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수온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점

점 수온이 감소하는데 어떤 수심에서는 오히려 중․하층의 

수온이 상층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수온역전

(Temperature Inversion, TI)이라고 한다(Cho et al. 1993; 

KSO 2005). 이러한 수온역전층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첫

째, 해면으로부터의 열손실로 인한 표층 부근의 수온역전

(Hao et al. 2010), 둘째, 다른 수괴의 이류(advection)에 의

한 수온역전(Kang 1983), 셋째, 전선역에서의 혼합 과정

에서 생기는 수온역전(Kim and Cho 1982)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경우 수온역전 현상은 서로 다른 

수괴가 만나는 해역인 연안용승해역(Lee 1978), 극전선해

역(Kim and Cho 1982)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러한 해

역의 경계부근에는 수온전선과 같은 복잡한 해양물리적 

특성이 나타난다(Nagata 1967). Cho and Park (1990)에 의

하면, 제주도 동부해역에서 하계에 발생하는 수온역전 현

상은 고온고염의 대마난류수가 저온저염의 한국남안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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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안연안수가 고온고염의 대마난류수 사이를 침투하여 

생기는 수온역전으로 보고하였다. Kim et al. (1982)은 서

해에서 겨울과 여름의 수온전선 현상에 대한 조사결과 겨

울이 여름보다 7배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겨울

에는 표면 냉각 효과, 여름에는 다른 수괴의 경계에서 발

생한다고 하였다.

한국 남해에서 발생하는 수온역전현상을 연구한 Lee 

and Koo (2009)에 의하면, 남해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의 

수괴(한국남안연안수와 대마난류수)가 계절별로 서로 팽

창,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선을 형성하고, 전선해역에서 수

온역전현상이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황해 입

구에서 연구한 Lie et al. (2015)에 의하면, 황해 입구는 

황해저층냉수와 제주난류수가 만나는 해역이며, 겨울에 

수온역전 현상은 상층에는 차가운 한국연안수가 있고, 하

층에는 따뜻한 제주난류수가 존재하면서 수온역전이 발

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Lie et al. (2019)는 황해 동계에 

발생하는 대역전(Large Temperature Inversions)은 차갑고 

가벼운 연안수가 있는 해역에 제주난류수 및 황해난류수

의 이류(advection)작용으로 생성되는 열염전선역(thermo-

haline frontal zones)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발생하는 수온역전층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분

석한 Hao et al. (2010)에 의하면, 35° N 이하에서 한국연

안수와 황해난류수 및 제주난류수가 만나는 제주 부근에 

발생하며, 수온역전층이 깊고, 강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Pang et al. (2017)은 동계 황해 남부에서 발생한 수온역전

에 대한 모델링 결과 북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으로 수온

역전층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수온역전층은 대부분 전선역에서 발생하며, 해양생물

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전선역 분포 파악에도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제주도 부근에서는 발생하는 수온역전

층은 대부분 서로 다른 수괴가 만나면서 발생되며, 수괴의 

경계에서는 열염전선역이 수반된다. 수온전선의 정량적

인 결정은 대부분 수온의 수평경도(

)를 이용하

여 나타낸다. Yang et al. (1998)은 우리나라의 남해, 서해, 

대한해협의 수평경도가 0.10°C/km, 동중국해 0.07°C/km

로 구분하였고, Uda (1959)는 수온의 수평경도가 0.03 ~ 

0.27°C/km 이상인 지역을, Gong (1982), Park and Choi 

(1995)는 0.06°C/km 이상인 지역을, Na et al. (1991)은 남

해에 대해 2월에는 0.03 ~ 0.15°C/km라고 했으며, 4월에

는 0.05 ~ 0.12°C/km라고 했다. Ullman and Cornillon (1999)

