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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understand the transport of anchovy egg-larvae, an integrated model consisting of a hydrodynamic model and a 

three-dimensional Lagrangian diffusion model was used for the anchovy Engraulis japornicus egg-larvae trace. Fist, in order 
to determine the circul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outh Sea of Korea, residual flow according to tide, density and wind effect 
was investigated. In offshore regions, tide-induced residual current tends to flow eastward during the spring tide and 
westward during the neap tide. Residual flow is irregular due to the bottom topography in the coastal area. No special 
tendency was apparent in the open sea. Especially, the flow in the offshore regions showed results similar to that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The transport of anchovy egg-larvae is decided the physical properties of sea water. It is estimated 
that anchovy eggs spawned near the Jeju Island travels offshore, rather than to coastal areas, and grow in the front area 
between the coastal sea and offshor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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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어류는 난자치어기의 감모율이 가장 높으므로 어

류의 생활사 중 이 시기의 생존율은 차후 그 생물자원

의 변화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난자치어기의 생존율 

변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은 산란장, 자치어 성

육장의 환경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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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어기의 특성 중 하나는 유영능력이 없거나 미약

하므로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찾아 이동하지 못하고 

주변해역의 해수 이동에 의해 수동적으로 서식장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해역의 밀도(수온․염분), 
해수유동, 바람 등은 난자치어를 어떠한 환경에서 생

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것은 

바로 난자치어의 생존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해양

생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러

나 난자치어가 어떤 장소로 어떻게 수송되는지에 대

한 문제는 자원량과 그 변동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인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

비한 실정이다. 초기 손실이 높은 난자치어의 수송기



1404 김동선․배상완

작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란 후 수일～수

십일에 걸쳐 소규모 시간범위의 산란장 주변의 해황

변동과 난자치어의 공간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장 관측 자료가 부족하여 난자치

어의 구체적인 연구는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

이다.
난자치어의 수송기구에 관한 국외연구를 보면, 

1970년대까지는 물질의 수송 및 확산이론에서 물리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초기 손실에 관한 생

물학적 연구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불충분하였다(平
野, 1968).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섭이 및 피포

식 등의 생물 과정이나 자치어의 행동생태 등을 포함

한 수송기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小西, 1980). 
연안해역의 해수순환이나 전선 등의 해양구조가 생물

생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난자

치어의 초기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연안 해양과정의 

연구는 물리․생물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

다. 또한 난자치어의 생존 및 가입과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화하고 실험실과 현장연구를 결합하여 수

치모델을 이용한 난자치어의 거동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Nakata 등, 2000).
멸치(Engraulis japornicus)는 한국의 전 해역에 분

포하지만 주로 남해 일대에 주어장이 형성되고 있으

며, 그 자원량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박과 이, 1991; 백과 이, 2000). 멸치의 주어장

인 남해는 계절에 따른 복잡한 해황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해, 서해(황해)와 다른 생태계를 구성

하고 있다(Kim과 Kang, 2000; 김, 2003). 특히 남해는 

한국 전체 출현 어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할 정도로 

어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해역이다(백, 1982; 김과 이, 
1994; 김과 고, 2003; 이, 2004). 또한 남해는 굴곡이 

심한 해안선과 많은 섬들이 존재(Fig. 1)하고 따뜻한 

쓰시마 난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정착성 어류들이 서

식하는 동시에 이곳을 거쳐 회유하는 주요어종의 산

란장 또는 성육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수산진흥원, 1998). 
남해에서 멸치 난자치어가 수송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석에 의

한 효과와 표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 및 층별 

유동에 영향을 주는 밀도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들 인

자들의 영향을 고려한 해수유동의 분포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3차원 해수유동모델과 난

자치어 추적자 모델을 동시에 수행하여 남해에서 멸

치 난자치어의 이동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유동계산

남해안에 대한 수치실험은 대상영역을 수평적으로 

가로×세로(1 ㎞ × 1 ㎞)의 정방격자, 연직방향으로 7
개의 σ-layer를 표층에서 저층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설정하여 3차원 해수유동모델인 POM(Princeton 
Ocean Model)을 사용하였다(Blumberg and Mellor, 
1987; Ezer 등, 2002). 수심자료는 한국해양조사원의 

