의 특징으로 나타난 TRW 형태의 저층 유속 강화와 

변동성이 침강유속의 크기와 변화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나 해수 

물성의 시계열 자료가 없이 유속 관측자료만으로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 결론

   동해 울릉도 북부의 우산해곡 사면역 2개 정점 K1, K2에서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시계열 해류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자료 분석 결과 이 해역에서의 심층 해수 유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점 K1과 K2모두 심층에서 해저면 유속강화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심층 유속장은 15일 및 

20일 주기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심층 흐름과 변동성의 특성은 선형 T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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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하였다.

- 정점 K1의 상층에서 2007년 2월부터 관측된 강한 흐름은 인공위성 관측 해수면온도 자료와 

유속 자료상 변화를 비교한 결과 관측 해역에 소용돌이의 통과에 따른 상층 해황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층과 심층에서의 유속장은 상층 유속장과 상관성이 낮아 

소용돌이가 심층의 유동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점 K1 상층을 제외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속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속장의 수직구조 특성은 심층 유동이 정확하게 등심선을 따르지는 않고 

침강하는 수직 유속 성분이 있음을 의미하는 바 우산해곡을 통해 일본분지에서 울릉분지로의 

심층 해수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 분석 결과의 일부는 Baek et al (2014)에 발표하였다.  

3. 동해 북부 중층순환

   동해의 상층 순환의 형태는 인공위성 관측 수온 및 해면 고도 등의 자료로 종관적 분포를 알 

수 있으나 중층과 심층의 해류 형태를 파악하는데 관측 자료의 부족으로 물성 분포의 해석과 일

부 해류계 자료, 그리고 수치모델의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Argo 이동 궤적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중부(일본분지)의 중충순환의 계절 변동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Kang 

et al (2016)에 발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발표 논문의 내용 일부를 수록하였다.

가. 자료

(1) Argo 자료

   동해중부의 중층순환의 이동궤적을 나타낸 8개 Argo 뜰개의 2001녀부터 2014년 기간동안의 

이동 궤적 자료다. 이중 4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대는 기상청 그리고 1대는 미국 NOAA에

서 투하한 것이다, 뜰개의 중층 이동 수심은 700 ~ 800 m 이며 상세한 뜰개 자료는 표 2-5-2

에 나타내었다. 그림 2-5-11은 분석에 이용한 Argo 뜰개의 이동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2) 바람

   Argo 자료의 기간의 바람 자료는 QuikSCAT 위성자료를 근간으로 한 1999년 9월부터 2009

년 9월까지 Scatterometer Climatology of Ocean Winds 이다. 바람회전장 (wind stress curl)은 

QuikSCAT와 ASCAT 자료도 함께 이용하였다. 

나. 분석 결과

 

   동해 중부의 중층순환이 특성은 계절적 변동성이다. 하나의 경향은 일본분지 전체에서 반시

계방향으로 순환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분지 동부에서만 반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형

태다 (그림 2-5-12). 전자의 경우는 전체 분지를 430-970일 까지의 순환 주기로 나타났고 후자

의 경우는 100 ~ 400 km의 공간적 크기를 가지고 순환주기는 180~420일이었다. 분지 동쪽에 

국한되는 순환계는 해저산맥(Bogorov Rise)의 지형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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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분지 동쪽에 국한되는 순환형태는 순환계 진입시기가 겨울철로 뜰개들의 위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바람장의 계절적 특성이 순환 형태를 조절하는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바람장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Kang et al. (2016)에 수록되었다.

