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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ree-dimensional hydrodynamic model was simulated to understand coastal sea front of formation and seasonal 

variation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In this study, we used to concept of stratification factor, to realize seasonal 
distribution of stratification coefficient which of seasonal residual flow, considered with, tide, wind and density effect. Tidal 
current tends to flow westward during the flood and eastward during ebb. The current by the wind stress showed to be much 
stronger the coastal than the offshore area in the surface layer. And the current by the horizontal gradient of water density 
showed to be relatively weak in the coastal area, with little seasonal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the flow in the offshore 
area showed results similar to that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The stratification factor (SHv) was calculat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total flow of tide, wind and density effect. In summer, the calculated SHv distribution ranged from 2.0 to 
2.5, similar to that of the coastal sea front. The horizontal temperature gradient showed to be strong during the winter, when 
the vertical stratification is weak. On the other hand, the horizontal gradient became weak in summer, during which vertical 
stratification is strong. Therefore, it is presume that the strength of vertical stratification and the horizontal temperature 
gradient affect the position of the coastal sea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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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계 태양복사와 담수유입으로 인해 연안역의 성

층은 강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연안역은 수심이 얕

고 조류가 강하여 해저 마찰로 인해 성층이 파괴되어 

수직적으로 혼합이 잘 이루어진다. 이때 성층이 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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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외해역과 연직혼합이 원활한 연안역 사이에 수

온과 염분의 구배가 큰 전선이 형성된다. 
한국 주변해역에서 동해나 남해안보다 서해안이 

수심이 얕고 조류가 매우 강하여 조석전선이 잘 발달

되어 있다. Kim과 Lee(1982)는 제주도 서안의 수직적

으로 균질한 해수를 조석혼합과 용승으로 해석하였

다. 최(1984)는 황해 및 동중국해에 성층․혼합모델

을 수행하여 조석에너지 손실량을 근거로 한 성층계

수의 분포로 조석전선 위치를 추정하였다. 정과 이

(1990) 및 조 등(1995)은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한국 

남서해역의 조석전선을 Simpson과 Hunter(197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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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조석혼합에 대한 성층계수 1.5～2.0인 지역에

서 조석전선이 형성되며, 조류에 의한 수직혼합 외에 

용승작용과 여름철 담수유입에 의한 성층과정이 조석

전선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 하였다. 신과 

승(1993)은 동일한 혼합효율개념을 이용하여 서해 중

부해역의 조석전선을 수치실험 하였다.
그러나 한국 남해안과 동해의 경우, 서해안에 비해 

수심은 깊고 조류도 약해 조석전선이 잘 발달하지 않

는다. 이러한 해양환경으로 인하여 남해안과 동해에

서의 조석전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양
(1994)은 정기여객선을 이용, 정기적으로 연속적인 

남해안 표층수온을 조사하여 연안전선의 계절변동을 

설명하였다. 또한 남해안은 동해보다 수심이 얕고, 조
류도 강하여 동해보다 조석형성조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해안에서 전선 형성과 계절변동을 구

명하기 위해서는  성층계수의 분포, 육상으로의 담수

유입과 용승작용, 그리고 태양복사에 의한 해면의 열

수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에서 조류, 바람 및 수온과 염

분의 효과를 고려한 해수유동에 의한 연안전선의 계

절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3차원 해수유동모델을 이

용하여 수치실험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남해안의 유동은 가로와 세로축이 각각 1 ㎞인 정

방격자(가로 288개, 세로 241개)인 계산영역에서 3차
원 해수유동모델인 POM(Princeton Ocean Model)을 

사용하였다. 연직방향의 σ-layer 개수는 총 7개로 표

층에서 저층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하였다. 해저지형

자료는 한국해양조사원의 해도 219, 229 및 836을 

사용하였다(Fig 1). 모델에서 계산 시간간격은 CFL  
(Courant-Friedrichs-Lewy)  안정조건에 의해 5초로 

설정하여 총 45일간의 계산을 수행하였다(식 2-1). 

Δt≤
1
C t ( 1

Δx 2 +
1
Δy 2 )

-1/2

    (2-1) 

여기서C t=2 gH +U max
, 는 중력가속도

(9.8 m/sec2), 는 수심(m), 그리고 U max
는 수심 평

균한 최대속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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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ttom topography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Contour numbers show depth(m).