해도 219, 229 및 836을 사용하였다(Fig 1). 계산 시간

간격은 CFL(Courant-Friedrichs-Lewy) 안정조건을 

고려하여 5초로 설정하여 총 45일간의 계산을 수행하

였다. 
남해에서 조류계산은 개방경계에서의 4대 분조

(M2, S2, K1 및 O1)의 조화상수를 사용하였다(한국해

양연구소, 1996). 
해상에서 바람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

별로 변화하는 바람의 효과를 반영한 흐름을 재현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바람은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해양기후도의 평균자료(봄: 8 m/s, 남동풍; 여름: 
8 m/s, 남풍; 가을: 8 m/s, 북서풍; 겨울: 10m/s, 북서

풍)를 전 해역에 적용하였다. 바람성분은 해면에서 

wind stress로 작용하도록 하였으며, 취송류 계산시에

는 조류에서 사용된 외곽해면변위와 수온염분의 분포

에 의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밀도의 효과에 따른 흐름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온과 염분의 초기 분포는 국립수산과학원의 5년 평

균(2003∼200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남해로 유입되

는 해류로는 제주해협을 통해 유입되는 제주난류와 

제주도와 일본 큐슈 사이로 유입되는 쓰시마 난류수

를 고려하였다. Teague(2002)에 의하면 제주난류수의 

유량은 0.59 Sv,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쓰

시마 난류의 유량은 3.44 Sv (봄: 2.7 Sv, 여름: 3.0 Sv, 
가을: 3.5 Sv, 겨울: 2.2 Sv)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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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큐슈 사이로 유입되는 쓰시마 난류수의 유

량이 2.85 Sv이므로 서방 경계역을 통해 유입되는 제

주 난류수(0.59 Sv)와 남방 경계역을 통해 유입되는 

쓰시마 난류수(2.85 Sv)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해의 해수유동은 위에서 설명한 조

류, 바람의 효과, 그리고 수온․염분의 효과를 모두 고

려한 잔차류로 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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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ttom topography in the South Sea of Korea. 
Contour numbers show depth(m). (Black circle 
numbers: 1. Jindo, 2. Bogildo, 3. Cheongsando, 4. 
Chodori, 5. Deuckryang Bay, 6. Goheung, 7. 
Dolsan-do, 8. Namhaedo, 9. Geojedo, 10. Jinhae 
Bay, 11. Seongsan) 

2.2. 멸치 난자치어 추적자 모델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물질의 이류․확산을 나타내

는 방법에는 Eulerian과 Lagrangian방법이 있다. 
Lagrangian방법은 해양의 부유물질을 입자들의 모임

이라 보고 일정한 부피를 가진 입자들이 서로 독립적

으로 움직인다는 가정 하에서 이류와 확산에 의해 시

간에 따라 이동한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서는 Lagrangian방법에 의한 추적방법을 이용한다.
물질확산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확산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이하여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 외에 입

자의 움직임이 임의행보(random walk)한다는 가정에

서 수립된 Monte Carlo방법이 있다. 이러한 입자추적

법은 현상을 손쉽게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결
과의 분석이 용이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Monte Carlo방

법을 이용하여 멸치난자치어의 추적에 이용한다(식, 1).

 ×           (1)

여기서, U : 그 time step에 계산된 유속, R : 임의행

보(random walk)로  ,  : uniform 
random number(평균=0, 표준편차=1) 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석잔차류 

남해안의 조석 잔차류(tide-induced residual current)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대조기 태음반일주조

(12.42 hr) 동안의 조석잔차류는 남해 서부와 중부의 

외양역에서는 동향하는 흐름이 우세하고, 남해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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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de-induced residual currents during spring, neap 
tides in the South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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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북동향하는 흐름이 우세하다. 특이 사항으로 

부산 연안에서 해안선을 따라 남서향하여 진해만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보이고,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에서 

강한 경향을 보인다. 소조기 태음반일주조(12.42 hr)
동안의 조석잔차류는 대조기와 달리 남해 서부에서 

서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남해 동부 외양역에서 남향

하는 흐름을 보이며, 남해 중부 여수 외양역에서 시계

방향의 환류가 보인다. 부산연안을 따라 남서향하여 

진해만으로 유입되는 흐름은 대조기와 소조기 동일하

게 나타났다. 

