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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재분석 자료에 나타난 북한한류의 계절 및 경년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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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alyzing the results of East Sea Regional Ocean Model using a 3-dimensional variational data
assimilation scheme, we investigated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the North Korean Cold Current
(NKCC) in the East Sea. The climatological monthly mean transport of the NKCC clearly shows seasonal
variation of the NKCC within the range of about 0.35 Sv (=106 m3/s), which increases from its minimum
(about 0.45 Sv) through December-January to March, decreases during March and May, and then increases
again to the maximum (about 0.8 Sv) in August-September. The volume transport of the NKCC shows
interannual variation of the NKCC with the range of about 1.0 Sv that is larger than seasonal variation. The
southward current of the NKCC appears often not only in summer but in winter as well. The width of the
NKCC is about 35 km near the Korean coast and its core is located under the East Korea Warm Current.
The North Korean Cold Water (NKCW), characterized by low salinity and low temperature, is located both
under the Tsushima Warm Water and in the western side of the maximum southward current of the NKCC
that means the NKCC advects the NKCW southward along the Korean coast. It is revealed that the
intermediate low salinity water, formed off the Vladivostok in winter, flows southward to the south of 37oN
through 2~3 paths; one path along the Korean coast, another one along 132oE, and the middle path along
130oE. The path of the intermediate low salinity varies with years. The reanalysis fields suggest that the
NKCW is advected through the paths along the Korean coast and along 130oE. 

Key words : East Sea, North Korean Cold Current, seasonal variation, inter-annual variation, East Sea
Regional Ocean Model 

1. 서  론

동해는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된 난수가 상층에 분포하

고 있는 남쪽의 난수역과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북쪽의

냉수역으로 나뉘며 두 해역의 경계에는 극전선이 존재한

다. 이 난수역과 냉수역은 북위 37~38도 부근의 한국 동

해안 해역에서 만나며 따라서 이 해역은 해황의 공간적인

변화가 심한 곳이다. 한국 동해안을 따라 흐르며 고온고염

의 대마난류수를 수송하는 동한난류 밑에는 주로 봄철과

여름철에 주위보다 수온이 현저히 낮은 냉수가 존재한다.

이 냉수는 인접한 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염분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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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부터 이 냉수는 북한이나 러시아 연안역에서 생

성되어서 연안을 따라 남하한 북한한류계수로 알려져 있

다(김과 김 1983; Cho and Kim 1994). 

Kim and Chung(1984)은 1981년 9월에 울릉분지 남서

쪽에서 염분이 최소이고 용존산소량이 최대인 수괴를 발

견하고 이를 동해중층수라고 명명하였다. 북한한류계수와

동해중층수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유사하여 구분 짓기

가 어려우며 두 수괴를 구분하고 형성 기원과 이동 경로

를 밝히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Cho and Kim

(1994)은 1991년 동해 남서부역에서 행해진 CTD 관측 결

과로부터 물성이 서로 비슷한 북한한류계수와 동해중층수

는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위치를 달리한다고 보

고하였으며 북한한류계수의 염분최소층 수온이 동해중층

수의 수온보다 다소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물

성과 분포 위치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로서 두 수괴가 다

른 해역에서 형성됐을 가능성과 형성 해역은 같지만 형성

시기와 동해남서부(울릉분지)로의 이동경로가 다를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한류의 존재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한국 연안역에서의 해류추정 및 직접 관측이 실시되

기도 했지만(이 등 1989; Kim 1999; Chang et al. 2002),

관측기간이 매우 짧거나 해류관측 기간동안 해수 물성이

함께 관측되지 않아서 북한한류계수의 남하 및 계절변동

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직접적인 물성관측과 해류관측을 대신하여 3차원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북한한류계수를 재현하고 계절변동 및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Kim and

Yoon 1999; Yoshikawa et al. 1999; Kim and Seung

1999; Yoon and Kawamura 2002). 이들 모델 연구에서는

북한한류계수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재현했다고 평가되나,

염분최소층을 관측치보다 100 m 이상 깊게 모사하였으

며, 북한한류계수의 이동과 연관된 북한한류의 계절변동

의 모사에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북한한류가 남하하는

것으로 모사하였다. 이는 여름철에 북한한류계수가 한국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확장하며 겨울철에는 오히려 북

쪽으로 쇠퇴하는 관측결과와 상반된다. 

