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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term change in sea level along the eastern coast of Korea was illustrated using four tide-gauge station (Pohang, 

Mukho, Sokcho, Ulleung) data,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Seasonal variation in the sea level change was dominant. The 
sea level change by  steric height derived from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measured from the 
tide-gauge stations. Sea level rising rate per year by steric height increased with latitude. The effect of salinity(water 
temperature) on the sea level change is greater in winter(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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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해수면 변화는 해수의 열염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

뿐만 아니라 지각의 융기, 침하, 해면 기압, 파랑, 조석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현재 추세대로 지구온난

화가 진행될 경우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0.8-3.6℃ 

상승하고, 열적팽창과 빙해의 융해 등으로 해수면의 

높이도 15-95 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IPCC, 
2007). 특히, 동해는 전 지구 평균보다 해수면 상승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해의 

해수면 변화 정도 및 원인을 분석 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Oh 등, 2011; Kang 등, 2005; Ha 등, 2006). 그러나 

외해의 해수면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위주로 측정하였

다. 이후 Topex/Poseidon 등의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

를 이용한 자료가 20년 정도 쌓이면서 이를 이용하기

도 하지만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는 연안에서 정확도

가 떨어지기 때문에(Yoon 등, 2002) 동해처럼 육지와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반폐쇄성 해역에서의 연구에는 

적당하지 않다.  한편, 외해의 해수면을 간접적으로 측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수온,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역

학고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Ishii 등(2006)은 

NODC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1955년부터 200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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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지구의 해수면 상승률을 구하였다. Kang 등

(2006)은 수온, 염분 자료 뿐 아니라 Topex/Poseidon 
위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해의 해수면 상승률을 구

하여 동해의 해수면 상승은 주로 열팽창에 의한 것이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수면의 변화를 관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

법은 직접 관측을 하는 것이다. 조위관측소 자료는 연

안에 치우쳐 있는 약점이 있으나 전통적인 관측 방법

인 만큼 오랜 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 장기적 변화

를 알아보는데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위관측소

에서 측정된 해수면 변위를 인접한 해역의 수온, 염분

값으로부터 계산된 steric height와의 비교를 통해 신

뢰성을 알아보고 해수면 변화에 미치는 수온과 염분

의 기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위관측소 자료는 국립해양

조사원에서 제공하는 1시간 간격의 자료이다. 현재 동

해에는 부산을 포함하여 10개의 조위관측소가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관측이 시작되어 10년 미만의 자료가 

있는 조위관측소(후포, 왕돌초, 속초등표, 쌍정초)는 

제외하였다. 동해에서 조석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

은 편이기 때문에 조석 성분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월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조석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장기간의 결측 발생시 평균값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한 달에 5일 이상의 결측이 있

을 경우에는 한 달 전체를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월평균시 기압의 효과는 미미하였기에 기압의 효과도 

무시하였다.
조위관측소 자료와 열염에 의한 해수면 변화를 비

교하기 위해 각 조위 관측소에 인접한 해역의 수온과 

염분 자료를 이용하였다(Fig. 1). 수온, 염분 자료는 국

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KODC)에서 제공하

는 정선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해역은 0.5°× 
0.5° 단위로 구분된 후 조위관측소와 가장 가까운 구

역이 속한 정점의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Steric height(Δh)는 해수의 밀도를 이용하여 해수

면 높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KODC의 수온, 염분 자

료로부터 해수밀도(ρ)를 계산한 후 다음과 같은 식으

로 계산되었다.









               (1)

여기서 , α = 1/σ, σ = (ρ(s,t,p)-1)*1000, α0 = α at 0 
℃, 35 psu를 나타낸다.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은 수온에 의한 영

향, 염분에 의한 영향, 수온과 염분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성분이 steric 
height에 미치는 기여도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

이 이를 이용하여 상대적 비율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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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r(T) = 수온(T)이 steric height에서 차지하

는 비율, (S) = 염분(S)이 steric height에서 차지하는 

비율, Δh(T, 35) = steric height at T ℃, 35 psu, Δh(0, 
S) = steric height at 0 ℃, S psu를 나타낸다.