3.2. 잔차류  

조석잔차류, 바람 및 밀도의 효과를 고려한 잔차류

의 계절분포는 Fig. 3과 같이 나타내었다. 봄의 경우, 
표층에서의 잔차류는 연안 부근에서 바람의 영향으로 

약 10 cm/s로 북향 하였고, 남해 서부해역의 연안 근

처에서는 서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외양역에서는 

약 20 cm/s 정도의 동북향류가 보이는데, 이것은 수

온․염분의 효과로 인한 밀도류의 영향으로 판단된

다. 한편, 중․저층에서는 진도부근에서 서향하는 잔

차류가 나타났으며, 제주해협에서는 약 30 cm/s 정도

의 강한 서향류가 존재하였고, 외양역에서는 표층과 

유사한 잔차류를 나타내었다. 남해 서부해역에서 서

향류는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층과 남해

안 부근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외양역의 

중․저층에서는 밀도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름의 경우, 표층의 흐름은 내만 부근에서 내만으

로 유입되는 북향류가 보였고, 연안근처에서 남해안

의 해안선 방향으로 동북향하는 잔차류가 나타났으

며, 외양역에서는 봄의 잔차류 유속 보다 강한 약 30 
cm/s 정도 동북향류가 나타났다. 중․저층에서는 제

주해협에서 강한 동향류가 나타났으며, 외양역에서는 

봄과 유사한 잔차류 양상을 보였다. 여름의 경우도 봄

과 유사하게 표층과 남해안 부근의 흐름은 취송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외양역의 중․저층에서는 밀도류

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을의 경우, 표층에서의 잔차류를 보면 남해 서쪽 

연안에서는 약 10 cm/s로 남향하는 흐름이, 남해 동쪽

의 연안에서는 남서향류가 나타났다. 중․저층에서의 

흐름을 보면, 남해 서쪽은 밀도의 영향으로 제주해협

에서 강한 동향류, 외양역에서 동북향류, 남해 동쪽해

역은 남서향하는 잔차류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해 서쪽에서 북서풍의 영향으로 표층류가 남향하고 

동쪽에서는 조석 잔차류와 강한 대마난류, 바람의 영

향으로 남서향류가 나타났다. 
겨울의 경우, 표층류가 남향하는 경향이 강하고, 외

양에서 밀도류의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중․저

층의 연안역은 내만으로 향하는 북향류 성분이 강하

고, 외양역에서는 밀도류의 영향으로 동북향류가 보

였다. 겨울의 경우 중․저층의 흐름이 다른 계절에 비

해 약한 흐름을 보였다.
남해안에서 잔차류의 특징을 보면, 계절별로 표층

에서의 흐름과 육지 가까운 연안에서의 흐름은 바람

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유향과 유속이 달라지는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외양역 중․저층에서의 흐름

은 가을에 가장 크게 나타났고, 여름, 봄, 겨울 순으로 

밀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따
라서 남해 서부해역에서 흐름에 의한 물질수송은 대

조기에 동향하는 조석잔차류의 영향과 밀도의 영향으

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소조기에는 서향하는 조류의 영향과 동향하는 밀도류

의 영향이 서로 상반되어 정체되는 결과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계절별로 물질수송에 미치는 잔차

류의 영향은 남해 서부 해역에서 봄과 여름의 경우 취

송류와 소조기의 조류에 의해 서해로 유출되는 결과

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3.3. 멸치 난자치어의 수송 

한국 남해에서 멸치 난자치어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동계산 후 계산 후 15일간의 유동의 안정화 

단계를 걸쳐 유동을 재현하였다. 또한, 멸치 자치어의 

유영능력이 강화되는, 체장이 약 2 cm가 되는 부화 후 

30일까지 총 45일간을 수치실험 하였다. 수치모델에 

사용한 멸치 난자치어의 초기치 자료는 ‘제주도 주변

해역의 멸치난자치어 수송 기구에 관한 연구(해양수

산부, 2004)’의 조사내용 중 2001년 7월에 조사한 멸

치난자치어의 분포를 이용하였고, 그 분포는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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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sonal residual flow in the South Sea of Korea (row: season, colum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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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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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initial distribution of anchovy egg-larvae.