은 평균 0.21°C/km인 지역을, Schick et al. (2004)은 0.36 

°C/km 이상인 지역을, Park and Chu (2006)는 0.01 ~ 0.02 

°C/km 이상인 지역을 수온전선역이라 제시하였다. 각 연

구자들의 수온전선 범위를 요약하면, 0.01 ~ 0.36°C/km의 

범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온역전층이 발생한 해역

에 대한 수온의 수평경도를 계산하여, 수온전선과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연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수괴는 양자강희

석수(Changjiang Diluted Water, CDW), 대마난류수(Tsushima 

Warm Current Water, TWCW), 제주난류수(Jeju Warm 

Current Water, JWCW), 쿠로시오분지류(Kuroshio Branch 

Current Water, KBCW), 황해저층냉수(Yellow Sea Bottom 

Cold Water, YSBCW) 등이 있다. 수괴 중 양자강희석수

는 제주 근해의 표층으로 유입되는 수괴로서 수온 23°C이

상, 염분 31 psu 이하의 수괴로 분류된다(Gong et al. 1996). 

그리고 제주도 동편에서 우회하여 남해의 대마도를 통과

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대마난류수(Lie and Cho 1997)는 

수온 14.0°C 이상, 염분 34.1 psu 이상으로 구분된다(KOSEF 

1990). 제주 서부에서 제주도를 시계방향으로 우회하여 

제주 해협을 통과한 후 대한 해협으로 향하는 JWCW는 

수온 12°C 이상, 염분 33.5 ~ 34.0 범위를 가지는 수괴로 

구분하였다(Lie et al. 2000). 또한 제주 우측을 통과하는 

해류를 대마난류수와 구분하여 KBCW라고 부르며, 34.0 

pus 이상의 염분 값을 가지는 해수로 구분하였다(Lie et 

al. 2000). 그러나 KBCW와 TWCW는 염분 값에서 단지 

0.1 psu 차이를 보이며, 유사한 특성으로 판단하였고, 

TWCW에 KBCW를 포함하여, TWCW의 수괴 범위를 본 

논문에서 수온 14.0°C 이상, 염분 34.0 pus 이상으로 구분

하였다.

이전까지 연구된 황해저층냉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자들의 구분 기준이 상이하다. Nakao (1977)는 황해 중앙

해역의 저층에서 동계에 형성되어 춘계에서 추계까지 나

타나는 10°C이하 수온과 32.0 ~ 32.5 psu 범위의 염분 값

을 갖는 해수로 분류로 분류하였고, Gong et al. (1996)은 

Table 1. Range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value by water mass in the near Jeju Island

Parameter CDW YSCW JWCW TWCW (KBCW)

Temperature (°C) 23 ≤ T 5 ≤ T ≤ 14.5 12 ≤ T 14 ≤ T

Salinity (psu) 31 ≥ S 32.0 ≤ S < 33.5 33.5 ≤ S < 34.0 34.0 ≤ S

CDW: Changjiang Diluted Water

YSCW: Yellow Sea Cold Water

JWCW: Jeju Warm Current Water

TWCW: Tsushima Warm Current Water, KBCW; Kuroshio Branch Curren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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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C 이하 수온과 33.7 psu 이하 염분으로 구분하였으

며, Hur et al. (1999)은 40년간 황해와 동중국해 자료를 

집괴 분석하여 10.0°C 이하 수온과 33.2 psu 이하 염분으

로 구분하였다. 또한 Jang et al. (2011)은 수온 13.2°C 이

하, 염분 32.6 ~ 33.7 psu로, Park (1986)은 12°C 이하 수온

과 33.5 psu 이하의 염분을 갖는 해수로 구분하였다. 황해

저층냉수에 관해서는 일관된 정의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

는 황해저층냉수를 제주난류수와 구분하기 위하여, 수온 

5 ~ 14.5°C, 염분 32.0 ~ 33.5 psu 범위로 설정하였다. 황

해저층냉수는 수온약층 아래에 존재하는 수괴로 관측 해

역의 표층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주도 서쪽해

역의 표층에도 황해저층냉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잘 못 이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황해저층냉수를 황해

