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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도계 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해수면 높이 변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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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수면은 19세기 말부터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세기 이후 상승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해수면 높이는 지

역 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해역을 상으로 해수면 변동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사용된 자료

는 해상도 1/4°의 Topex/Poseidon, Jason-1, Jason-2 성의 고도계 자료를 이용하 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월별 평균 해수면 아노말리는 1∼4월은 음의 값을 보 으며, 5∼10월까지 양의 값을 보 다. 국 보하이

만은 륙성 기후의 향을 받아 해수면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자료를 평균한 결과 국 보하이만은 

륙성 기후 향을 받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쿠로시오 해류  와동류 향을 받아 해수면 변동이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Sea level is upward trend since the end of 19th century, it is accelerating after 20th century. Because sea level height has regional 

differences, we concerned sea level change in Korean Peninsula. We used Topex/Poseidon, Jason-1 and  Jason-2 satellite altimetry data 

which has 1/4° resolution. From 1993 to 2013, for 21 years, monthly mean sea level anomaly was negative between January and 

April, positive between March and October. Bohai Bay in China, affected the continental climate, showed big sea level changes. Mean 

sea level data showed remarkably affecting the continental climate in Bohai Bay in China, the Kuroshio Current and eddy affects the 

sea leve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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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양은 지구 표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방 한 열을 장하는 열 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쿠로시오 해류는 서양 멕시코 만류 다음으로 규모가 

큰 난류로 동아시아 기후  환경 변화에 향을 다. 

해수면은 19세기 말부터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세

기 이후 상승률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Prandi[1]

의 연구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지구 조

계 평균 해수면은 3.3±0.5 mm/yr 이었으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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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인공 성 평균 해수면은 3.4±0.1 mm/yr 이었다. 

우리나라 조 측소를 상으로 조 계 자료를 활용

하여 1960년부터 2010년까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동

해 2.0 mm/yr, 남해 3.2 mm/yr, 서해 1.3 mm/yr로 

나타났다[2]. 성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해수면 상

승률에 한 연구는 동해 지역(5.4±0.3 mm/yr)에 

한 연구가 있으나[3], 1992년부터 2001년을 상으로 

하여 최근 자료를 사용한 한반도 주변 해수면 변동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구 온난화 등 격히 변화하는 해양 환경을 모니

터링하기 해 지속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해양은 육상과 달리 근하기가 어려

워 방 한 자료 수집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4-5]. 

따라서 원격 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보다 넓은 지역에 

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6].

해수면 변동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동해, 남해, 서

해가 다르듯이 지역 인 변화가 있으므로 지역에 맞

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반도  동아시아 해역에 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은 편이며, 특히 인공 성 

자료를 활용하여 해수면 변동에 한 연구는 더욱 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 성 고

도계 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주변 해수면 변동에 하

여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자료  방법

연구 지역은 그림 1과 같으며, 한반도  인근해를 

포함한 117°∼142°E, 25°∼45°N으로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 지역.

Fig. 1 Study area.

연구 자료는 랑스 항공우주국(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의 데이터 센터인 AVISO

에서 제공되고 있는 성 고도계 자료를 사용하 다. 

사용된 성 고도계 종류는 Topex/Poseidon, 

Jason-1, Jason-2 이며, 표 1과 같다. Topex/Poseidon 

성의 후속 성은 Jason-1 성이었으며, 재 

Jason-2 성이 운용 에 있다. 성 자료는 1일 평

균 해수면 아노말리 자료를 사용하 으며, 해상도는 

각각 1/4°이다.

Satellite Duration

Topex/Poseidon 1993.03.01. ∼ 2002.04.24.

Jason-1 2002.04.25. ∼ 2008.10.19.

Jason-2 2008.10.20. ∼ 2013.12.31.

표 1. 성 고도계 종류  기간

Table 1. Satellite altimetry type and duration

먼  일 평균 해수면 아노말리 자료를 사용하여 1993

년부터 2013년 체  월 평균 해수면 자료를 분석하

다. 해수면 아노말리 자료는 음과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모두 양의 값이 표 될 수 있고, 변동이 큰 지

을 살펴보기 하여 RMS(Root Mean Square) 분석을 

실시하 다. 한 해수면 아노말리 자료를 이용하여 변

동 분포를 살펴보기 하여 조화 분석(Harmonic 

Analysis)을 하 다. 조화 분석은 시계열 자료의 복잡한 

형을 정  형(Sinusoidal Wave)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진폭(Amplitude)과 상(Phase)으로 구

성된다[7]. 조화 분석 식은 다음과 같다.

  coscos

    : 연진폭   : 반년진폭

    : 연 상   : 반년 상

    : 연주기 각속도(  )

    : 1월 1일부터 일수

조화 분석을 통해 연 상  연진폭을 구하면 해수

면 변동의 공간 인 분포  시·공간 복합 분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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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i)    (j)    (k)    (l)

그림 2. 1993∼2013년 (a) 1월, (b) 2월, (c) 3월, (d) 4월, (e) 5월, (f) 6월, (g) 7월, (h) 8월, (I) 9월, (j) 10월, 

(k) 11월, (l) 12월 평균 해수면 아노말리(cm).

Fig. 2 Mean sea level anomalies(cm) between 1993 and 2013 in (a) Jan., (b) Feb., (c) Mar., (d) Apr., (e) May, 

(f) June, (g) July, (h) Aug., (i) Sept., (j) Oct., (k) Nov., and (l) Dec..