뜰개번호 투하기관 투하일 투하위치 자료종료일 최종위치 뜰개수심(m)

2900205 KORDI 2002.09.22
 35.908˚N
129.972˚E 2013.05.27

 42.239˚N
136.422˚E 700

2900452 KORDI 2004.10.17
 36.511˚N
130.615˚E 2013.05.24

 40.997˚N
132.490˚E 700

2900914 KORDI 2007.09.19
 38.587˚N
130.849˚E 2011.09.18

 43.321˚N
139.856˚E 700

2900922 KORDI 2007.09.19
38.571˚N
130.814˚E 2013.05.31

37.726˚N
131.493˚E 721

2900440 KMA 2004.11.28
 38.086˚N
130.160˚E 2013.05.27

 42.153˚N
136.141˚E 800

2900527 KMA 2005.09.20
 37.729˚N
130.171˚E 2013.04.02

 42.593˚N
139.577˚E 800

2901232 KMA 2010.07.11
 36.519˚N
131.196˚E 2013.03.23

 43.009˚N
138.078˚E 800

표 2-5-2. 중층순환 분석에 이용한 Argo 자료 개요

 

그림 2-5-11. 분석에 이용한 Argo 뜰개 이동궤적 (Ka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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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2. 뜰개 이동 궤적 자료. (위) 분지 전체를 순환하는 경우, (아래) 분지 

동쪽에서만 순환하는 경우 (Ka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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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국제 공동 해양 관측: 참여 및 기획

  

   대양 관측은 특정 목적의 과정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제공동 또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관측이 효율적이고 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 공동 대양 관측 경험

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본 과제에서는 본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국제 공동 관측 연구자 

그룹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의 하나로 삼았다. OceanSITES, NPOC 및 TPOS 2020의 활동 설명

하였다.

 

1. OceanSITES

   OceanSITES (http://oceansites.org)는 JCOMM(WMO, IOC)의 지원을 받는 대양의 고정점에서 

양질의 시계열 해양 자료(유속, 물성 등)를 획득하기 위한 계류 관측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

체이다. 본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Steering Committee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 서태평양 적도해역 ADCP 계류

(1) 개요

   해양의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회적 관측보다는 시계열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인고위성 관측 증가는 해수면에서의 상태 (수온, 해수면고도, 파도, 클로로필, 염분 등)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생산 확대에 기여하였고, Argo 플로트는 이제 3500 여기 이

상 투하로 3도 x 3도 해상도의 심해 흐름 시계열 자료 확보라는 최초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외

에도 부이 설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해양 관측으로 시계열 자료를 획득하고 있으나 해류의 

측정에는 공백이 많다. OceanSITES 에서는 전 해양 주요 해류의 상시적인 관측을 위하여 해류

계 관측망을 구성을 지원 및 유도하고 있는바 (그림 3-5-1) 본 과제에서는 적도 태평양 해역의 

적도잠류 및 북적도반류의 관측을 계획하여 1-2단계에서 시행하였다. 또한, 최근 해양학계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한 전 지구 심층 해수물성 관측(OceanSITES deep CTD)에 기여를 목

적으로 ADCP 계류시 심해용 간이 CTD (MicroCAT) 설치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미 국제 관련 

협의체에 등록하였다(그림 3-5-2).   

(2) 설치 및 회수

  설치장소는 TAO 부이 설치지점인 (165E, 2N) 및 (165E, 5N) 2 지점이며, 설치는 NOAA와 지

속적인 협의를 거쳐 NOAA의 선박 (MV BLUEFIN)을 이용하여 2013년 7월 30일-8월 31일 기간

에 수행되었다. (165E, 5N)의 장비는 2014년 6월 5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1차 회수후 재계류하였고 2015년 7월 29일 2차 회수는 심해음향회수장치와 교신불가오 회수에 

실패하였다. (165E, 2N) 장비는 2015년 7월 30일 1차 회수를 시도하여 장비 일부만 회수에 성

공하고 계류 로프가 절단된 상태로 일부 장비는 유실되었다. 계류선 절단은 엘니뇨 발생으로 

수온 상승으로 참치 어장이 계류해역까지 확장되어 증가된 어로 활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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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OceanSITES에 소개된 해류계 설치 장소 및 설치 예정지. 본 과

제에서는 서태평양 165E 선상의 TAO 부이 지점에 남북방향으로 설치할 예

정이다. 이 자료는 Warm pool 변동성, CP 엘니뇨 연구 등에 활용될 것이다.