냉수(YSCW: Yellow Sea Cold Water)로 표현하여 수온역

전층의 상부 수괴와 하부 수괴를 구분하였다. 이상의 수괴

의 범위를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수온연

전층 내의 수괴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류가 공존하는 제주도 근해에

서 발생하는 수온역전층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에 해양물리조사를 수행하였고,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온역전층의 특성과 수온전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조사 방법

조사 해역은 제주도 서부해역으로, 33° 10′ ~ 34° 00′N, 

124° 00′ ~ 125° 45′E에서 2015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

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인 이어도를 이용하였

다(Fig. 1). 정점간격은 동서 5′(약 7.68 km), 남북 10′(18.52 

km)으로 설정하여 133개 정점(●)에서 XBT (eXpendable 

BathyThermograph: Probe type T-10, Lockheed Martin 

Co.)를 이용하여 관측하였다. 그리고 수온역전층에 대한 

수온 및 염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2개의 정점(○)에서 CTD 

9-11plus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SeaBird Co.)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온 및 염분에 대한 정선별 비교를 

위하여 2015년 4월의 국립수산과학원의 312, 313 정선(◆)

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온역전층의 수괴를 파악하였다.

조사 장비 제원

2015년 4월 현장 조사시 XBT probe T-10을 사용하였으

며, 수온 정확도는 ±0.1°C, 연직 분해능은 65 cm이며, 최

대 선속 10 knots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최대 관측 수심은 

200 m이다. XBT의 자료 획득은 universal serial bus data 

acquisition system (Lockheed Martin MK21)을 이용하여 

실시간 현장에서 확인가능하다. XBT는 수온만 측정하기 

때문에 염분 값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어도

호에 장착된 thermosalinograph (TSG; Sea-Bird Electronics 

SBE21)으로 측정된 표층 염분 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측한 XBT 관측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위

해 SeaBird사의 CTD9-11plus를 사용하여 2개 정점에 대

한 수심별 수온 및 염분을 관측하여 비교하였다. CTD9- 

11plus의 수온측정범위는 -5 ~ 35°C, 정확도는 0.001°C, 전

기전도도는 0 ~ 70 mmho/cm이고, 정확도는 0.003 mmho/ 

cm이며, 샘플 주기는 24 Hz로 1초에 24번 측정이 가능하

다. CTD의 운용 매뉴얼(SBE 2016)에 따르면 하강 및 상

승시 속도는 1m/s 이하로 측정해야하며, CTD에 의한 관

측자료의 해상도는 1 m / 24회 ≒ 4cm로 계산된다.

분석 방법

제주도 서부해역에서 측정한 수온 분포를 분석하기 위

Fig. 1. Station of physical observation in region wet of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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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평분포 및 정선별 연직분포를 그렸다. 그리고 수온

역전층의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수온역전층 수온 차이

()는 0.1°C, 수온역전층의 두께()는 10 m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Fig. 2). 수온역전이 발생한 해역에 

대한 수온의 수평 기울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거리별 수온

변화를 식 (1)과 같이 계산하였다.

∇





∆

∆
 



 
∆

∆
 



 (1)

여기서 ∇

는 정점 사이 수온차이, ∆는 경도간격인 5′

(7.68 km), ∆는 위도 간격인 10′(18.52 km)이며, 이를 

km 단위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수온역전층의 수괴 분

석을 위하여 CTD로 측정한 2개 정점과 국립수산과학원

의 312, 313 정선의 수온 및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T-S도

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CTD와 XBT 자료 비교 및 검증

XBT에 의하여 획득한 수온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온역전층이 발생하지 않은 정점(CTD 1)과 수온

역전층이 발생한 정점(CTD 2)의 수온 관측 값을 비교하

였다(Fig. 3). 수온역전층이 발생하지 않은 CTD 1정점에

서의 수심별 수온의 편차는 평균 0.07°C이었고, 수온역전

층이 발생한 CTD 2정점에서의 수심별 수온의 편차는 평

균 0.08°C이다. XBT 수온 정확도가 ±0.1°C이며, CTD와 

수심별 수온의 평균 편차는 모두 정확도 범위 내에 존재

하였다. 