Ⅲ. 결 과

3.1 월 평균 해수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성 고도계 아노말

리 자료를 월 평균 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의 a∼d와 같이 1∼4월은 체 으로 음의 값을 보

으며, 일본 남해안 지역은 쿠로시오 해류의 향을 받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5월(그림 2.e)부터 해수면 아노

말리 값은 차 양의 추세를 보 다. 국 보하이만 

지역은 륙성 기후의 향을 받아 한반도 동해안과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  이른 해수면 상승 추세

를 보 다. 11월(그림 2.k)부터는 양의 해수면 아노말

리 값이 감소 추세를 보 으며, 국 보하이만은 륙

성 기후의 향을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더 하

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 4는 월별 해수면 아노말리 자료를 RMS로 

계산하여 나타냈다. 그림 3은 1월부터 6월까지, 그림 

4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일본 남동해 지역의 RMS 

값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  높게 나타났다. 4월 

RMS(그림 3.d) 값은 한반도 서해 일부 지역에서 약 

6 cm 값의 편차를 보 다. 6월부터 10월(그림 3.f∼그

림 4.d)까지 국 양쯔강 하구에서 RMS 값이 높게 

나타났다. 양쯔강 하구에서 값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름철 강수량 증가로 인한 담수 유입으로 단된다. 

8월부터 12월(그림 4.b∼4.f)까지 한반도 동해안 울릉

도 부근에 RMS 값이  상승했다가 하락하 다. 

10월(그림 4.d)에는 독도 부근까지 RMS 값이 6 cm 

정도로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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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그림 3. 1993∼2013년 (a) 1월, (b) 2월, (c) 3월, (d) 
4월, (e) 5월, (f) 6월 평균 해수면 RMS(cm).

Fig. 3 Mean sea level RMS(cm) between 1993 and 
2013 in (a) Jan., (b) Feb., (c) Mar., (d) Apr., (e) 

May, and (f) June.

   (a)    (b)

   (c)    (d)

   (e)    (f)

그림 4. 1993∼2013년 (a) 7월, (b) 8월, (c) 9월, (d) 
10월, (e) 11월, (f) 12월 평균 해수면 RMS(cm).

Fig. 4 Mean sea level RMS(cm) between 1993 and 
2013 in (a) July, (b) Aug., (c) Sept., (d) Oct., (e) 

Nov., and (f) Dec..

3.2. 조화 분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체 해수면 자료를 평균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국 보하이만은 륙성 기후

의 향을 받아 2.5∼5 cm로 가장 높았다. 한반도 서

해연안은 낮은 수심과 큰 조석 차이로 평균 해수면이 

3∼3.5 cm로 한반도 남·동해 연안에 비해 높았다. 한

반도 동해안 울릉도 근처는 와동류 향을 받아 평균 

해수면이 3 cm로 주변 해역에 비해 상 으로 높았

다. 와동류는 일본 남동해안에서도 나타났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 하는 와동류(평균 약 3∼3.5 cm)는 그 

지역을 기압으로 만들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 

일본 해역 쿠로시오 해류 근처에서는 시계 반 방향

으로 회 하여 해수면이 하강하는 와동류(평균 약 0.5

∼2 cm)도 나타났다.

그림 5. 1993∼2013년 평균 해수면 아노말리(cm).
Fig. 5 Mean sea level anomalies(cm) between 

1993 and 2013.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해수면 아노말리 자료를 사

용하여 조화 분석한 결과는 연진폭, 연 상으로 나타

낼 수 있는데, 그림 6, 7과 같다. 쿠로시오 해류가 지

나가는 일본 남동해의 연진폭이 12∼20 cm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 쓰시마 해류의 향을 받아 우리

나라 남해안  일본 서해안의 연진폭이 12∼14 cm

로 나타났다. 국 보하이만의 연진폭도 12∼14 cm로 

나타났으며, 양쯔강 하류 부근도 12∼13 c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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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93∼2013년 해수면 연 진폭.

Fig. 6 Annual amplitude of sea level anomaly 
between 1993 and 2013.

그림 7의 연 상을 살펴보면 약 210°인 7월경, 쿠

로시오 해류 부근의 해수면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1993∼2013년 해수면 연 상.

Fig. 7 Annual phase of sea level anomaly  
between 1993 and 2013.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성 고도계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

도 주변의 해수면 높이 변동을 알아보기 하여 월별 

평균 해수면과 RMS, 조화분석을 수행하 다. 국 

보하이만은 륙성 기후의 향을 받아 해수면 상승 

 하락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일본 남해안 

지역의 해수면은 쿠로시오 해류의 향을 크게 받았

다. 동해안 울릉도 근처는 와동류 향을 받아 해수면

이 높았다. 해수면 변동에 해류  기후의 향이 지

배  이 는데, 해류 자료, 해수온 자료 등을 함께 사

용한다면 해수면 상승에 향을 주는 원인을 좀 더 

쉽게 악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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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02년 여수 학교 해양공학과 교수

2002년 ∼ 재 부경 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 

교수

※ 심분야 : 해양원격탐사, GIS

서원찬(Won-Chan Seo)

1988년 부경 학교 해양공학과 

졸업(공학사)

1992년 일본 OSAKA 학 학원 

생산가공공학과 졸업(공학석사)

1995년 일본 OSAKA 학 학원 생산가공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98년 ～ 재 부경 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과 

교수

※ 심분야 : 성정보처리, Machine 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