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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physical-biological ocean-modeling systems by

communiti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business. In this paper, we present preliminary results from a

coupled physical-biological model for the Northwestern Pacific marginal seas. The ocean circulation

component is an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ROMS), and the lower trophic

level ecosystem component is a Nutrient-Phytoplankton-Zooplankton-Detritus (NPZD) model. The ROMS-

NPZD coupled system, with a 25 km resolution, is forced by climatological atmospheric data and predicts

the physical variables and concentrations of nitrate, phytoplankton, zooplankton, and detritus. Model results

are compared with remote-sensed sea surface temperature and chlorophyll, and with climatological sea

surface salinity and nitrate. Our model adequately reproduces the observed spatial distribution and seasonal

variability of nitrate and chlorophyll concentrations as well as physical variables, showing a high correlation

in the East Sea (ES) and Kuroshio/Oyashio Extension (KOE) region but relatively low correlation in the

Yellow Sea (YS) and East China Sea (ECS). Although some deficiencies were found in the biological

components, such as the over/underestimation of the intensity of phytoplankton blooms in the ES and KOE/

the YS and ECS, our system demonstrates the capability of the model to capture and record dominant

seasonal variability in physical-biological processes and this holds out the promise of coming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such processes and making better predi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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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 관측기술 및 수치모델링이 발전하고, 동시에 자료

의 양이 방대해 지면서 물리, 생물, 화학 등 수집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들 해양

정보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모니터링, 연안 해양지질

환경의 관리 등 관련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온, 염

분과 같은 물리적 특성과 영양염, 클로로필과 같은 일차생

산은 그 수요가 가장 많다. 이들 정보에 대한 수요증가로*Corresponding author. E-mail : jhmoon@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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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물리-생물 결합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최근에는 모델링 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운용해양물리

-생물모델링시스템(operational ocean physical-biological

modeling system)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e.g. Di Lorenzo 2009; Fiechter et al. 2009). 

생물모델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간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형태로, 시간에 대한 다양한 변수 간의 상호관계

를 추정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김과

조 2013). 이들 생물모델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영양염-

식물플랑크톤-동물플랑크톤(NPZ; Nutrients-Phytoplankton-

Zooplankton) 모델이다. 영양염과 동-식물 플랑크톤 등 해

양생태계의 하위영양단계(lower trophic level)에 위치한

생물들의 변동은 이들을 먹이로 하는 상위영양단계(higher

trophic level)의 어류와 포유동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하위 영양단계에 위치한 생물들의 역학을 연

구하는 것은 상위영양단계의 변동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

며, NPZ 모델은 하위생태계의 실제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그 역학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다(이와 장 2008, Franks

2002). NPZ 모델은 구성성분 간의 상호작용을 간단한 함

수로서 파라미터화한 모델로 시간에 따른 상태변수들 간

의 관계와 양적인 변화를 추정 및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

며, 모의 실험 등을 통해서 해양생태계의 구조를 실제 환

경에 근접하게 표현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기존 NPZ 모델은 해양의 하위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단순한 차분방정식으로 표현되지만, 계(system)를 구성하

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물리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서 물질순환에 대한 물리적

과정이 고려되지 않는다. 해양생태계의 물질순환, 특히 영

양염류의 변동은 주로 이류(advection), 확산(diffusion), 용

승(upwelling), 난류혼합(turbulent mixing) 등과 같은 물리

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순환되지 않은 물질이 계를

벗어나는 과정 또한 침강 등과 같은 물리적 작용에 의해

지배된다(김과 조 2013). 이러한 해양물리적 요인을 생태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장 2008; Fasham et al. 1990;

Denman and Peña 1999). 예를 들어, 혼합층 깊이의 수직

적인 변화에 따른 층간 이동확산과정을 박스모델의 형태

로 모사하거나(Evans and Parslow 1985; Fasham et al.