Temperature (℃)

D
e
p

th
 (

m
)

D0

D1

∆D

∆T

T0 T1

Fig. 2. A schematic diagram showing of a water temperature

inversion layer

Fig. 3. Comparison of water temperature observed by XBT and CTD at the CTD 1 (left, typical water temperature condition)

and CTD 2 (right, occurrence water temperature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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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에서 XBT 측정 후에 CTD를 측정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조류 및 바람 등에 의하여 측정 위치가 이동

되면서 수심별 수온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으며, 수온의 편

차가 발생한 수심대는 수온약층 부근이고, 수온의 연직 형

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제주 서부해역에서 XBT로 측정

한 수온자료의 정확도를 CTD 수온자료와 비교한 결과, 

수온역전층 분석이 가능한 수온자료 정확도를 확인하였

으며, 이를 이용하여 수온역전층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수온 수평분포 분석 결과 

연구해역의 수온 수평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 4에 

수심 10, 40, 70 m의 수온 수평분포도를 표시하였다. 수심 

10 m에서 수온은 11 ~ 13°C의 수온분포를 보이며, 남동

쪽해역에서 13°C로 그 이외의 해역 보다 다소 높게 나타

났다. 수심 40 m에서는 9 ~ 14°C의 수온분포를 보이며, 

남동쪽해역에서 14°C의 수온이 존재한다. 수심 70 m의 

수온 수평분포를 보면 9 ~ 15°C로 나타났으며 남동쪽해

Fig. 4. Horizontal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at depth 10, 40 and 7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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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수심 10 m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수온 수평분

포 분석 결과, 연구해역에서 표층보다 중층이나 저층에서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수온역전층(temperature inversion 

layer)이 남동쪽해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온 연직분포 분석 결과 

연구해역에서 발생한 수온의 수심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서정선(Fig. 5)과 남북정선(Fig. 6)의 연직수온분

포를 그렸다. 연구해역 동서정선의 연직수온분포는 맨 위

부터 A, C, F 정선을 표시하였다. 수온역전층이 발생하지 

않은 A 정선에서는 표층혼합층은 수심 10 m 이내로 얇고 

수온은 12°C, 그 이심에는 약한 수온약층이 존재하며, 해

저혼합층이 9 ~ 10.6°C로 분포하였다. 125° 30′E (A18)부

근에서 약 10.8°C의 해저혼합층이 존재한다. C정선에서

는 전체적으로 10 ~ 13°C의 수온분포를 보이며, 동쪽역의 

수심 40 m 이심에서는 수온 12°C 보다 높은 수온이 분포

하였다. 연구해역의 남쪽인 F 정선은 표층과 중층사이에

는 수온 12 ~ 13°C가 존재하고, 표층에는 13°C이상이다. 

Fig. 5. Vertical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at line A, C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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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해역의 중층에서 저층까지 14 ~ 15°C 고수온이 중앙

해역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연구해역의 남

동쪽해역의 중층과 저층에서 따뜻한 해수가 침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해수와 만나면서 

중층과 저층의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수온역전층을 발견

할 수 있다. 본 연구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A 정선과 같

은 수온이 지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A 정선을 제외한 

나머지 정선에서는 고온의 수괴가 중층 및 저층에 나타나 

표층보다 저층의 수온이 높은 수온역전층이 발생하였다.

연구해역 남북정선의 수온연직구조를 분석하였다(Fig. 

6). 여기서 1번 정선은 서쪽해역이고 22번 정선은 동쪽해

역이다. 1번 정선에서는 표층의 수온이 높고 저층의 수온

이 낮은 일반적인 수온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7번 정선에

서부터 중층 및 저층이 북쪽보다 남쪽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연구해역의 동쪽역에 해당하는 22번 

정선의 수온 연직분포를 분석하면, 중층 및 저층에서 14 

Fig. 6. Vertical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at line 01, 07 and 22 (showing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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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의 수온이 강하게 북쪽으로 향하는 형태이다. 정선

별 수온연직분포 결과, 수평분포에서 보았듯이 표층보다 

중층 및 저층에서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수온역전현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저층에 분포하는 따

뜻한 해수가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향하는 형태이다.