그림 3-5-2. OceanSITES에 등재된 MicroCAT 설치에 관한 KORDI (본 연구사업) 기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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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POCE/CLIVAR

  

   NPOCE(Northwestern Pacific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Experiment, npoce.org.cn) 프로

그램은 CLIVAR(Climate and Ocean – Variability, Predictability, and Change, www.clivar.org) 인
정 국제공동 사업으로 2010년부터 수행중이다. 본 과제는 NPOCE 프로그램 기획부터 참여하여 

서태평양 열대해역 해양 관측 부분에 기여하였다. 본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NPOCE Science 

Steering Committee 위원으로 참여중이다.

가. 인도네시아통과류 및 서안경계류 모니터링 기반 구축

(1) 개요

   서태평양 저위도 해역은 다양한 해류계가 존재한다. 위도에 따라 동서방향의 해류가 번갈아 

존재하며 연안에는 강한 연안류가 있다. 심층에는 표층류와 반대로 흐르는 해류가 거의 모든 

표층해류 하부에 위치한다. 이들 해류계는 남태평양과 북태평양, 열대해역과 아열대 해역 사이

의 에너지와 물질을 이동 또는 교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 해역은 태평양과 인도양

을 연결하여 두 대양 사이에 열과 염을 이동 시키는 역할 한다. 또한 해양과 대기, 해양과 육

지 사이의 상호작용에도 배경이 되어 태풍, 몬순, MJO, ENSO 및 IOD 등 시공간적 크기가 다

양한 현상들을 조절하는 해역이다.  

   그 동안 이 해역에 대한 국가 또는 국가간 공동연구로서 미국-호주의 공동 조사 “Western 

Equatorial Pacific Ocean Circulation Study” (WEPOCS: 1985-1988), 미국-중국의 공동연구 

(China-US Joint Investigation on Air-Sea Interaction in the Equatorial Western Pacific Ocean; 

1985-1990), 중국 과학원의 Chinese Academy of Sciences’ program on Western Tropical 

Pacific Ocean-Atmosphere Interaction and Interannual Climate Variation (CAS: 1985-1990), 일

본의  Japan Pacific Climate Study (JAPACS: 1987-1993) 등이 수행된 바 있다. 1990년대까지의 

조사를 통하여 북적도해류, 민다나오해류, 뉴기니아연안류, 북적도반류 등의 해류계와 

Mindanao eddy 및 Halmahera eddy의 반영구적인 소용돌이형 해류계가 구체적으로 연구되었고, 

the NGCUC (Lindstrom et al., 1987), the MUC (Hu and Cui, 1989) 등 해양 내부의 해류의 존재

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조사를 마지막으로 해양관측이 거의 중단되어 시계열 자료의 공백 해역으로 

남아있어 동아시아 기후연구 등에 제약 사항이 되어있다. 본 과제에서는 저위도 연안경계류와 인

도네시아통과류의 변동성 파악을 위한 자료 획득을 최종 목표의 하나로 하고 이를 위한 국제공동 

관측 프로그램 추진을 하였다. 1단계에서는 최근 시작한 관측 프로그램에 참여와 신규 국제 관측 

프로그램 시작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관측은 2-3단계에 순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나. 관측 기획

Ÿ KORDI-NOAA Ocean Climate Seminar 개최시 KORDI와 NOAA가 협력하는 인도네시아통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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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기획 추진 합의

Ÿ Trinational (Korea-Indonesia-USA) Indonesian Throughflow 워크숍에서 구체적 관측 방안 협

의. 인도네시아 해역 동부인 태평양쪽의 관측 기획. 한국-인도네시아-미국-일본 공동 참여

 (자료 1. Indonesian Throughflow, In Climate Alert, 238-298, 2010)

Ÿ CLIVAR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 Pacific Implementation Panel 

(http://www.clivar.org)의 endorse를 받은 NPOCE (North Pacific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Experiment) 추진 완료  