유동장의 초기조건은 계산 시작 단계에서 해수유

동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여 계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유동의 폐경계 조건으로는 육지 경계면을 가로지르는 

유량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해저마찰은 Manning
의 마찰계수를 이용한 quadratic stress law을 사용하

였다(식 2-2).

τ=C D U
2+V 2∙ U                           (2-2)

여기서C D = gn 2Δz -1/3, n은 Manning의 마

찰계수, Δz는 저층 두께를 나타낸다.
남해안 조류를 재현하기 위한 경계조건은 외곽경

계에서 해면변위를 매 시간간격에 변화를 주었으며, 
개방경계의 조화상수는 한국해양연구소(1996) 검조

소의 4대 분조 (M2, S2, K1 및 O1)의 조화상수를 사용

하였다. 
한편 연안역에서 시간별로 변화하는 바람에 의한 

취송류는 모델에 의한 현장 재현은 매우 힘들다. 따라

서 남해안에서 바람 효과를 고려한 흐름의 계산은 한

국기상청의 해양기후도 평균 바람자료 (봄: 8 m/s 남
동풍, 여름: 8 m/s 남풍, 가을: 8 m/s 북서풍, 겨울: 10 
m/s 북서풍)를 연구해역에 일괄적용 하였다. 또한 바

람성분은 해면에서 wind stress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수온 염분의 효과를 고려한 밀도류의 흐름은 계산

을 위한 초기 외곽경계의 해면변위는 없는 것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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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dal currents in spring and neap tides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정하였다. 수온과 염분의 초기 분포는 국립수산과학원

에서 조사한 연안정지자료와 정선 관측자료 중 5년 평

균(2003∼200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델에 적용한 

남해안으로 유입되는 해류는 제주해협을 통해 유입하

는 제주난류, 제주도와 일본 큐슈 사이로 유입하는 쓰

시마 난류수를 고려하였다. Teague 등(2002)에 의하

면 제주난류수의 유량은 0.59 Sv, 대한해협을 통해 동

해로 유입되는 쓰시마 난류의 유량은 3.44 Sv(봄 2.7 
Sv, 여름 3.0 Sv, 가을 3.5 Sv, 겨울 2.2 Sv)로 제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와 큐슈 사이로 유입

되는 쓰시마 난류수의 유량이 2.85 Sv이므로, 서방 경

계역을 통해 유입되는 제주 난류수(0.59 Sv)와 남방 경

계역을 통해 유입되는 쓰시마 난류수(2.85 Sv)를 계산

에 반영하였다. 또한 밀도류 계산에서는 조류와 취송

류 계산에 적용한 강제력인 조화상수에 의한 외곽해면

변위 변화와 표면장력에 의한 wind stress의 조건은 고

려하지 않았다.

한편 성층계수 계산은 Simpson과 Hunter(1974)가 

제시한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log                            (2-3)

여기서 U는 유속, H는 수심을 나타낸다. 유속은 대

조기 및 소조기의 최대 유속을, 수심은 최대유속시의 

해면변위를 포함한 수심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류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남해안의 조류(Fig. 2)는 

대·소기의 창조시 서향류, 낙조시 동향류 성분이 우세

하게 나타났다. 유속의 분포는 대조기의 유속이 소조

기 보다 조금 강하였고, 남해 서부 해역이 가장 강하고 

남해 중부, 남해 동부 순으로 분포하였다. 그리고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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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조류가 강하고 외양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양상

을 보였다. 

3.2. 모델 검증  

본 연구에 사용한 모델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해

양조사원에서 15일 이상 관측한 유동자료를 조류타원

도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Fig. 3). 먼저 연구해역의 

서쪽 연안인 St. 1 지점의 관측 자료의 조류타원도는 

M2분조의 장축 47.05 cm/s, 단축 7.71 cm/s, 남동-북
서 방향이고, S2분조의 장축 25.71 cm/s, 단축 2.39 
cm/s, 남동-북서 방향, K1분조의 장축 9.65 cm/s, 단축 

1.06 cm/s, 동-서 방향이고, O1분조의 장축 10.47 
cm/s, 단축 2.30 cm/s, 동-서 방향이다. 모델결과 조류

타원도를 보면, M2분조의 장축 42.54 cm/s로 관측치

의 90.4%, 단축 6.99 cm/s, 남동-북서 방향이고, S2분

조의 장축 28.27 cm/s, 단축 4.76 cm/s, 남동-북서 방

향, K1분조의 장축 6.36 cm/s, 단축 0.91 cm/s, 남동-북
서 방향이고, O1분조의 장축 2.88 cm/s, 단축 0.56 
cm/s, 남동-북서 방향이다.

