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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 동해 남부해역은 매년 하계에 집 으로 냉수 가 형성되어 빈번한 이상해황이 발생한다. 동해안에 

발생하는 냉수 는 바람의 항을 지배 으로 받는데 남풍계열의 바람이 3일에서 7일 이상 지속 으로 불어오는 

경우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냉수 의 발생과 변화  Cochlodinium polykrikoides 조와의 상 성을 분석하

기 하여 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 해양조사원의 부이의 수온과 풍향  풍속, COMS/GOCI의 클로로필 자료, 

바람자료와 NOAA에서 제공하는 GHRSST Level 4 SST,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속보자료를 활용하 다. 동해안 

연안용승시 용승된 수괴는 해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며 수괴를 따라 고농도의 클로로필이 형

성되는 특성을 보 다. 남쪽의 동한난류의 세력이 강하게 형성될 때 조가 북상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e southeast sea of Korea, the cold water is concentrated in every summer, showing in abnormal oceanic conditions. Cold water occurred in the 

southeast sea is dominantly influenced by wind, which occurs when the south wind is continuously blowing for 3 to 7 days more. In this study, water 

temperature, wind speed and direction data of KMA, KHOA and KHNP, Chlorophyll-a of COMS/GOCI, GHRSST Level 4 SST of NASA, and red tide 

alert data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were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occurrence and change of the cold water and the red 

tide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The upwelling cold water mass showed a characteristic of moving northward along the current and occurrence a high 

concentration of chlorophyll along the water mass. Also, when the warm current were strong, the characteristic of  red tide showed a northward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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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11,542 km의 긴 

해안선과 육지면 의 3.5배에 달하는 륙붕을 가지고 

있으며 동해, 남해, 서해의 수많은 어항에서 활발한 

어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다[1-2]. 연안에서 발생하는 

냉수 는 주변해역에 비하여 수온이 상 으로 5℃ 

이상으로 격하게 낮아지는 상을 말하며, 하계 6월

에서 8월경에 동해안에서 주로 발생한다[3]. 국립수산

과학원에서는 냉수 의 발생이나 확장, 변동시 냉수  

속보를 발령하고 있다.  

남동해역에서 발생하는 냉수 는 바람의 지배 인 

향을 받는데 표층의 해수는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

어올 때 향력의 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

서 오른쪽 90˚방향인 외해 쪽으로 해수를 이동시키는 

에크만 수송의 향을 받는다[4-5]. 연안의 표층수는 

외해로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족해진 표층수는 

찬 층수가 용승함에 따라 차갑고 양염이 풍부한 

해수로 채워지게 된다[6]. 동해안의 경우 3m/s의 남서

풍이 7일간 지속되거나 4m/s이상의 남서풍이 3일간 

지속될 때 냉수 가 발생한다고 하 다[4, 7]. 하계의 

풍향, 풍속 등이 층 냉수의 용승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지만 체 해양 수괴가 평년에 비해 수

온 상을 보이는 해황조건 한 요한 요인이라 분

석되고 있다[8].

Cochlodinium polykrikoides(이하 C. 

Polykrikoides) 조는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되어 어

류의 질식을 일으키는 무독성 와편모조류이며 어민들

에게 경제  피해를 주며 장기간, 고 도로 발생하

을 경우 동해와 서해까지 확장하여 한반도 역에 걸

쳐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9-11]. 선행연구를 통해 

조원인생물의 환경, 생태  특성들이 악되었으나 

조 상 자체는 해양환경변화, 기상, 기후변동, 인간의 

활동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고 있어 

조의 발생 특성을 악하는 것은 어렵다[12]. 