Kim et al.(2007)은 GFDL-MOM3에 기반한 동해순환

모델에 3차원 변분동화기법(3-dimensional variational

data assimilation)을 적용하여 자료동화 체계를 구축하였

으며, 이 체계에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동해의 수온과

해면 고도변이를 동화하여 0.1o 이하의 정밀격자상에서

10일 간격의 3차원 수온과 염분, 그리고 해류의 재분석 자

료를 생산하였다. 비교 검증 결과 100 m 재분석 수온장과

관측 수온장의 상관도는 평균 0.79로 높았으며 울릉분지

내의 중규모 현상들을 잘 재현하였으며, 특히 여름철에 북

한한류가 남하하는 현상을 재현하는 등 동해의 순환을 현

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07)의 10년간의 동해 수온 및 염분 그리고

해류의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한류의 시공간 변동

특성과 북한한류계수의 남하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한편, 북한한류계수를 정의함에 있어 북한한류계수의

수온범위를 1~5oC라고 한 점은 대부분 연구에서 일치하

나 염분범위는 연구마다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왔다(박

1979; 김과 김 1983; Cho and Kim 1994). 1~5oC 수온 범

위에서 염분이 34.05 psu 이하인 해수를 북한한류계수라

고 하면 모든 연구의 정의를 만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한류계수의 정의를 1~5oC 수온 범위에서 염분이

34.05 psu 이하인 해수로 한다. 동해중층수와 북한한류계

수를 구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북한한류계수를 포함하여 울릉분지 주

변에서 관측되는 1~5oC의 염분최소층을 갖는 수괴를 중

층저염수로 지칭하고, 그중에서 특히 동한난류 밑으로 한

국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중층저염수를 북한한류계수로

하여 동해중층수와 북한한류계수의 용어 혼동을 피하고자

한다. 

2. 3차원 변분동화기법을 이용한 동해자료동화
체계

동해순환모델은 수평방향으로는 B 격자체계를, 수직방

향으로는 Z 격자체계를 갖는 MOM3에 기반을 두고 있

다. 남북방향으로는 0.1o로 격자간격이 일정한 반면 동서

방향으로는 한국 동해안에서는 0.06o 간격으로 조밀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성기게 되어 동경 130도 동쪽에서

는 0.1o 간격이 되는 가변격자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동해안에서 조밀한 격자 간격을 구성한 이유는 동한난류

와 북한한류를 보다 정밀하게 모사하기 위함이다. 수직방

향의 격자간격은 표층 부근의 해양혼합층을 정밀하게 모

사하기 위해 표층에서 2.5 m 간격으로 조밀하게 구성하고

바닥층에서 445.97 m 간격으로 성기게 구성하였다. 

등밀도면을 가로지르는 혼합이 수치적 오차에 의해 과

도해지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온과 염분에 대해

SOM 수평 이류방안(Hofmann and Maqueda 2006)을 도

입하였으며, 등밀도면을 따르는 물성 혼합을 모수화하기

위하여 RM 혼합방안(Roberts and Marshall 1998)을 사

용하였고, 해면경계층을 모수화하기 위해서는 KPP(K-

Profile Parameterization) 경계면 혼합방안(Large et al.

1994)을 사용하였다. 

개방경계조건으로는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되는 해류

와 쓰가루해협과 쏘야해협을 통해 유출되는 해류를 모수

화하기 위하여 수온과 염분 그리고 순압류에 방사조건

(radiation condition)과 완화조건(restoring condition)을 적

용하였다(Marchesiello et al. 2001). 그리고 개방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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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과 염분의 완화조건을 위한 자료로는 WOA(World

