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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열의 바람, 해저지형의 변화, 쓰시마난류의 강도, 동한난류

한국 남동측 연안을 따라 쓰시마난류의 지류인 동한난류

발달에 따른 등온선 분포 변화, 저층냉수 및 동해고유수의

가 북상하고 그 하부에서 대륙붕 저층을 따라 북한 한류가

남하 그리고 이상 저기압의 형성 등이 있다. 이 다양한 원인

남향한다. 그 이상 수십에는 동해 고유수가 존재한다. 하계

들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용승이 발생한다.

남풍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냉수대가 나타나고 용

한국 동해연안에서 1968년부터 1915년 까지 동해 연안의

승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소들

평균표층수온은 약 1.5 상승하였으며 10회 이상의 냉수대

이 있다. 냉수대와 연안용승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가 하계(6월~8월)에 집중적으로 출현하였다. 냉수대는 동해

되어 왔으나 발생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하며

연안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주기성을 가지지 않

냉수대와 연안용승을 정확히 나누는 기준은 없다. 본 연구

는다. 특히 1987년 7월 죽변앞바다의 표층 수온은 7 로 하

에서는 선행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동해 연안용승

계 최저수온을 기록된 바 있다.

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냉수대와 연안용승 발생시기
의 해양환경 특성과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중략)...
한국 연안의 용승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자료를 통해 그
발생 메커니즘과 관련한 여러 환경인자들을 이용하여 다양

2. 연구방법
본 연구에는 한국 동해연안에서 발생하는 냉수대와 연안
용승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수온, 바람, 기압, 해

한 방식으로 실험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국 동해안의 하
계 환경상태에 따른 냉수대 출현 및 용승현상 발생 가능성
에 대해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해 질것으로 생각된다.

류)를 이용하였다. 선행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는 국립수산과
학원에서 장기 조사한 연안정지관측 및 정선해양관측자료,

4. 결 론

기상청 자료, 해류관측 자료 등이 있다. 최근까지 한국 동해

장기 관측 자료와 선행 연구결과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연안에서 나타난 냉수대와 연안용승을 대상으로 그 원인과

다. 한국 동해 연안에서 냉수대 출현 및 용승이 발생한 시기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에 따라 원인 요소와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중략)...

3. 결과 및 고찰
냉수대형성 및 연안용승의 발생 원인으로는 하계 남풍계

냉수대 출현과 연안용승의 발생에는 바람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그러나 남풍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앞서 저층냉수의 형성 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용승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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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층 냉수의 구조는 난류의 강
도와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