냉수 와 식물 랑크톤에 한 표 인 선행연구

는 Kim et al. [13]은 2013년 동해 남부연안(울산 정

자 ∼ 부산 일 )에서 냉수 의 발생 ⋅후의 해양

환경과 식물 랑크톤 군집 구조  크기를 분석한 연

구가 있다. 냉수 가 발생한 시기의 식물 랑크톤의 

개체수는 냉수 가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양염의 유입으로 인하여 크기가 큰 식물

랑크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Yoon and 

Yang [14]은 2013년 동해안의 냉수 의 시공간  이

동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 다. 냉수 가 강하게 발생

할수록 엽록소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 고, 

두 자료간의 강한 음의 상 계를 가진다고 분석하

다. 한 냉수  발생 시기에 5-8m/s의 강한 남풍 

 남서풍이 지속된다고 하 다. 이외에 냉수 와 식

물 랑크톤의 계를 분석[3,13,15,16]한 연구가 있으

며 냉수 의 공간분포와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

[14,17-19]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냉수  발생 시 식물 랑크톤의 분포  수온은 특정

기간의 각 정 에 하여 수행되어 공간 인 분포  

범 를 악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었다. 한 조

의 면 과 발생 치의 변화에 한 연구 한 미흡한 

실정이다. 동해안은 바람에 의한 향으로 매년 냉수

가 발생하며 남해안에서 발생한 조가 지속 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수

  조의 시공간 인 발생과 변화를 수온  

Chlorophyll-a(이하 chl-a)와 장 측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하고 둘의 상 성를 악함으로써 동해안 

해역의 해양환경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고 있다. 

Ⅱ. 연구 자료  방법

연구지역은 그림 1의 한국 동해로 선정하 다. 

덕, 포항, 호미곳, 감포, 울기, 기장, 부산 7개 해역에 

하여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냉수 의 발생과 

조의 역 인 시공간  분석을 해 성  실측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한반도 동해는 연

안을 따라 남쪽에서는 동한 난류가 흐르며 동해의 남

부 연안 해역에서는 연안 용승이 주기 으로 발생하

여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7]. 냉수 의 발생기간과 원인을 악하기 

해 국립수산과학원의 냉수  출 측정보와 기상청 

 한수원 해양 측 부이, 해양조사원의 조 측소의 

바람 자료와 수온 자료를 활용하여 냉수 의 특성을 

분석하 다. 동해안 냉수 의 발생은 바람의 향을 

지배 으로 받기 때문에 부이의 자료를 활용하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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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향을 분석하 다. 한 냉수 의 공간 인 분

포를 악하기 해 NOAA에서 제공하는 

GHRSST(Group for High Ersolution Sea Surface 

Temperature) Level 4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COMS)/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 성자료를 활용하 다. 

GHRSST Level 4는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AVHRR), Advanced Along 

Track Scanning Radiometer (AATSR),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GOES) Imager 등의 성과 장 측 자료를 활용

하여 매일 1km의 격자로 생성된다. 통신해양기상 성

인 COMS의 탑재체  하나인 GOCI는 정지궤도 해

색 측 성으로 500m의 격자로 매일 8회 제공된다.

그림 1. 연구 지역  부산, 기장, 울기, 감포, 호미곶, 
포항, 덕의 해양 측부이 치

Fig. 1 Study area and ocean observatory buoy of 
Busan, Gijang, Ullgi, Gampo, Homigot, Pohang, 

Yongdeok

동해안에 발생하는 C. polykrikoides의 특성을 분

석하기 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속보자료를 활

용하여 조의 치정보  조 도 자료를 취득하

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조 발생시, 발생 황 

 치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하루에 한 번씩 조 

속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 이미지화된 발생 

해역도를 활용하여 발생의 면   공간 인 분포를 

악하 다. 조 발생 해역도는 x, y로 구성된 스

터 데이터로 ⋅경도좌표계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오 퍼런싱(Georeferencing)과정을 거쳐 좌

표시스템을 등록한 후 조의 발생 치와 면 정보를 

획득하 다. 

Ⅲ. 냉수  발생 시 수온변화  공간분포

냉수  발생시 수온 변화  냉수 의 공간 인 분

포  이동 악을 하여 부이 장 측 부이자료와 

SST, chl-a를 분석하 다. 표 1은 2013 ∼ 2015년 

동해안의 냉수  발생 자료  조 발생기간을 나타

낸 것이다. 냉수  발생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한 경보  주의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고 

주의보는 주변에 비하여 수온이 5℃이상, 경보는 10℃

이상 낮아 졌을 때 발령하게 된다. 연구기간  냉수

는 2013년 부산에서 44일에 걸쳐 가장 장 기간 동

안 발생하 다. 2014년 한 덕에서 총 30일의 기

간에 걸쳐 지속 으로 냉수 가 발생하 다. 2014년 6

월 27일의 덕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역에

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냉수  주의보  경보가 발

령되는 특성을 보 다.