 - NPOCE 워크숍: 2010. 1. 17 - 18, 중국 샤먼

 - POGO 회의 (선진 해양연구기관장의 해양관측 협의체)에서 관측

  계획 설명: 2010. 1. 26 - 28, 모스크바

 (자료 2. CLIVAR Exchange 51, Vol 14 No 4, 7-9, 2009) 

Ÿ NPOCE Implementation Plan 작성 (자료 3)

Ÿ CLIVAR project 사업인 NPOCE (North Pacific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Experiment)의 과학위원회 활동(본 과제 책임자) (자료 4)

Ÿ 국제공동 인도네시아통과류(ITF) 관측프로그램 추진 합의

 - ITF GATEWAY program으로 명명

 - CLIVAR ITF Task Team 구성 (본 과제 책임자가 Team member로 참여)

Ÿ 국제 공동 관측 추진을 위한 회의/워크샵 

 - KORDI-NOAA Equatorial Time Series Ocean Observation 워크샵 (2011.3.28, 부산)

 - KORDI-LDEO/Columbia 대학 ITF 회의 (2011.9.19, New York)

    (3차년도의 ITF GATEWAY 워크샵 협의)

 - NPOCE/CLIVAR Science committee 참석 (2011.9.26-27, 중국 청도)

 - CLIVAR ITF TT meeting (2012. 3.13-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ITF GATEWAY 프로그램 추진 확정)

다. 관측 실행

Ÿ 1-2단계의 서태평양 적도해역 관측, 3단계의 저위도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 내용이 NPOCE 

기여 부분에 해당하며 일부 중국의 관측 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본 과제의 관측 자료는 분

석결과의 논문화 이후 공유할 예정임.

Ÿ ITF GATEWAY 프로그램은 3단계에 민다나오해류계 관측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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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Indonesian Throughflow, 2010, In Climate Alert, Ed by Y. You and A. 

Henderson-Sellers, Sydney Univ. Press, 238-298   (책 소개와 해당 Chapter 첫 쪽 수록)



- 85 -

자료 2: CLIVAR Exchange 51, Vol 14 No 4, 7-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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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NPOCE Science/Implementation Plan, 2011, China Oce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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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POS 2020

가. 개요

   TPOS (Tropical Pacific Observing System, http://TPOS2020.org) 2020은 ENSO 등 기후 및 해

양 변화연구에 절대적으로 기여해왔던 TAO/TRITON 부이의 자료 생산이 NOAA의 관리 항해 

축소와 JAMSTEC의 부이 철수 계획에 때라 2012년 이후에 자료 생산율이 40% 이하로 급격하

게 낮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은 태평양 적도해역의 실시간 관측망 유지에 대한 위기감으로 

향후 관측망 유지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으로 TPOS 2020 프로젝트 기획이 시작되었다. 과거 

TOGA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업의 종료 시기에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으나 

TPOS 2020 에서는 본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요 국가로 참여하여 국제 

공동 관측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기반 구축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TPOS 2020 참여 및 활동

∙ Tropical Pacific Observing System 2020 워크샵 (2014.1.27.-30,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 본 

세부과제책임자는 워크샵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워크샵 보고서 (참고자료 및 OOPC (2015)) 

작성에 참여

∙ 1차 TPOS 2020 운영위원회 (2014.10.6.-9, 안산 KIOST): 연구과제 참여자(전동철)는 운영위원

으로 회의 개최 주관, 세부과제책임자 책임자는 Resource Forum 회의 참여

∙ 이후 TPOS 2020 운영위원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연구과제 참여자(전동철)는 운영위원으

로 참여하고 있음

∙ Resource Forum은 3차(2019.9, 호놀루루)까지 개최되었고 세부과제책임자 책임자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Planetary Boundary Layers Task Team (PBL TT) 활동: 세부과제책임자(이재학)는 위원으로 