수온역전층 발생 해역 분석

연구해역에서 관측한 수온자료를 이용하여 수온역전층

이 발생한 정점과 발생하지 않은 정점을 분석하였다(Fig. 

7). 전체 정점 133개중 84개 정점에서 수온역전층이 발생

하였으며, 63.1%를 차지하였다. 수온역전층은 대부분 연

구해역 남동쪽해역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북쪽해역과 남

서쪽해역에서는 수온역전층이 소수 발생하였다. 수온역

전층의 분포가 마치 남동쪽에서 북서방향으로 전진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연구해역의 중간에서는 수온역전층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났다. 이 해역이 수온역전층의 경계로 

판단된다.

수온역전층의 형태별 분포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

온역전층이 발생된 해역과 발생되지 않은 해역의 수온연

직구조를 분석하였다(Fig. 8). 경계해역으로 판단되는 C 

정선중에서 수온역전층이 발생하지 않은 C01 정점의 수

온분포를 보면 수심 10 ~ 40 m까지 수온약층이 형성되었

다. 수온역전층이 발생한 C05와 C09 정점의 수온연직구

조에서는 수온역전층이 중층에서 형성되어 소멸되었다. F 

정선중에서 수온역전층이 형성되지 않은 F01 정점의 수

온연직구조는 표층부터 수심 30 m까지 수온약층이 형성

되었고, 그 이심부터는 10°C의 해저혼합층이 나타났다. 

반면에 수온역전층이 발생한 F04 정점은 수심 30 m부터 

50 m까지 수온역전층이 나타났고, F20 정점에서는 수심 

30 m부터 80 m 이상까지 수온역전층이 나타났다. 수온역

전층의 발생 경계 부근에서는 수온역전층이 중층에서 생

성되어 소멸되었으며, 수온역전층이 강하게 형성된 해역

에서는 중층에서 시작하여 해저면 가까이 형성되는 형태

별 차이를 보였다. 수온역전 현상이 발생된 해역에 대해서 

수온역전층의 형태로 수온역전층의 경계를 파악한 Cho 

and Park (1990)의 결과와 유사하다.

수온역전층 수심 및 수온 분석

연구해역에서 수온역전층이 발생한 수심과 수온역전층

의 깊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9에 수온역전층이 시작되

는 수심(D0, (a)), 수온역전층이 끝나는 수심(D1, (b)) 및 

수온역전층의 두께(, (c))를 나타내었다. 수온역전층이 

시작되는 수심(D0)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온역전층은 수

심 10 ~ 54 m에서 시작하고, 연구해역의 남동쪽 해역에서 

시작 수심이 깊게(수심 30 ~ 40 m) 나타났다. 따라서 수온

역전층이 대부분 중층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온역전층이 끝나는 수심(D1)의 분포를 보면, 수심 20 ~ 

90 m까지 나타났다. C 정선의 일부 정점에서 수심 20 m

에서 끝났으며, 수온역전층이 넓게 분포하는 남동쪽해역

에서 대부분 70 m 이상까지 깊게 형성되었다. 중층에서 

시작된 수온역전층이 대부분 해저면 부근까지 깊게 형성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온역전층이 시작되는 수심과 수온

역전층이 끝나는 수심의 차이인 수온역전층의 두께()

를 보면, 수온역전층이 발생한 경계는 10 ~ 20 m 내외로 

얕게 형성되었고, 수온역전층이 주되게 형성된 연구해역 

남동쪽 해역에서 50 m 이상으로 나타나고 북서방향으로 

가면서 수온역전층 두께가 40 m에서 20 m로 감소하였다. 