1990), 1차원 물리-생물 모델을 이용하여 철 가설(Martin

and Fitzwater 1988)을 수치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

었다. 또한, 1차원 물리-생물 모델은 주로 1차원 수직난류

혼합모델(Melloer-Yamada level 2.5: Mellor and Yamada

1982, K-profile Parameterization: Large et al. 1994)과

NPZD 모델을 결합하여 수직적인 난류혼합에 따른 영양

염의 수직순환을 보여주었다(Doney et al. 1996; Denman

and Peña 1999). 2차원 물리-생물결합 모델은 용승과 일차

생산의 관계를 설명하는데도 적용되었다. Wroblewski

(1977)은 오레곤(Oregon) 해역의 용승작용에 대한 2차원

수치실험을 통해서 바람에 의한 해류패턴의 변화는 일차

생산의 시공간적인 분포양상에 중요한 물리적 인자가 되

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물리-생물결합 모델들(NPZ 또는

NPZD, NEMURO 등)은 생태계 구조를 실제 해양환경에

근접하게 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류, 수온,

염분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의 시공간적인 분포 변화를 정

확하게 모의하는 것은 생태 구성성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컴퓨터 성능의 발달로 3차원 해양물리

(순환)모델의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생태 구성성분 간의 상

호작용을 시공간으로 변화하는 물리적 요인과 결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도는 특히 1990년

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현재는 3차원 물리-생물 결합모델

의 개발과 응용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김과 조 2013).

Di Lorenzo (2009)은 물리-생물 접합모델을 사용하여 캘

리포니아 해류에서 염분과 영양염의 용승 그리고 클로로

필의 수십 년간(decadal) 변동성이 북태평양 기후변동인

North Pacific Gyre Oscillation(NPGO)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안했고, Fiechter et al. (2009)는 철이 제한된 모

델링을 통해 알라스카해역의 생물생산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해양모델인 NEMO(Nucleus for

European Modelling of the Ocean)와 하위생태모델인

ERSEM(European Regional Seas Ecosystem Model)을 접

합해 전 지구 및 지역적 해양-생태시스템 환경을 분석하

고 예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e.g. Edwards et al. 2012).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양생태계에 있어 물리적 요인들,

해류에 의한 이류, 확산 및 수직적인 혼합과 같은 3차원적

역학과정들은 물질순환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

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 주변해역은 서안

경계류인 쿠로시오, 대만해류, 대마난류, 오야시오 등 다

양한 해류가 존재하며 이들 해류는 열, 염, 영양염 등을 포

함하는 북서태평양 해수수괴의 형성과 분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대륙붕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황해

(Yellow Sea, YS)-동중국해(East China Sea, ECS) 해역은

쿠로시오를 비롯한 다양한 해류의 존재와 중국연안으로부

터의 저염분수(주로 양자강)유입, 강한 조석, 그리고 계절

풍의 영향으로 매우 복잡한 해양환경이 형성된다(Moon

et al. 2009). 이러한 지형적 복잡성과 해양환경의 변화는

수온, 염분 및 영양염의 변동과 플랑크톤의 분포에 직접

작용하여 일차생산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해양변동에 의한 영

영염 혹은 동-식물플랑크톤의 시-공간적인 변화는 배제하

고 특정해역에서 하위생태계를 이루는 각 생물의 요소 및

그들의 역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황해-동중국

해에서 조석에 의한 수평적 이류와 수직적 혼합과정,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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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변화로 인한 동해안의 용승 및 침강, 양자강과 같은 육

지 기원의 담수유입, 대마난류수, 대륙연안수와 같은 서로

다른 수괴의 혼합 등과 같은 물리적 과정과 영양염 및 동

-식물플랑크톤과 같은 일차생산력의 시-공간적 변화 및 상

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물리적 작용을 고려하

더라도 여전히 수직적 변화에 따른 층간 이동에 초점을 두

는 1차원적 생물-물리 모델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해

양생태계의 전체적인 물질순환을 고려하기 위한 3차원적

물리-생물접합 모델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

는 3차원 해양 순환 모델에 NPZD 하위 영양단계(lower

trophic level) 생태계 모델을 접합하여 복잡한 물리적 과

정을 둘러싼 하위생태계의 물질순환 현상을 재현함으로써

해양물리-생물의 상호작용을 가시화하고 나아가 운용해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이다. 여기서는, 그 첫 단계

로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북서태평양에 대하여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s)-NPZD 접합

모델(e.g. Fiechter et al. 2009)을 적용하여 일차생산성과

관련된 영양염 및 클로로필의 시-공간적인 분포 및 계절

적인 변동성을 관측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2. 물리-생물 접합모델

해양순환모델(Regional ocean circulation model)

본 연구에 사용한 해양 순환 모델은 연안과 더불어 대

양의 수치모사에 널리 사용되는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ROMS; Shchepetkin and McWilliams 2005)이다.