그림 2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냉수 가 집 으로 

발생되는 기간의 수온의 변화이다. 2013년의 경우 7

월 부터 연구지역 체에 걸쳐 격한 수온 감소 

상을 보이고 있다. 주의보가 가장 먼  발령된 7월 

3일의 포항, 호미곳은 부산, 기장 등 다른 해역에 비

하여 격한 수온 감소가 나타났다. 한 감포, 호미

곶, 덕의 경우 최소 9일에서 최  13일의 경보가 발

생되어 부산, 기장, 울기  포항해역에 비해 상

으로 강한 냉수 가 발생하며 7월 순에 격한 수

온감소를 보 다. 2013년의 경우 상 으로 고 도의 

해역에서 강한 냉수 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

으나 연구 기간 동안 최  수온은 부산 13℃, 기장 

12.9℃, 울기 5.9℃, 감포 8.1℃, 포항 7.5℃, 호미곶, 

6.7℃, 덕 14.8℃로 나타났다. 2014년은 6월 27일 

덕에서 발생한 냉수 를 제외하고는  해역에 걸쳐 

7월 18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집 으로 냉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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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Latitude(N)

Longitude(E)

2013 Days of coastal 

upwelling(alert /warning)

2014 Days of coastal 

upwelling(alert /warning)

2015 Days of coastal 

upwelling(alert /warning)

Busan

35.19° 129.50°

07. 10. ∼ 08. 22. (W)

Total : 44 days (W)

07. 18. ∼ 08. 11. (W)

Total : 25 days (W)
-

Gijang

35.27° 129.25°

07. 04. ∼ 08. 02. (W)

Total : 30 days (W)

07. 18. ∼ 08. 11. (W)

Total : 25 days (W)
-

Ullgi

35.49° 129.44°

07. 12. ∼ 07. 15. (W)

07. 18. ∼ 08. 06. (W)

Total : 25 days (W)

07. 18. ∼ 08. 11. (W)

Total : 25 days (W)
-

Gampo

35.80° 129.50°

07. 15. ∼ 07. 23. (A)

07. 23. ∼ 08. 06. (W)

08. 09. ∼ 08. 13. (W)

Total : 31 days (W)

9 days (A)

07. 18. ∼ 08. 11. (W)

Total : 25 days (W)
-

Homigot

36.075° 129.54°

07. 03. ∼ 07. 12. (W)

07. 12. ∼ 07. 23. (A)

07. 23. ∼ 07. 29. (W)

Total : 17 days (W)

12 days (A)

07. 18. ∼ 08. 11. (W)

Total : 25 days (W)
-

Pohang

36.01° 129.40°

07. 03. ∼ 07. 31. (W)

29 days (W)

07. 18. ∼ 08. 11. (W)

Total : 25 days (W)
-

Yongdeok

36.41° 129.44°

06. 18. ∼ 07. 03. (W)

07. 03. ∼ 07. 15. (A)

07. 18. ∼ 07. 29. (W)

08. 06. ∼ 08. 09. (W)

Total : 32 days (W)

13 days (A)

06. 27. ∼ 07. 01. (W)

07. 18. ∼ 08. 11. (W)

Total : 30 days (W)

-

Red tide 

Occurrence date

2013. 07. 27. 

∼ 2013. 08. 28.

2014. 09. 07. 

∼ 2014. 09. 24.

2015. 08. 14. 

∼ 2015. 09. 07.