Ocean Atlas 2001)의 기후 월평균 수온과 염분 자료를 이

용하였으며, 대한해협에서 개방경계의 순압류를 위한 완

화조건을 위해 1993년부터 1998년 3월까지는 한국의 부

산과 일본의 모지 사이의 해면 고도를 이용해 추정된 대

한해협 수송량을 그리고 1998년 4월부터 2002년까지는

대한해협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추정된 대한해협 수송량

(Kim et al. 2004)을 이용하였다. 쓰가루해협과 쏘야해협

을 통해 유출되는 수송량은 Na et al.(2007)의 결과를 따

라 각각 대한해협 수송량의 2/3와 1/3로 하였다. 해면경계

조건으로는 해면을 통한 열속 조건으로 Bulk Formula

(Large et al. 1997)를 적용하였고 담속 조건으로는 WOA

자료의 해면 염분에 완화하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3차원

배경오차공분산(background error corvariance)을 모수화

하기 위하여 Weaver and Courtier(2001)의 방법대로 확산

방정식을 이용한 상관모델의 수립방안을 사용하였다. 이

로써 수치적으로 빠른 계산이 가능해졌으며 복잡한 해안

선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배경오차

공분산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한편, 해면고도계 자료를 동화하기 위하여 해면압력이

변화함에 따라 바닥압력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수온과 염분

의 프로파일은 수직적으로 이동되는 Cooper and Haines

(1996)의 방안을 적용하여 수괴특성과 잠재와도의 보존이

만족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오이드의 오류

로 인하여 자료동화 체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면고도

대신에 해면고도변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

다(Kim et al. 2007). 

이렇게 수립된 자료동화 체계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과 일본해양자료센타의 정선

관측 자료, CREAMS 관측과 Argo 관측의 수온 프로파일

Fig. 1. Simulated currents at 340 m in winter (a, c) and summer (b, d), 1997 (a, b) and 1999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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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rtical sections of simulated temperature, salinity and meridional velocity in August, 1999 across line N

(Fig. 1). 

Fig. 3. Southward volume transport of the NKCC across

line N (Fig. 1) from 1993 to 2002 (a), and its cli-

matological monthly mean (b). Volume transport

was calculated by integrating southward velocity

from 100 m to 700 m. Red line in (a) denotes the

370-day running average of the volume transport.

자료 그리고 비정기적인 XBT 관측 자료를 동해순환모델

에 동화하였다. 또한, 위성관측자료로 해면수온과 해면고

도계 자료를 동화하였다. 이를 통해 동해순환모델의 매 격

자점에서 10일 간격 해면고도와 수온, 염분 그리고 유속

의 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재분석 자료

는 일반적인 동해의 순환뿐만 아니라 울릉 분지의 중규모

현상을 성공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Kim et

al. 2007). 뿐만 아니라 기존 수치모델에서는 재현되지 않

았던 여름철에 북한한류가 남하하는 현상이 잘 재현되었

으므로 재분석 자료는 북한한류의 시공간 변동 특성을 파

악하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3. 북한한류의 시공간 변동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 북한한류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40 m층을 택하여 동해 재분석 자료에서 보이

는 북한한류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Fig. 1). 한국 동해

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의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며

남하 이후 북위 36도 경에 위치하는 울릉분지의 남단을

돌아 일본 연안을 따라 동진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한국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의 폭은 약 35 km이고

최대 유속은 약 10 cm/s이며, 북한한류의 남하 경향은 겨

울철(Fig. 1a, c)보다는 여름철(Fig. 1b, d)에 더욱 뚜렷하다. 

북한한류와 북한한류계수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 8월의 재분석 자료를 택하여 북위 36도에 평행한

단면(Fig. 1의 N 단면)에서 수온과 염분 그리고 남북 방향

유속의 분포를 분석하였다(Fig. 2). 표층에서 최대 유속 약

40 cm/s이고 수심 100 m까지 유속이 10 cm/s 이상인 북향

류가 뚜렷하게 보이며 그 아래 수심 약 150~600 m에서

유속이 7.5 cm/s 이상인 남향류가 보인다. 전자는 동한난

류에 해당하며 후자는 북한한류에 해당한다. 표층의 동한

난류의 위치는 고온고염의 대마난류수의 위치와 대체로

일치하여 동한난류가 대마난류수를 수송하는 일반적인 특

징을 잘 모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온이 1~5oC이며 염분

이 34.05 psu 이하인 북한한류계수는 동경 130.3도의 서

쪽, 수심 150~350 m에 존재하며 최대의 남향류가 존재하

는 영역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비록 북한한류의 유속의 수

직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없으나 수온과 염분

의 구조는 관측 자료로부터 보고된 결과(김과 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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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and Kim 1994)와 대체로 일치하므로 북한한류계수