한편, Steric height 계산시 기준면 설정은 깊을수록 

좋다. 혼합층과 수온약층에서는 수온의 변화가 심하

기 때문에 기준면으로 사용하기 적당하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수심이 깊을수록 수온과 염분의 변화가 

적어지므로 해수면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기준면

을 깊게 설정한다. Ishii et al.(2006)는 기준면을 700m
로 하였으며 보통은 500m가 사용된다. 그러나 Kang 
등(2006)은 기준면을 300m로 정하였는데 수심이 얕

은 연안 가까운 곳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였다. 본 연

구 역시 연안에 위치한 조위관측소 데이터와의 비교

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면을 300m로 정하였으

며 KODC 자료는 해역을 0.5°×0.5° 단위로 구분한 후 

수심이 300m 이상인 정점의 자료만을 평균한 자료 중 

조위관측소와 가장 가까운 구역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조위관측소의 자료는 제외하

였다. 결국 사용된 자료는 4곳(속초, 묵호, 울릉도, 포
항)였으며 기간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1년간

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Fig. 1). 그리고 4군데 자

료 중에서도 관측 수심이 300m 이하인 기간의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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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Fig. 1. Tide gauge (rectangular with alphabet) and serial 
oceanographic observation (dot) stations. Dot 
within shaded rectangular indicates station for steric 
height calculation, and ‘M’, ‘P’, ‘S’, ‘U’ stand for 
Pohang, Mukho, Sokcho, Ulleung tide gauge 
station, respectively.

3. 결 과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조위관측소에서 측정된 

해수면 변화와 수온-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steric 
height의 시계열 변화(Fig. 2)를 구하였다. 두 값의 비

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두 값 모두 평균이 제거된  편

차값으로 비교하였다. 해수면 변화는 계절적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묵호가 0.28로 상

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묵호를 제외한 다

른 지역은 0.49-0.66의 값을 보여 조위관측소와의 거

리를 생각하면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의 해수면 상승률을 회귀분석을 통해 구하였는데

(Table 1) 조위관측소에서 측정된 값보다 열염변화에 

의한 값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포항 조위관측소에서

는 41년간 2.00mm/yr의 해수면 상승률을 보였으나 

수온-염분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는 오히려 -1.35 
mm/yr로 해수면이 하강하였다.

Fig. 2. Time-series change in sea level using tide gauge (dotted 
line), and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solid line).

Table 1. Comparison of sea level change at four stations

stations
sea level change (mm/yr)

Tide gauge Steric height
Sokcho 1.01 0.08
Mukho 2.00 0.23
Ulleung -0.39 -0.52
Pohang 2.00 -1.35

해수면 변화에 수온과 염분이 차지하는 상대적 기

여도(Fig. 3) 역시 계절에 따른 변화가 있어 겨울에는 

염분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여름에는 수온의 기여도

가 높았다. 또한 이 기여도값은 위도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나 포항에서는 염분의 기여도가 40-70% 사이였지

만 속초에서는 60-9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외해에 

위치한 울릉도에서의 염분의 기여도 역시 낮았다. 41
년간의 평균 기여도에서도 포항에서는 염분이 56%, 
수온이 44%였지만 묵호에서는 염분이 58%, 수온이 

42%, 속초에서는 염분이 72%, 수온이 28%로 증가하

였다. 그리고 외해에 위치한 울릉도에서는 염분이 

47%, 수온이 53%로 연안에 비해 염분의 기여도가 낮

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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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ve con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dark gray) 
and salinity (light gray) to steric height. 

4. 고 찰

동해에서 수온과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steric 
height와 주변의 가까운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해수

면을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는 0.5 전후로 높지 않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0.7 정도의 상관성을 보이나 동아시

아 지역에서 상관도가 0.5 이하로 떨어지는 Ishii 등
(2006)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Ishii 등(2006)의 

결과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상관도가 상대적으로 낮

았다. 또한 steric height를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도 조

위관측소의 자료와 다르게 해수면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동해안에서 2-3mm/yr의 상승률을 

보인 국립해양조사원의 결과(2009)와 비교해도 차이

는 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조위관

측소의 위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특히 포항 조위관측소의 조위값은 1995년 이후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자료만으로 회