여수 남쪽에 위치한 St. 2에서 관측자료 조류타원

도는 M2분조의 장축 26.17 cm/s, 단축 4.00 cm/s, 동-
서 방향이고, S2분조의 장축 9.34 cm/s, 단축 1.81 
cm/s, 동-서 방향, K1분조의 장축 16.45 cm/s, 단축 

3.41 cm/s, 북동-남서 방향이고, O1분조의 장축 11.26 
cm/s, 단축 2.97 cm/s, 동-서 방향이다. 모델결과는 M2

분조의 장축 20.02 cm/s로 관측값의 76.4%를 반영하

고, 단축 5.43 cm/s, 동-서 방향, S2분조는 장축 13.37 
cm/s, 단축 3.21 cm/s, 동-서 방향, K1분조는 장축 7.82 
cm/s, 단축 4.69 cm/s, 북동-남서 방향이고, O1분조는 

장축 10.36 cm/s, 단축 5.87 cm/s 크기로 방향은 각각 

동-서 및 북동-남서 방향이고, O1분조는 장축 10.36 
cm/s, 단축 5.87 cm/s, 동-서 방향이다.

연구해역의 동쪽 연안인 St. 3의 관측자료 조류타

원도는 M2분조가 장축 30.20 cm/s, 단축 1.88 cm/s, 
북동-남서 방향이고, S2분조는 장축 9.58 cm/s, 단축 

2.37 cm/s, 북동-남서 방향, K1분조는 장축 23.73 
cm/s, 단축 1.62 cm/s, 북동-남서 방향이고, O1분조는 

장축 17.07 cm/s, 단축 1.45 cm/s, 북동-남서 방향이다. 
한편 모델결과 조류타원도는 M2분조가 장축 23.46 
cm/s로 관측값의 77.7%를 반영하고 있으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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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 (dashed line) tidal ellipse at 3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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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sonal residual flow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1.26 cm/s, 북동-남서 방향이고, S2분조는 장축 13.59 
cm/s, 단축 1.12 cm/s, 북동-남서 방향, K1분조는 장축 

14.70 cm/s, 단축 0.47 cm/s, 북동-남서 방향, O1분조

는 장축 14.99 cm/s, 단축 1.37 cm/s, 북동-남서 방향

이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3개 지점과 모델에 의한 결과

는 모델에서 계산된 결과가 현장값을 비교적 잘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잔차류  

조석, 바람 및 수온과 염분의 효과를 고려한 잔차류

의 계절분포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먼저 봄의 잔차류는 표층에서 바람 영향으로 연안

에서 약 10 cm/s로 북향류가 남해 서부해역의 연안 근

처에서는 서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외양역

에서는 약 20 cm/s 정도의 세기로 동북쪽으로 향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온 및 염분의 

효과로 인한 밀도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
저층에서는 서쪽해역의 연안에서 서향하는 잔차류가 

나타났으며, 제주해협에서는 약 30 cm/s 정도의 강한 

서향류가 존재하였다. 외양역의 중층과 저층의 잔차

류는 표층과 유사한 흐름분포를 나타내었다. 남해 서

부해역에서 나타난 서향류는 봄에 우점한 남동풍의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봄의 경우 잔

차류는 표층과 연안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외양역의 중․저층에서는 밀도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름의 경우, 표층의 잔차류는 연안근처에서 해안

을 따라 서쪽해역에서 동북향하는 흐름을 볼 수 있으

며, 외양역에서는 봄의 잔차류 유속 보다 강한 약 30 
cm/s 정도 세기로 동북쪽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중․저층에서의 잔차류는 제주해협에서 강한 동

향류가 나타났으며, 외양역에서는 봄에 볼 수 있었던 

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여름의 경우 잔

차류는 봄의 경우와 유사하게 표층과 연안 부근은 여

름에 우세한 남풍계열의 바람효과에 의한 흐름분포를 

나타내고, 외양역의 중․저층에서는 밀도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을의 경우, 표층에서의 잔차류는 육지에 인접한 