해수유동에 의한 난자치어의 물리적 수송에 대한 

이동결과를 5일 간격으로 나타냈다(Fig. 5). 봄의 경

우, 5일 후 개체수의 분포는 남해 서부의 보길도 앞바

다의 서향성분의 잔차류에 의해 서해쪽으로 유출되기 

시작하며, 최대 밀도군은 보길도와 청산도 사이 남쪽 

해역에 형성되어 있다. 10일 후에는 최대 밀도군이 남

쪽으로 약 10 km 이동하면서 서쪽 해역으로 유출되는 

형태를 보인다. 15일 후 개체군의 최대 밀도군은 5일
전인 10일 후보다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개체군의 최

대밀도군은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서쪽해역으로 유출

되는 형태를 보인다. 20, 25일 후에, 개체군의 최대 밀

도 중심은 소조기의 잔차류에 의해 서쪽해역으로 약 

10 km 이동하며 확산에 의해 개체군의 최대 밀도 중

심은 약해졌다. 한편 제주도 북쪽 연안에서의 개체군

들은 시간 변화에 따라 제주도 동쪽 연안인 성산 앞바

다에 밀집되고 있다. 30일 후 제주도 주변의 개체군의 

최대 밀도 중심은 계산 초기의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5 km 이동하였다.
여름의 경우 개체의 위치는 계산을 시작하여 5일 

후에 최대 밀도군이 청산도 주변에 밀집되어 있고, 10
일 후에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는 서쪽 해역으

로 유입되고, 밀도는 낮아졌다. 15일 후의 개체의 위

치를 보면, 개체의 최대 밀도가 청산도 동쪽 해역으로 

이동하고, 일부의 난자치어는 서쪽 해역으로 이동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산 시작 20, 25일 후에는 개체의 

최대 밀도가 약해지며 소조기의 잔차류에 의해 동쪽

해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고흥 앞바다 주변에 정체

하지만 개체는 고흥 동쪽 앞바다까지 확산되었다. 30
일 후 개체의 이동을 보면 개체의 최대 밀도군은 대조

기의 잔차류에 의해 동쪽으로 이동하고, 개체는  여수 

돌산도까지 확장하여 이동하며 제주해협 거의 전역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을의 경우, 개체군의 이동분포는 계산 시작 5일 

후에 청산도 주변에 뭉쳐있던 개체군이 10일 후부터 

동북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여 연안쪽으로는 

득량만으로 유입되고 외양쪽으로는 동쪽해역으로 이

동되었다. 15일 후 개체의 이동을 보면, 연안쪽은 개

체군의 중심부가 초도리 북쪽해역 주변으로 이동하

고, 외양쪽은 동쪽해역으로 약 30 km 정도 이동하였

다. 20일 후 개체의 이동은 연안에서 초도리 북쪽으로 

외양에서 15일후의 동쪽으로 보다 더욱더 확장하면서  

이동하였다. 25일 후 개체의 이동은 외양쪽에서 동쪽

해역으로 이동하였고, 30일 후 개체는 연안쪽에서 초

도리 주변해역에 머무르고 외양쪽에서는 동쪽해역으

로 이동하였다. 제주도 주변에서 개체의 이동은 계산 

시작 5, 10일 경과 후에는 제주해협 북쪽으로 이동하

다가 그 이후에는 동쪽해역으로 이동하여 청산도 주

변에 있던 개체군과 만나서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이

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겨울의 경우, 개체의 이동 분포를 보면, 계산시작 5

