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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기에서 뚜렷한 peak를 보였다. Coherence 분석 결과, 완도와

한국 남해안은 비교적 풍파의 영향이 작기 때문에 수산

통영에서는 수온과 조위가 반일주조 주기에서 높은 상관성

양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생물은 매년 급격

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완도에서 수온 변동에 대

한 수온변화에 의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수온을 변화시키

한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중략)
수치실험 결과, 완도에서의 수온은 조석에 의한 반일주기

본 연구에서는 남해의 연안에서 수온의 시·공간적인 분

의 변화가 잘 재현되었다. 오차가 생긴 부분은 수치실험에

포를 파악하기 위해 수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적용되지 않은 기상 변화, 해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

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4. 결 론

한국 남해안에서 단기적으로 수온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한국 남해 6개 지역에 대하여 하계 수온 시계열 분석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관측소 6개소의 수온,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완도와 통영의 수온은 단기적으로 조

조위 자료를 이용하였다. 시간간격은 30분으로 처리하였고,

석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 지역에서

기간은 2016년 8월 1일~31일로 하였다.

의 수온 변동에 대한 수치실험은 이를 잘 재현하였다.

...(중략)

...(중략)

수온과 조위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본 연구는 하계 수온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예측하는 기

실시하였고,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모델을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추후 수온 변동에 대한 다른

이용하여 수온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였다. 초기 수온

요인이 계속적으로 추가된다면 남해안의 하계 수온을 정밀

은 위성자료를 이용하였고, 수온 시계열은 국립수산과학원

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 실시간 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다.

5. 사 사
3. 결과 및 고찰
Power spectrum 결과 중 완도와 통영에서는 수온이 반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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