와 북한한류의 모사가 사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N 단면의 수심 100~700 m를 통과하여 남향하는 유속

을 적분하여 얻어진 북한한류 수송량(Fig. 3a)의 기후 월

평균 자료(Fig. 3b)를 이용하여 북한한류의 계절변동성을

조사하였다. 10년간 월평균 북한한류의 수송량은 8~9월에

최대인 약 0.8 Sv(=106 m3/s)이고 12~1월에 최소인 약

0.45 Sv이며 계절변동 폭은 약 0.35 Sv이다. 8~9월에 북한

한류의 수송량이 최대인 점은 김과 김(1983)이 여름철에

북한한류가 강화된다고 제안한 것과 일치한다. 해수물성

관측 자료로는 북한한류의 남하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

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강화되는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재분석 자

료에서는 북한한류 수송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1월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형

태를 보이기보다는 3~5월에 잠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

는 1년에 두 번의 피크가 있는 형태를 보인다. 

평균적인 계절변동 외에 북한한류 수송량의 경년 변동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3a). 8월경에 수송량

이 최대인 형태는 대부분 모든 해에 나타났으나 그 크기

는 해에 따라 크게 달랐다. 그 예로 1996년과 1999년 8월

에는 북한한류 수송량이 1.4 Sv 이상이었으나 2001년 8월

에는 0.4 Sv 이하였다. 10년간 북한한류 수송량의 경년변

동폭은 약 1.0 Sv으로 평균 계절변동폭(Fig. 3b 참조)보다

크게 나타났다. 12개월 이동평균으로 본 북한한류의 연평

균 수송량(Fig. 3a의 붉은 실선)을 분석한 결과, 북한한류

의 연평균 수송량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증가하다가

1998년까지 감소하고 다시 1999년에 최대인 1.0 Sv까지

증가하다가 2001년에 최소인 0.2 Sv까지 감소한 후 증가

하였다. 2001년에 북한한류의 계절변동폭도 작고 수송량

도 작았던 점은 다른 해와는 구별되는 특이한 형태로 관

측자료에서 발표된 적이 없는 형태이다. 10년간 북한한류

Fig. 4. Vertical sections of meridional velocity across line N in March (a) and August (b) from 1993 t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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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량의 시계열자료(Fig. 3a)의 연별 계절변동에서 북한

한류 수송량은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월 또는 3월

부터 감소한 후 다시 4월이나 5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8

월이나 9월에 최대에 이른 후 감소하는 형태가 10년 중에

서 가장 일반적인 계절변동으로 Fig. 3b에 나타난 기후월

평균 계절변동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1993년 2월,

1996년 3월, 1997년 3월 그리고 2000년 3월의 북한한류

수송량은 각각 0.9, 1.0, 1.2, 그리고 1.3 Sv으로 평균적인

북한한류 수송량의 계절변동과는 다르게 겨울철 수송량이

여름철 기후 월평균 수송량보다 큰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후 월평균 수송량(Fig. 3b)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

3월과 8월을 중심으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N 단면에

서 남북방향 유속분포를 분석하였다(Fig. 4). 2001년 8월

의 경우 북한한류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유속구조가 나타

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해의 8월에 한국 연안역의

약 150 m 보다 깊은 수심에서 북한한류가 남하하는 유속

구조를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한류의 수송량이 1.4

Sv 이상으로 컸던 1996년과 1999년 8월의 경우, 북한한류

의 남향류 유속이 7.5 cm/s 이상으로 다른 해의 8월에 비

해 크게 나타났다. 북한한류의 평균적인 분포는 표층의 강

한 동한난류 밑에 위치하는 것이며 2001년 8월과 1996년

8월을 제외한 모든 해의 유속구조가 이와 같은 형태를 갖

는다. 그러나 1996년 8월의 유속구조는 동한난류가 다른

해에 비해 더 동쪽에 위치하고 그 서쪽 표층에서 10 cm/s

이상의 남향류가 존재하며 그보다 깊은 200~500 m 수심

에서 7.5 cm/s 이상의 남향류가 존재하는 형태로 평균적인

구조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북한한류의 존재는 여름철 유속구조에서만 파악되는