일 후 개체는 보길도 남측과 득량만 입구에 밀집되어 

있고, 10일 후 개체는 득량만 안쪽까지 확산되고 고흥

반도 동쪽까지 확장하였다. 15일 후 개체의 중심은 고

흥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20일 후에는 개체군의 밀도

가 약해져서 남쪽해역으로 이동하였다. 25일 후 개체

의 중심은 고흥반도 남쪽에 정체하면서 동쪽으로 더 

이상 확장하지 못했다. 30일 후 개체는 연안쪽에서 남

쪽으로 조금 이동한 양상을 보였고, 외양쪽에서 밀도

류를 타고 동쪽으로 확장되는 형태를 보였다. 겨울의 

경우 개체는 봄, 여름과 가을에서 볼 수 있었던 서쪽해

역으로의 이동현상을 볼  수 없었으며,  대조기에 동쪽

으로 이동하나 소조기에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남해에서 조석과 바람 및 밀도에 의한 난자

치어의 계절적인 이동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조석잔차류에 의한 멸치 난자치어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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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asonal variation of anchovy egg-larvae behavior in the South Sea of Korea (index : egg-larvae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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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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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안역에서 대조기에 동쪽 방향으로 이동되나 소

조기에는 조류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남동풍과 남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봄과 여름의 남해 서부해역에 있는 난

자치어는 동쪽 방향으로의 이동보다는 서쪽으로 이동

하는 것이 우점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주변해

역에서 산란된 멸치 난자치어는 제주도의 연안에 정

체해 있는 것 보다 북쪽인 외양역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을과 겨울에 남해서부해역과 제주도 

연안에서 난자치어는 주변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면서 

연안수와 외해수가 수렴하는 전선역 부근에서 수렴한

다. 이것은 다시 대마난류수의 서쪽을 따라 동-북쪽으

로 이동하면서 개체의 유영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성

장에 유리한 조건을 찾아 연안 혹은 외양역으로 이동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남해 서부의 멸치 난자치어의 계절

적인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물리적인 수송수단인 남

해의 해수유동을 파악하고, 추적자모델을 이용하여 

수치실험 하였다.
조석잔차류는 남해 서부와 중부의 외양역에서는 

동향하는 흐름이 우세하고, 남해 동부에서는 북동향

하는 흐름이 우세하다. 특히 부산 연안에서 해안선을 

따라 남서향하여 진해만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보이

고,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에서 강한 경향을 보인다. 소
조기 태음반일주조(12.42hr)동안의 조석잔차류는 대

조기의 흐름분포와는 다르게 남해 서쪽에서 서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남해 동부 외양역에서는 남향하는 흐

름, 남해 중앙부 여수 외양역에서는 시계방향의 환류

가 나타났다. 부산연안을 따라 남서향하여 진해만으

로 유입되는 흐름은 대조기와 소조기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잔차류의 계절변동은 다음과 같다. 봄의 

잔차류는 남해 서쪽 연안 근처에서는 서향하고 외양

역에서는 밀도의 영향으로 동북향류가 형성된다. 여
름의 잔차류를 보면, 표층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북

향류가 나타나고, 연안근처에서는 동북향하며, 외양

역에서는 밀도의 영향으로 동북향류가 나타났다. 가
을의 잔차류의 분포를 보면, 남해 서쪽의 표층에서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남서향하는 경향을 보이며, 외양

역에서는 밀도의 영향으로 동북향하는 흐름을 보인

다. 겨울의 잔차류는 표층에서 조금 강한 남서쪽으로

의 흐름을, 중․저층에서는 약한 흐름을 보였다. 남해

에서의 흐름의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외양역에서

는 밀도의 영향이 크고, 해안부근에서는 조석과 바람

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에서 조석과 바람 및 밀도의 효과를 반영한 흐

름에 의한 난자치어의 계절적인 이동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석잔차류에 의한 멸치 난자치

어의 이동은 대조기에는 연안역 부근에서 동쪽 방향

으로 이동하지만 소조기에는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

고 정체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남해에서 남동풍과 남

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봄과 여름의 난자치어는 남

해의 서쪽해역에서는 서쪽으로 이동한다. 또한 가을

과 겨울의 남해 서부해역과 제주도 연안에서 산란한 

멸치 난자치어는 주변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면서 연

안수와 외해수가 수렴하는 전선역 부근에서 군집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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