연구해역에서 수온역전층이 발생한 수심의 수온((T0, 

Fig. 7. The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inversion layer occurrence in the observ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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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 수온역전층이 끝나는 수심의 수온(T1, (b))분포를 

분석하여 수온 차이( , (c))를 살펴보았다(Fig. 10). 수온

역전층이 시작되는 수심(T0)의 수온 분포를 보면, 수온역

전층이 발생한 남동해역에서 수온이 13°C로 높았으며, 북

서방향으로 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져 8°C까지 분포하

였다. 수온역전층이 끝나는 수심의 수온분포(T1)를 살펴

보면, 남동쪽 해역에서 15°C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부

분 10°C 이상의 수온 분포를 보였다. 수온역전층이 시작

되는 수심의 수온 수평분포와 수온역전층이 끝나는 수심

의 수온본포 차이()를 보면, 수온역전층이 발생한 경계

는 0.5°C 내외로 차이가 적었으며, 남동쪽 해역에서 최대 

3.0°C 이상의 수온차이를 보였다. 

수온역전층의 두께는 10 ~ 50 m까지 분포하였다. 수온

역전층이 시작된 수심이 40 m 이상 되는 남동쪽 해역은 

중층 및 저층으로 난수가 유입되어 나타났고, 수온차이는 

3.0°C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에 수온역전층의 경계부근에

Fig. 8. The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profile at several stations in the C line (left) and the F line (right). Shading 

is water temperature invers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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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수온역전층이 수심 10 ~ 20 m 이내에서 시작되어 

수심 20 ~ 30 m에서 소멸되는 형태를 보였으며, 수온차이

는 0.5°C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온

역전층의 시작 수심 및 수온 차이를 이용하여 수온역전층

의 경계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온역전층 발생 해역 수온 수평경도 분석

제주도 서부해역에서 관측한 수온역전현상에 대한 경

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온 수평경도를 수심 10 m, 40 m 

및 70 m에 대하여 분석하였다(Fig. 11). 그림의 별표시는 

수온역전이 발생한 정점을 나타내며, 수온 수평경도는 

°C/km의 값으로 표현하였으며, 각 수심별 수온 수평분포

(10, 11, 12 및 13°C)를 동시에 표현하였다. 수심 10 m의 

Fig. 9. (a) is the starting depth distribution for TIL, (b) is the end depth distribution for TIL and (c) is the TIL thickness 

depth (m), (TIL; water temperature invers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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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수평경도를 보면 수온 12 ~ 13°C 사이에서 0.15°C/km

로 높게 나타났다. 수온의 수평경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수심 40 m에서는 수온 10 ~ 11°C사이에서 0.23°C/km 이

상의 높은 값을 보였으며, 수온 10°C의 등온선에서 0.10 

°C/km의 값을 보이며, 이 부분이 수온역전 발생의 경계로 

판단된다. 수심 70 m에서는 수온역전 발생의 경계로 수온 

10°C의 등온선이 나타났으며, 수온 10 ~ 11°C 사이에서 

수온의 수평경도가 0.05 ~ 0.15°C/km로 높게 나타났다.

수온 수평경도를 0.03°C/km ~ 0.36°C/km로 분석하였

는데, (Yang et al. 1998; Uda 1959; Gong 1982; Park and 

Choi 1995; Na et al. 1991; Ullman and Cornillon 1999; 

Park and Chu 2006) 연구해역에서 나타난 수온의 수평경

Fig. 10. (a) is the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at starting depth of TIL, (b) is the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at end depth of TIL and (c) is the different water temperature between (a) and (b), (TIL; water temperature 

inversion layer)



108 Kim, S. H. 

도가 최대 0.23°C/km까지로 나타났고, 평균값은 0.06°C/km

이었다. 제주도 서방해역에서 수온역전 현상이 발생한 해

역은 서로 다른 수괴가 만나서 발생하는 경계로 판단되며, 

수온역전 현상이 주로 전선역에서 발생한다는 Nagata 

(1967) 및 Cho and Park (1990)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Lie et al. (2019)는 황해 동계에 발생하는 대역전(Large 

Temperature Inversions)은 차갑고 가벼운 연안수가 있는 

해역에 제주난류수 및 황해난류수의 이류(advection)작용

으로 생성되는 열염전선역(thermohaline frontal zones)에

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수온역전 현상이 수온전선

의 분포를 판단하는 지표(index)로 활용할 수 있음을 뒷받

침 해준다.