연안에서  해안을 따라 약 10 cm/s로 남서향하고 제주

해협에서는 남동향류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추계에 우점한 북서풍의 바람영향이 표층류에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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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중․저층에서의 잔차류는 제

주해협에서 강한 동향류, 남해 동부 연안에서는 남서

향류가 나타났다. 또한 외양역에서는 밀도류의 영향

으로 동북향하는 잔차류를 보였다. 가을의 경우도 표

층과 남해안 부근의 흐름은 취송류의 영향을 많이 받

고, 외양역의 중․저층의 흐름은 밀도류의 영향을 많

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겨울의 경우, 표층의 잔차류는 연안쪽과 외양쪽에

서 남쪽으로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 중․저층의 

잔차류는 연안에서 육지쪽으로 향하는 북향류 성분이 

강하고, 외양역에서는 밀도류의 영향으로 동북향류가 

보였다. 겨울의 중․저층의 잔차류는 봄, 여름 및 가을

에 비해 그 세기가 약한 흐름을 보였다.
따라서 계절에 따른 잔차류의 분포를 보면, 일반적

으로 표층에서는 그 계절에 우점하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흐름 양상을 볼 수 있

다. 또한 육지와 떨어진 외양역의 중․저층에서는 밀

도 분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양에서의 잔차류의 세기는 가을, 여름, 봄, 겨울 순이

다. 또한 연구해역의 서쪽 및 남쪽 경계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각 층에서 잘 나타나고 완도와 제주도 사이 해

역에서 동향류가 발생하며 이 흐름은 사행으로 대마

도까지 흘려간 뒤에 그 근처에서 유속이 급격하게 빨

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마도 쪽으로 흘러가

는 흐름은 북쪽방향으로 바뀌어서 대한해협을 통과하

여 빠져나가는 형상을 보였다. 모델에 의한 잔차류의 

결과는 쿠로시오로부터 분리되어 제주도 남쪽해역에

서 동북쪽으로 전향하여 대한 해협을 지나 한국동해

로 흐르는 난류인  쓰시마 난류(Tsushima Warm 
Current)의 한국 남해안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볼 수 

있다(조 등, 2005). 

3.4. 성층계수 

남해안에서 전선의 형성과 계절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상으로의 담수유입, 태양복사에 의한 해

면의 열수지, 남해역의 성층계수의 분포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혼합효율개념을 

이용하여 조석, 바람 및 수온과 염분의 효과가 반영된 

해수유동에 의한 연안전선의 계절변동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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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computed maximum SHv during spring 
tide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먼저 조류의 성분만 고려하였을 때, 대조기 최대 유

속의 성층계수(SHv)는 Fig. 5와 같다. Simpson과 

Hunter(1974)에 의하면 성층계수가 2.5∼3.0 범위의 

값을 가지는 해역에 조석전선이 위치한다고 했으나 

이러한 값은 해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남해안의 서

쪽 해역은 성층계수 2.7의 분포가 외양쪽 거문도까지 

형성되었고, 동쪽 해역은 거제도 남단 10 km 해상까

지 접근하여 분포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해 서부

해역의 조류는 강하고, 남해 동부해역의 조류는 약하

기 때문에 다른 전선의 공간적분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조 등(1995) 및 정과 이(1990)은 수치모델을 이용

하여 한국 남서해역의 조석혼합에 대한 성층계수 1.
5～2.0인 지역에서 조석전선이 형성되며, 조류에 의

한 수직혼합 외에 용승작용과 여름철 담수유입에 의

한 성층형성 등이 조석전선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추정 하였다. 신과 승(1993)은 수치실험에 의해

서 서해 중부해역의 조석전선 현상은 한국 서해안이 

수심이 얕고 조류가 매우 강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

였다. 한편 남해안에서 형성되는 전선은 남해 연안수

와 외해 난류수사이에서 발생되는 연안전선의 성격이 

강하여 남서해역의 성층계수 1.5～2.0보다 유속이 약

한 2.0～2.7 범위에서 연안전선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남해 연안에서는 하계 태양복사와 담수유입

으로 인해 연직적으로 성층이 강화된다. 그러나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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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asonal variation of computed maximum SHv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역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강하여 해저 마찰로 인해 성

층이 파괴되어 수직적으로 혼합이 잘 이루어지게 된

다. 이때 성층이 형성된 외해역과 연직혼합이 잘 이루

어진 연안역 사이에 수온과 염분의 구배가 큰 전선이 

형성된다. 전선은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플랑크톤의 

분포와 영양염의 분포, 그리고 부유물질의 확산 등과 

밀접한 관련(Bowman과 Esaias, 1977)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위치와 계절변동을 이해하는 것은 그 

해역의 해양생태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계절별 잔차류의 최대 유속에 대한 성층계수는 Fig. 