것은 아니며 겨울철 유속구조에서도 파악된다. 1994년,

2001년, 2002년 3월에는 한국 연안역에서 북한한류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뚜렷한 남향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

부분 해의 3월에는 남향하는 북한한류의 존재가 파악되었

다. 3월의 유속구조는 대부분 8월에 출현하는 북한한류의

유속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2000년 3월의 경

우, 동한난류 밑으로 250 m 보다 깊은 수심에서 7.5 cm/s

이상의 강한 남향류가 나타난다. 1996년과 1997년의 경

우, 표층에서 10 cm/s 이상인 남향류가 심층까지 연결된

유속구조가 보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최대 남향류가

200 m 이심에 존재하는 여름철 평균적인 북한한류의 유속

구조와는 다른 형태이다. 

북한한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여름철 북한한류

의 남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재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한류의 남하가 늦은 겨울 또는 이른 봄에 이미

시작되며 2월 또는 3월에 북한한류 수송량의 피크가 나타

나며 여름철인 8월이나 9월에 더 큰 피크가 나타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4. 중층저염수의 남하 경로

북한한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북한한류계수의 남

하는 선행 연구들(김과 김 1983; Yun et al. 2004)에 의하

면 동해 연안역을 따라 남하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울릉분

지에 북한한류계수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비슷한 동해중

층수가 출현하고 있어 중층저염수의 기원 및 남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북한한류계수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해중층

수와의 상호 관계를 밝히는데 주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층저염수의 기원에 대해서는 Yoshikawa et al.(1999)

와 Yoon and Kawamura(2002) 등이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역에서 표층의 저염수가 겨울철에 침

강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중층저

염수의 남하 경로에 대해서는 Yun et al.(2004)이 북한과

러시아 연안역에서 겨울철에 생성된 중층저염수가 4월부

터 10월까지 남하한다고 기술하면서 세 개의 남하 경로를

제안한 것 외에는 관측 자료나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밝혀

진 바가 없다. 

중층저염수의 남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분석 자

료에서 중층저염수의 저염분 특성이 잘 나타나는 수심

235 m 염분의 시간에 따른 수평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5). 재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층저염수는 대체로 북위

40도 이북, 동경 132도 이서에서 생성되어 2~3개의 경로

를 통하여 남하한다. 1997년의 경우, 겨울철에 생성된 저

염수는 두 개의 경로를 통하여 남하한다. 먼저 겨울동안

생성된 중층저염수는 봄철에 한국 연안역을 따라 남하하

며, 6월 이후에는 대체로 동경 130도를 따라 남하하다가

6월경에 북위 37도의 한국 연안역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5e의 A는 1997년에 한국 연안역을 따라 남

하하는 중층저염수를 나타내며 B는 외해역으로 남하하는

중층저염수를 나타낸다. A저염수와 B저염수가 남하하는

시기와 경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의 경우에는, 2월에서 3월에 생성된 저염수의 대

부분이 봄철에서 여름에 이르기까지 주로 한국 연안역을

따라 남하하며 저염수의 일부가 동경 132도를 따라 남하

하여 독도 근해역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g의

C는 1999년에 한국 연안역을 따라 남하하는 중층저염수

를 나타내며 D는 동경 132도를 따라 독도 근해역까지 남

하하는 중층저염수를 나타낸다. 1999년의 C저염수는

1997년의 A저염수와 대체로 비슷한 경로를 따라 남하하

며 1997년보다 염분이 낮고 북위 36도의 울릉분지 남단까

지 남하한다. 반면에 1999년의 D저염수는 1997년의 B저

염수보다 동쪽 경로를 통해 남하하며 B저염수가 6월경에

한국 연안역에 도달한 것과 달리 D저염수는 한국 연안역

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남하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Fig. 5i, j)의 예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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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rizontal distribution of salinity at 235 m in February, April, June and August for the period of 1993~2002.