※  Cold water alert(A), Cold water Warning(W)

표 1. 2013 ∼ 2015년 연안 용승  조 발생 기간
Table 1. Days of costal upwelling and red tide occurrence date in 2013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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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3년, 2014년의 부산, 기장, 울기, 감포, 호미곶, 포항, 덕의 수온변화
Fig. 2 Changes in water temperature in 2013 and 2014 in Busan, Gijang, Ullgi, Gampo, Homigot, Pohang and 

Young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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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3년 7월 8일(A, E), 7월 16일(B, F), 7월 21일(C, G), 7월 25일(D, H)의 SST  Chlorophyll-a 상
Fig. 3 Daily SST and Chl-a images on July 08(A, E), July 16(B, F), July 21(C, G), July 25(D, H) in 2013

그림 4. 2013년 7월 21일(A, E), 7월 27일(B, F), 7월 31일(C, G), 8월 12일(D, H)의 SST  Chlorophyll-a 상
Fig. 4 Daily SST and Chl-a images on July 21(A, E), July 27(B, F), July 31(C, G), August 12(D, H)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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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3년, 2014년의 부산, 울기, 포항의 풍향  풍속
Fig. 5 Wind direction and wind speed of Busan, Ullgi and Pohang in 2013 and 2014

발생한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2013년의 냉수 에 

비하여 발생기간이 짧고 수온의 감소폭이 낮으며 8월 

를 기 으로 수온이 다시 상승하는 특성을 나타내

었으며 발생 해역별 최  수온은 부산 17.9℃, 기장 

14.4℃, 울기 10.5℃, 감포 11.4℃, 호미곶 12.2℃, 포항 

12.6℃, 덕 15.5℃으로 나타났다. 동해안 냉수  발

생 시 울기 해역의 수온이 가장 크게 감소하 고 기

간 동안의 최고 수온은 24.9℃로 19℃이상의 높은 차

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냉수 의 향에 따른 SST의 공간 인 분포와 

chl-a를 악하기 해 그림 3, 그림 4와 같이 

GHRSST Level 4와 GOCI chl-a 상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2013년 7월 8일의 상에서 냉수 가 남해

안 역에 걸쳐 강하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 다(그림 

3A). 그러나 7월 16일과 7월 21일에는 냉수 가 소멸

하는 상을 나타내었으나(그림 3B, 그림 3C), 7월 25

일의 상에서 다시 차가운 수괴가 북쪽으로 확산되

는 형상을 보 다. 이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냉수 의 

경우 해류를 타고 북동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는데 그림 3B와 그림 3C에서 냉수괴가 북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7월 8과 7

월 16일의 상에서 냉수 가 확산된 방향을 따라 고

농도의 클로로필의 띠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그림 3E, 그림 3F). 7월 8일의 chl-a는 냉수  

발생면 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7월 13일에는 냉

수 의 강도는 약해졌지만 연안을 따라 상 으로 

더 높은 고 도의 chl-a 띠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G와 그림 3H에서도 동해안을 따라 

외해로 확산되는 냉수괴를 따라 chl-a가 확산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의 경우 냉수  발생기간 동안 2013년에 비

하여 동해안으로 확산되는 냉수괴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그림 4A, 그림 4B, 그림 4C, 그림 

4D). chl-a 한 냉수의 범 와 동일하게 외해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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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 도의 분포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안에서 냉

수 가 발생한 해역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14

년 한 조가 발생한 직후인 7월 21일의 상(그림 

4E)에 비하여 7월 27일(그림 4F)에서 고 도의 chl-a

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냉수 가 약해지

며 소멸된 시기인 7월 31일(그림 4G)과 8월 12일(그

림 4H)에는 수온이 상승함의 향으로 chl-a의 농도 

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h et al. [15]는 식물 랑크톤 도와 SST는 서로 