수온역전층의 수괴 분석

수온역전 현상의 수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온역전 미발생 정점(CTD 1)과 발생 정점(CTD 2)의 수

Fig. 11. The distribution of horizontal water temperature gradient (°C/km) at depth 10 m, 40 m and 7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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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염분, 밀도를 비교하였다(Fig. 12). 그리고 두 정점의 

수온, 염분을 이용하여 T-S diagram에서 수괴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수온역전이 발생하지 않은 CTD 1 정점에서

는 수온 12°C 이하, 염분 33.4 psu 이하로 분포하였고, 수

심 10 ~ 30 m 사이에 수온약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염분

약층도 동일한 수심에서 나타났다. 반면, 수온역전이 발생

한 CTD 2 정점의 연직단면도를 보면, 수온역전층이 수심 

35 m부터 발생하여 수심 52 m까지 나타났다. 염분 값에

서는 수온역전층이 발생한 수심 35 m부터 33.5 psu가 나

타났고, 저층까지 서서히 증가하여 수심 50 m 이상부터는 

34.3 psu로 균일하게 분포하였다. T-S diagram에서 2개 정

점을 비교하면, CTD 1 정점의 수괴는 전체가 황해냉수

(YSCW) 범위내에 분포하였다(Table 1). 이에 반해 CTD 

2정점에서는 상층은 황해냉수 범위에 포함되고, 수심 35 

~ 45 m의 수괴는 제주난류수(JWCW) 범위에, 수심 45 m 

이상부터는 대마난류수(TWCW)의 범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염분 관측 자료가 부족하여 국립수산과학

원(NIFS)의 312, 313 정선의 2015년 4월 자료를 이용하여 

수온역전 현상에 대한 수괴를 분석하였다. 조사해역의 A 

정선과 유사한 위치인 312 정선의 수온, 염분 및 밀도의 

연직분포를 살펴보면, 수온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온은 8 ~ 11°C, 염분은 32.9 ~ 33.5 psu 범위, 밀도는 

25.5 ~ 25.8로 전층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Fig. 13). 조사

해역의 E 정선과 비슷한 위치인 313 정선의 수온은 10 ~ 

15°C, 염분은 32.2 ~ 34.2 psu 범위로 분포하였으며, 313- 

09정점부터 313-02정점까지 수심 40 m 이심에서 수온역

전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심 20 

~ 40 m 부근에서 수온 10.5 ~ 12°C의 냉수가 중층으로 

유입되고, 저층에서는 12 ~ 15°C 난수가 저층으로 유입되

면서 수온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Fig. 14). 염분도 마찬

가지로 표층부터 수심 30 m까지 32.6 pus 이하의 저염수

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수심 40 m 이심의 동쪽

Fig. 12.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density of CTD 1 and CTD 2 vertical profile (upper) and the distribution of 

T-S diagram (lower)



110 Kim, S. H. 

은 34.2 psu이었고, 서쪽은 33.4 psu 이하로 고염수가 동쪽

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형태였다.