6과 같다. 봄의 경우 성층계수(SHv) 2.0～3.0의 분포

는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에서 외해 쪽으로 약간 확장

되어 있었으며, 여름의 성층계수는 봄보다 더 외해 쪽

으로 확장되어 분포하였다. 가을과 겨울의 경우 성층

계수의 분포는 봄과 여름에 비해 먼 바다쪽보다는 연

안 주변과 도서 주변에 밀집되어 있었으며, 남해 서부

역의 제주해협에서 성층계수(SHv)는 1.5～3.0의 분포

가 나타났으며 외양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해동부에서 성층계수(SHv)는 2.0～2.5의 분포가 

거제도와 부산의 육지와 가까운 주변 해역에 분포하

여 이 지역에서는 남해 서쪽해역에서보다 전선의 형

성이 활발하게 분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

해 동부해역에서보다 남해서부해역이 수심도 얕고, 
유속이 강하여 육지에서 50 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도 전선이 분포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 자료(NFRD, 2001)의 40

년(1961～2000년) 평균 표층 수온분포(Fig. 7)를 보

면, 한국 남해안 표층수의 경우 동계와 하계 연안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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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orizontal distribution of mean SST (sea surface temperature) in February and August (NFRDI, 2001).  

수온이 외양역 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동해

나 서해의 경우는 연안역의 수온의 분포가 남해안과

는 달리 위도의 변화에 따라 수온 분포가 다르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남해안의 겨울에는 내륙으

로 부터의 담수유입이 작고, 수주(water column) 내 

열수지에서도 태양복사에 의한 표층수 가열이 약하

며, 바람에 의한 혼합이 강화되어 성층의 강도가 약화

되는 시기이다. 동계인 2월의 표층수온 분포는 Fig. 7
의 성층계수 2.5 이하의 분포와 유사한 지역에서 수온

전선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연안역과 외양역의 

수온차는 6℃ 이상이다. 또한 담수유입과 태양에 의한 

해양의 가열이 강한 하계인 8월에는 잔차류의 최대 유

속일때 성층계수 2.0～2.5의 분포와 25℃ 등온선과 유

사한 형태를 보이며, 이 때 연안역과 외양역 사이의 수

온차는 4℃ 이내이다. 동계와 하계 전선의 분포를 보

면, 동계의 경우는 전선이 남해안에 접근하여 형성되

나, 하계의 경우 외양역으로 좀 더 확장되는 결과를 보

였다. 이는 양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직적으로 성층이 약한 동계에 수평적

으로 수온의 구배가 심하고, 연직적으로 성층이 강한 

하계에는 수평적인 수온 구배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한다. 따라서 연안전선의 형성 위치는, 연직적

인 성층강도와 수평적인 수온구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조석, 바람 및 수온 및 염분의 효과를 반

영한 3차원유동모델 (POM)을 이용하여 남해안 전선

의 계절변화를 수치실험 하였다. 남해안의 조류는 창

조시 서향류, 낙조시 동향류 성분이 우세하며, 연안에

서는 유속이 강하고 먼 바다쪽에서는 약한 현상을 보

이고 있다. 남해 연안부근의 흐름은 바람의 방향과 세

기에 따라 유향과 유속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
한  외양역의 중․저층에서의 흐름은 밀도 분포의 영

향을 많이 받아 유속의 크기가 가을, 여름, 봄, 겨울 순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해안의 계절적 유동분

포는 외양역에서는 수온과 염분의 계절변화의 영향이 

크고, 해안부근에서는 조류와 바람의 영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동계와 하계 전선의 분포를 보면, 동계의 경우는 전

선이 남해 연안쪽에 접근하여 형성되나, 하계의 경우 

외양역으로 좀 더 바깥쪽으로 확장되어 분포하였다. 
이와 같이 동계와 하계의 전선의 변화 현상은 연직적

으로 성층이 약한 동계에 수평적으로 수온의 구배가 

심하고, 연직적으로 성층이 강한 하계에는 수평적인 

수온 구배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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