음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냉수  등의 향

으로 수온이 감소하면 식물 랑크톤의 도는 3 ∼ 5

일후에 증가할 수 있다고 하 다. Oh et al. [15]은 냉

수 의 발생이후 층의 풍부한 양분이 표층으로 

공 되어 식물 랑크톤이 증가한다고 하 다. 본 연구

에서 냉수  발생기간의 날짜별 SST와 chl-a를 상호 

분석한 결과 둘의 발생과 확산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

났으며, 강한 냉수 의 발생 이후 chl-a가 증가됨을 

확인하 다. 한 냉수 의 강도에 따라 확산되는 범

 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림 5는 2013

년과 7월 8일에서 7월 25일, 2014년 7월 21일에서 8

월 12일까지의 부산, 울기, 포항해역의 풍향  풍속

을 나타낸 것이다. 풍향  풍속을 도식화한 결과 냉

수  발생기간의 바람의 성분은 남풍  남서풍이 주

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 포항에 비하여 

울기해역의 측부이에서 11m/s 이상의 강한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측할 수 있었다. 한 2014년에 비

하여 상 으로 냉수 가 강하게 발생하 던 2013년

의 경우 5.7m/s 이상의 남풍  남서풍이 지배 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한 남풍  남서풍이 

불어올 시에 강한 냉수 가 지속 되는 것으로 단되

었다.

Ⅳ. 조 발생과 이동특성

그림 6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동해안에 발생한 

조를 SST의 분포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속보자료

에서 취득한 치정보를 활용하여 조의 이동특성을 

악하 다. 한 그림 7, 그림 8, 그림 9은 동해안 

조발생 기간의 도 농도  발생해역을 그래 로 나

타낸 것이다. 조는 바람, 수온, 염분 등의 물리 인 

요인과 생물종간의 경쟁  포식 등의 생물학  요인

들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20]. H. Oh et al.[21]은 수온이 25℃내외 일 때 가장 

성장이 활발하다고 하 으며 최근 한반도 해역에 발생

하고 있는 C. polykrikoides는 남해안에서 발생하여 동

해안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 냉수 와 

마난류가 만나는 지 에서 조의 생장에 합한 수

온 선 가 형성되어 한 수온 와 층수의 혼합

으로 인한 표층의 원활한 양염의 공 으로 인해 

조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20-21]. 

2013년 발생한 조의 경우 부산, 기장해역에서 냉

수 가 소멸된 이후 동해안에 발생하는 특성을 보

다. 이는 남해안에서 발생한 조가 냉수 의 차가운 

수온 선의 향으로 동해로 확산되지 못하다가 냉수

의 소멸로 인한 수온상승의 향으로 동해안으로 

확산된 것으로 단된다. 2014년의 경우 냉수 의 발

생기간과 동해안의 조발생기간 사이에 30일 이상의 

간격이 존재하고 2015년의 경우 냉수 는 발생하지 

않고 조만 발생하 다. 그림 7의 조 발생해역  

농도가 높게 나타난 2013년 8월 3일에서 15일 사이의 

기간의 조의 발생 치를 나타낸 그림 6B, 그림 6C

에서는 부산에서 삼척까지 넓은 해역에 걸쳐 조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 다. 2014년에 보 발생해역  

농도가 높았던 9월 14일에서 16일의 조발생 치를 

나타낸 그림 6F, 2015년 8월 19일에서 23일의 조발

생 치를 나타낸 그림 6J에서 조의 발생해역  농

도가 높게 나타날 때 넓은 해역에 분포하는 것을 확

인하 다. 한 2013년의 경우 그림 6A의 부산과 포

항해역에서 발생한 조가 남쪽에서 올라오는 동한 

난류의 향을 받아 그림 6D와 같이 북쪽으로 확산

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2014와 2015년의 경우 

그림 6E, 그림 6I와 같이 부산과 포항해역에서 조가 

발생하 지만 그림 6H와 그림 6L에서와 같이 북쪽으

로 확산되지 않고 포항  덕해역에서 소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해안에 발생한 조의 특성을 SST와 함께 분석

한 결과 동해안 조는 부산  포항 해역에서 기 

발생하여 번성하게 되고 남쪽의 동한난류의 세력이 

강하게 되면 동해, 삼척연안까지 확산되는 특성을 보

이나 난류의 세력이 강하지 않은 시기에는 포항  

덕해역에서 집 되다 소멸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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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3년(A, B, C, D), 2014년(E, F, G, H), 2015년(I, J, K, L)의 조 발생 치 정보  SST
Fig. 6 Red tide occurrence lacation information and SST from 2013(A, B, C, D), 2014(E, F, G, H), 2015(I, J,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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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3년 부산, 기장, 울기, 감포, 호미곶, 포항, 덕의 조 발생 해역(A)과 농도(B)의 
변화. Blue shadow는 발생 해역과 농도가 높게 나타난 기간