활동. TPOS 2020 내용 중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관측 기획의 1차중간보고서(Cravatte et 

al., 2016) 작성 참여 

∙ Western Pacific Task Team (WP TT) 활동 (2016년 온라인 화상회의): 세부과제책임자(이재

학) 및 연구참여자(전동철)은 위원으로 활동. TPOS 2020 내용 중 서태평양 열대해역의 대한 관

측 기획의 1차중간보고서 작성 참여

다. 본 과제 관련 내용

∙ 미국과 일본의 독점적 기여 형태에서 한국, 중국, 페루 등 제3국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워크샵 보고서 p.38),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 사업)의 향후 가능한 역할이 보고됨(워크샵 보고서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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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관측 플랫트폼: 여러 분야의 Task Team에서 각각 과학적인 목표 설정을 토의하고 있

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최적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관측망 구성이 기획될 것임. 관측 플랫트

폼은 본 괒제의 응용(과제종료후 후속과제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라. TPOS 2020의 Pilot project 수행

   TPOS 2020 1차중간보고서에서는 TPOS 2020에서 제시하는 관측망(그림 3-5-4, Kessler et al., 

2019)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최우선순위의 사업은 저위도서안경

계류 관측이다. 본 과제의 3단계 수행 내용은 TPOS 2020의 선행연구 기여부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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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TPOS 2020 사업의 구조 (TPOS 2020 자료).

그림 3-5-4. 태평양 적도해역의 부이 설치 현황 및 관측 내용. (a) 현재 상태, (b) TPOS 2020

에서 제시하는 계획 (Kessler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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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TPOS 2020 추진을 위한 workshop report. 우리나라가 국제 공동 대양관측의 기획 추진

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함. (OOPC, 2015;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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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세부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

서태평양 적도해역 상층 

혼합 연구

-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 

- 국제 공동 연구 수행
100

동해(독도해역 중심) 해

류 모니터링 

기존 자료 활용하여 독도심층류, 우산해곡 심층류 

및 동해 중부 중층순환의 계절 변동성 분석하고 논

문 발간으로 평가 받음

100

대양 상층 혼합과정 이해 

및 모수화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혼합층의 혼합계수 모수화 

방안 제시
100

열대 서태평양 관측 및 

관측망 확대

- 2지점에서 ADCP 및 deep CTD 계류 

- 표층뜰개의 투하로 열대 서태평양의 표층 해류 

자료 생산 

* 달성도 미진 부분은 장비 유실에 따른 자료 공백

에 따름 

95

국제 열대 해역(열대 서

태평양) 관측망 운영 및 

기획

- OceanSITES의 deep TS 지점 등록 

- NPOCE 참여 (SSC 활동 및 관측) 

- TPOS-2020 기획 참여

100

관측 자료 활용

- 관측자료 모델(재분석자요) 결과 검증

  (필리핀해 해류 구조 등)

- 표층뜰개의 투하 (GDP 3-5% 기여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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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제1절 활용 계획
- 관측된 자료는 기후모델과 해양순환모델 검증에 활용
- 서태평양 저위도 순환 시스템 비선형 기작(Nonlinearity mechanism) 연구 
- 습득된 대양에서의 계류 기술은 국내 해양 관측에 활용
-  개선 제시한 CTD 자료를 활용한 수직확산계수 산출 방법을 다른 CTD 관측 자료 활용
-  인공위성 관측 해수면 염분자료를 자료동화 입력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대양 관측망 구축 참여로 해양 및 기후변화의 국제 연구 그룹에 기여 유지
- 인도양 등 기타 대양 관측 기획에 활용

제2절 추가 연구 사업의 필요성
본 과제의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연
구가 우선 고려되어져야 함.
- 본 연구는 저위도 태평양 해역이 대상이었으며 중위도와 연계하여 서안경계류 조사가 필요 
  특히, 민다나오해류와 북적도반류 해역은 비선형적(nonlinearity) 역학이 매우 강한 곳으로 
  집중 관측과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곳임
- 관측 자료의 모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필요
- 향후 동인도양-서태평양 연계 관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

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TPOS 2020 의 실행, UN Decade of Ocean Science 기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관측 연구의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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