28 Kim, Y. H. and Min, H. S.

(Fig.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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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대체로 한국 연안역을 따르는 경로와 동경 132

도를 따르는 경로 및 두 경로의 중간인 동경 130도를 따

르는 경로 등 세 개의 경로를 통해 중층저염수가 남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 130도를 따라 남하하는 저염수

가 봄철에 한국 연안역에 접근하는 반면(Fig. 5d, e), 동경

132도를 따라 남하하는 저염수는 한국 연안역에 접근하지

않는 것(Fig. 5f, g, h)이 특징적이다. 앞에서 기술한 중층

저염수의 남하 경로는 Yun et al.(2004)이 제안한 세 개의

남하 경로와 대체로 일치한다. 위와 같은 남하 경로를 통

해 볼 때, 북위 37도 이남의 한국 연안역에 여름철에 출현

하는 저온저염의 북한한류계수는 서일본분지로부터 한국

연안을 따르는 경로와, 동경 130도를 따르는 경로를 통해

남하한 중층저염수일 것으로 사료된다. 

5. 토  의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07)의 10년간의 동해 수온

및 염분 그리고 해류의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한류

의 계절 및 경년변동과 공간특성을 파악하고, 북한한류계

수의 남하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재분석 자료는 북한한

류가 늦은 겨울이나 봄철부터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수송

량이 증가하다가 3~5월경에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8~9월경에 최대인 0.8 Sv에 이르는 계절변동을 뚜렷하게

모사했으며 북한한류 수송량의 계절변동폭은 약 0.35 Sv

이었다. 북한한류 수송량의 경년변동폭은 1.0 Sv으로 계절

변동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한류는 연안역으로

부터 약 35 km 이내의 좁은 해역을 통해 남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겨울에 생성되는 중층저염수는 2~3개의

경로로 남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북한한류계

수는 한국 연안역을 따르는 경로와 동경 130도를 따르는

경로로 남하하는 중층저염수일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들에 이용되었던 관측자료로부터는 추정하

기 어려운 이러한 자세한 북한한류의 계절변동성과 공간

특성의 파악은 재분석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였

다. 따라서 향후 북한한류의 변동성을 관측하고자 할 때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 관측도 요구되며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북한한류를 재현하려면 고해상도의 격자망을

필요로 할 것이다.

1987년 12월에 북위 37.55도의 한국 동해안역에 북한한

류계수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한 Kim et al.(1991)

을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늦은 겨울 또는 봄철부

터 남하하기 시작하여 2월이나 3월에 피크를 나타내는 북

한한류의 남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Kim et al.(2006)은 북한한류계수로부터 기원하고 대한해

(Fig.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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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서수도를 따라 남하하는 대한해협 저층냉수가 기존에

는 여름철에만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2월이나 1월에 한번 더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

다. Kim et al.(2006)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름철 외에 겨울철이나 봄철에도 상당한 남향 유속

을 갖는 북한한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한류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해류 자료의 부재

및 해수물성 관측 자료의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주

로 계절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비록 Min et al.(2006)이

대한해협 주변의 냉수괴들에 대한 경년변동에 주목하였으

나 주로 대한해협 저층냉수와 대한해협 주변의 냉수괴들

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분석

자료에서는 한국 연안역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의 계

절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년변동 또한 그

변동폭이 계절변동에 비교될 만큼 뚜렷하였다. 따라서 북

한한류의 경년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직접적인 장기 해

류관측이 요구되며 재분석 자료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북한한류의 남하에 대한 물리적인 기작이 밝

혀지지는 않았지만, 북한한류가 동한난류 밑으로 남하하

고 저온저염의 중층저염수가 100 m 이심의 수온약층 보

다 깊은 수심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해의 열염

순환의 일환이라는 견해(Kim 2006)가 있다. 본 연구에 사

용된 동해 재분석 자료는 북한한류의 경년변동 등 시공간

변동을 시험하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북한한류의 물리적인 기작에 대해 연구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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