귀분석을 하였을 경우 해수면은 오히려 크게 하강하

는 모습을 보였다.
Steric height에서 수온과 염분이 차지하는 높이를 

구해보면 수온의 영향(Δh(T, 35))이 10-50 cm, 염분의 

영향(Δh(0, S))이 30 cm 정도인 반면 수온과 염분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Δh(T, S)-Δh(T, 35)-Δh(0, S))
은 최대 3mm로 아주 작았다. 따라서 수온과 염분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었다. Steric 
height에서 수온과 염분이 차지하는 상대적 기여도는 

염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 50%를 넘어 큰 비율

을 차지하였으며 위도가 높을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 역시 적도 지방에서 0.1 이하의 아주 낮

은 영향을 보이지만 위도가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Ishii 
등(2006)의 결과와 잘 맞았다.

그러나 이 비교 방법은 과거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

기에는 적당한 방법일지 모르나 실제 steric height에 

영향을 미치는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 기여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한 기여도 사이의 상대적 비교만 가능하기 때문이

다. Steric height가 변할 경우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보

기 위해서는 절대적 기여도라 할 수 있는 Δh(T, 35)와 

Δh(0, S)를 비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절대적 기

여도의 시계열 변화를 보면(Fig. 4) 염분에 의한 영향

Fig. 4. Absolute con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dark gray) 
and salinity(light gray) to sea leve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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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S diagram in February(left) and August(right).

은 시계열 편차가 작아 4개 구역 모두 약 30 cm 정도

로 일정한 반면 수온에 의한 영향은 시간, 특히 계절에 

의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공간적으로도 염분에 의

한 변화는 4개 구역 모두 약 30 cm 정도로 일정한 반

면 수온에 의한 변화는 4개 구역에서 10-50 cm의 차

이를 보였다.
즉 steric height의 시계열은 염분보다 수온에 의한 

steric height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이

는 수온의 계절적인 변화가 해수면 변화에 더 큰 영향

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동해안에서의 해수

면 변화는 수온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네 지역의 TS diagram을 

그려보았다(Fig. 5). 동해 심층에는 수온, 염분이 거의 

균일한 동해고유수가 있어 비교가 어려우므로 표층의 

자료만 비교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수면의 

변화는 계절적 변화가 컸기 때문에 여름(8월)과 겨울

(2월)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여름(8월)은 겨울(2월)에 비해 수온은 높고 염분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염분의 변화(32-34 psu)
가 큰 반면 수온의 변화(20-26℃)가 작았다. 이는 연도

별 염분의 변화가 큼을 의미한다. 반면 공간적으로는 

네 지역의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 특징이 있었다. 하계 

동해 연안의 저염분수는 동중국해에서 유입된 저염수

의 유입(Senjyu 등, 2006, 2009)과 여름의 높은 강우

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겨울(2월)은 여름(8월)에 비해 수온은 낮으나 

염분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온과 염분 모두 북쪽으

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염분의 변

화(34-34.6 psu)가 여름에 비해 작은 반면 수온의 변

화(5-13℃)는 아주 컸다. 따라서 동해안에서 수온에 

의한 해수면 변화가 큰 것은 계절에 따른 동해안 수온

의 변화가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해의 해수

면 변화가 동해에 공급되는 난류의 세기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Ha 등(2006)도 인공위성 자료와 

수온 분석을 통해 같은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5. 결 론

동해에서 수온과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steric 
height와 주변의 가까운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해수

면을 비교한 결과 중위도 지역에서는 염분이 차지하

는 해수면 편차의 비율이 50%보다 높아 수온보다 염

분에 의한 해수면의 기여도가 더 컸으며, 이는 위도가 

높을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해수면

의 변화에는 수온의 변화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

며 이는 수온의 계절적인 변화가 해수면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온의 변화는 대

한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위관측소값과 steric height 
사이의 만족스럽지 못한 상관도로 인해 해수면 상승

률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steric height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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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연안 가까운 곳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준면을 

300m로 설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반의 

침하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서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Ishii 등
(2006)은 steric height와 조위관측소의 해수면의 차이

에는 비steric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Wu 등
(2012)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서안경계류가 강화되었

음을 보고하였는데 steric height로 설명할 수 없는 해

수면의 변화는 결국 외부적인 요인(유입 혹은 유출)이
라 생각할 때 대한해협을 통한 대마난류의 수송량과 

동해의 해수면 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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