Fig. 7 Changes in red tide occurrence area(A) and concentration(B) in Busan, Gijang, Ullgi, Gampo, Homigot, 
Pohang and Yongdeok in 2013. Blue shadow show the period of high occurrence area and concentration

그림 8. 2014년 부산, 기장, 울기, 감포, 호미곶, 포항, 덕의 조 발생 해역(A)과 농도(B)의 변화. Blue 
shadow는 발생 해역과 농도가 높게 나타난 기간

Fig. 8 Changes in red tide occurrence area(A) and concentration(B) in Busan, Gijang, Ullgi, Gampo, Homigot, 
Pohang and Yongdeok in 2014. Blue shadow show the period of high occurrence area an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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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5년 부산, 기장, 울기, 감포, 호미곶, 포항, 덕의 조 발생 해역(A)과 농도(B)의 변화. Blue 
shadow는 발생 해역과 농도가 높게 나타난 기간

Fig. 9 Changes in red tide occurrence area(A) and concentration(B) in Busan, Gijang, Ullgi, Gampo, Homigot, 
Pohang and Yongdeok in 2015. Blue shadow show the period of high occurrence area and concentration

Ⅴ. 결론

본 연구지역인 동해 남부해역은 난류수와 한류수의 

향을 받아 복잡한 해황을 지닌다. 주로 여름철에 집

으로 냉수 가 형성되기 때문에 빈번한 이상해황

이 발생하기도 한다[22-23]. 연안용승에 의한 냉수

의 발생시 연안 양식장에 피해를 주기도 하며, 2013년

과 2014년 하계에는 강한 냉수 가 지속 으로 발생

하 다. 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남해안에서 발

생하여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며 바람, 해류 등

을 타고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C. polykrikoides 조

의 이동특성에 한 분석을 진행하 다. 이에 동해안

의 냉수   조의 시공간 인 특성을 악하기 

하여 NOAA에서 제공하는 GHRSST Level 4,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GOCI chl-a, 기상청, 해

양조사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하는 부이 실측자

료(수온, 풍향, 풍속)를 이용하 다. 

먼  냉수 의 해역별 발생기간을 악하고자 국립

수산과학원 냉수  주의보 자료를 활용하 고 냉수  

발생기간의 수온변화와 공간 인 분포  이동특성의 

악을 하여 SST와 chl-a, 장 측 부이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하 다. 이 결과 강한 냉수 의 발생시 용

승한 차가운 수괴는 동해안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보

다. chl-a 한 용승한 수괴의 확산 역을 따라 띠

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냉수  발생 

기간에 지속 인 남풍  남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강

한 냉수 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토 로 동해안 냉수 는 바람이라는 환경요소가 

냉수 의 발 , 소멸, 확산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악하 다. 

냉수 의 발생 직후, 냉수 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

의 조의 이동 특성  분포와 발생해역, 농도를 분

석하 다. 냉수 의 발생 이후 조가 발생할 시 조

의 세력이 강하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층의 찬 해수

가 표층으로 용승하여 양염을 공 한 것으로 분석된

다. 한 조는 부산, 포항해역에서 발생하며 남쪽의 

동한난류의 향이 강할 때 동해, 삼척 해역까지 확장

되는 특성을 보 다. 한 포항, 덕근해에 고 도로 

집 되다가 소멸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냉수 의 발생, 이동  소멸과 C. polykrikoides 조



JKIECS, vol. 14, no. 03, 559-572, 2019

570

의 이동특성  분포를 악하기 하여 성자료  

장 측 부이자료를 분석하여 동해안 냉수 와 조

의 환경요인을 악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토 로 

조  냉수  발생시 동해안 해양환경의 변화와 공간

인 분포, 냉수 와 조와의 상 성을 분석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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