2개 정선의 T-S diagram으로 수괴를 분석하면(Fig. 15), 

312 정선의 경우는 황해냉수 범위인 염분 33.5 psu 이하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수온역전이 발생한 313 

정선의 경우는 황해냉수, 제주난류수, 대마난류수의 특성

을 가진 수괴가 수심별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연구해역

에서 발생한 수온역전층은 중층부터 저층까지 두껍게 형

성되었으며, 이러한 원인은 고온(고염)이고, 밀도가 높은 

수괴(제주난류수, 대마난류수)가 중층 및 저층으로 침투

하면서 수온역전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Cho and 

Park (1990)은 제주도 동부해역에서 하계에 발생하는 수

온역전 현상은 고온 고염의 대마난류수가 저온저염의 한

국남안연안수 사이를 침투하여 생기는 수온역전과 저온

저염의 한국남안연안수가 고온고염의 대마난류수 사이를 

침투하여 생기는 수온역전현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정량

Fig. 13.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density profile at line 312 of NIFS in Ap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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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시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S diagram에서 

수괴의 정량적 범위를 통하여 수온역전층의 상층은 황해

냉수, 중･저층은 제주난류수 및 대마난류수의 특성을 파

악하였다.

그리고 제주 서부해역의 수온조사 결과 수온역전층은 

연구해역 남동쪽해역에서 대부분 형성되었다. Hao et al. 

(2010)과 Lie et al. (2015)의 연구 결과에서는 수온역전층

은 일반적으로 두 수괴가 만나는 경계해역에서 발생하며, 

Lee and Koo (2009)는 남해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의 수괴

(한국남안연안수와 대마난류수)가 계절별로 서로 팽창,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선을 형성하고, 전선해역에서 수온

역전현상이 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Kim et al. (1982)는 

동계에 발생하는 수온역전은 표면 냉각효과 때문으로 보

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계(4월) 수온역전층 분석결

과 다른 수괴 성분이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며, 수괴의 범위를 정의하여 T-S diagram 

Fig. 14.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density profile at line 313 of NIFS in Ap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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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으로 수온역전층을 발생시키는 수괴의 정량적 파악

이 기존 연구와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2015년 4월에 제주 서부해역에서 발생한 수온역전층은 

중층에서 저층까지 상대적으로 고온수가 침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수온역전층은 표층부터 중층에서 냉수가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저층에서는 난수가 북서방향으로 이

동하는 형태이었다. 수온역전층의 형태별 비교결과 수온

역전층의 경계에서는 중층에서 형성되어 중층에서 소멸되

었지만, 수온역전층이 강하게 형성된 해역에서는 중층에

서 시작하여 저층까지 나타났다. 수온역전층의 발생 수심 

및 수온을 비교하면, 경계역에서는 수온역전층의 시작 수

심이 10 ~ 20 m이었고, 두께는 10 ~ 20 m로 분포하였고, 

수온차이는 0.1 ~ 0.6°C이었다. 반면에, 수온역전층이 강

하게 형성된 해역에서는 30 ~ 40 m에서 시작되어 30 ~ 

60 m의 두께로 저층까지 나타났고, 수온차이는 1.0 ~ 

3.0°C까지 크게 나타났다. 수온역전층의 발생 경계 부근과 

수온역전층이 강하게 형성된 해역은 수온역전층의 발생 

수심 및 수온차이 등의 형태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온역전층이 발생한 해역의 수온 수평경도 분석 결과 

최대 0.23°C/km까지로 나타났고, 평균은 0.06°C/km이었

다. Nagata (1967) 및 Cho and Park (1990)은 전선대에서 

수온역전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전선대가 강한 

곳에서는 수온역전층의 복잡한 구조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수온 수평경도 계산 결과 수온역전층의 발생과 수

온전선의 위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온역전층

은 수온전선의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수온역전층의 T-S diagram을 이용한 수괴분석 결과 고온

고염의 제주난류수와 대마난류수가 중층부터 저층까지 

침투하였고, 중층에는 저온저염의 황해냉수가 확장하면

서 발생하는 수온역전층의 수괴 특성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5년 4월 1회 조사 결과로 조사해

역에서 발생하는 수온역전 현상에 대한 통계적(월별) 분

석이 부족하다. 연구해역에서 발생하는 수온역전 현상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연구해역을 확대하여(황해 및 동중

국해 포함) 계절 및 공간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수온역전층은 저층으로 침투하는 고온고염의 수괴로 인

하여 수온 및 염분의 공간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

여 저서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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