ROMS에 사용된 지배 방정식은 원시방정식이고, 정수압

근사와 부씨네스크 근사(Boussinesq approximation)를 사

용한다.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열수

지의 변화를 모사하기 위해 바람에 의한 표층의 운동, 현

열 및 잠열 등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대기와 해양의 열수

지를 계산하는 bulk parameterization(Fairall et al. 1996)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직격자체계는 s-좌표계(streched

terrain-following coordinate)를 사용하였다. s-좌표계는 상

층 경계층 재현이 용이한 z-좌표계의 장점과 바닥경계층

구현이 용이한 σ-좌표계의 장점만을 살린 좌표계다. s-좌

표계는 수온약층이나 바닥경계층에서 현상파악이 적절하

며, 지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압력구배항의 계산 오차가

작도록 개발되었다(Shchepetkin and McWilliams 2005).

ROMS는 계산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순압모드

와 경압모드를 분리하여 계산하는 시간 분할법(splitexplicit

time-stepping scheme)을 사용한다. 

수치모델 영역은 황해,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북서태

평양해역으로, 위도 15o
−49oN, 경도 110o

−157oE의 수

평경계를 가진다(Fig. 1). 수심 자료는 NGDC(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의 ETOPO5를 사용하였으며, 황

해와 한국의 남해, 동해는 수평 격자 30초 간격으로 만들

어진 Seo (2008)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평격자의 간격

Fig. 1. Model domain and bottom topography (grey contour lines) for ROMS-NPZD coupled modeling system. Four

selected regions, 1) the Yellow Sea (YS), 2) East China Sea (ECS), 3) East Sea (ES), and 4) Kuroshio/Oyashio

Extension (KOE), indicate the areas where the time series of regional SST, SSS, NO3, and chlorophyll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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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1/4o이며, 수직적으로는 20개 층으로 구성되었다.

바닥 마찰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식(quadratic drag

law)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바닥 마찰계수(drag coefficient,

Cd)는 0.0025를 사용하였다. 모델 영역 내의 초기 수온과

염분은 전구 해양 자료동화 수치모델인 ECCO2(Estimating

the Circulation and Climate of the Ocean, http://www.

ecco-group.org/) 결과를 사용하였다. 개방경계역의 자료

또한 ECCO2 해수순환 모델 결과를 장기간 평균(20년)하

여 월별로 변하도록 하였다. 해양수치 모델의 개방 경계조

건으로 0.25o 수평 격자 크기를 갖는 Oregon global tide

model version 6(TPXO6)의 조석자료를 황해 해양 순환

수치 모델의 격자에 맞게 내삽하였다. TPXO6는 TOPEX/

Poseidon 인공위성의 관측 자료를 이용한 전 지구 모델

(Oregon global model) 결과이며(Egbert and Erofeeva

2002), 본 연구에서는 8개 분조(M2, S2, O1, K1, N2, K2,

P1 및 Q1)를 이용하였다.

해양 수치 모델에서 사용한 대기 입력 자료는 COADS

(Comprehensive Ocean-Atmosphere Data Set)에서 제공하

는 자료들을 사용한다. COADS 대기입력 자료는 수평적

으로 약 0.5o 해상도를 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월 평균 자료

가 제공된다. 이 연구에서는 월 평균 해상풍, 기온, 상대

습도, 해면기압 및 단파 복사량을 모델 격자 및 시간 간격

에 맞게 내삽(interpolation)하여 사용하였다. 양자강으로

부터 유입되는 담수는 YS, ECS 및 동해(East Sea, ES)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영양염 분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해양순환 및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양

자강 유출수에 대한 해양의 반응을 고려하기 위해 중국

Datong 관측소에서 관측된 장기간 양자강 유출량을 월 평

균하여 사용하였다(Shen et al. 1998). 

하위영양단계 생태 모델(Lower trophic level ecosystem

model)

본 연구에서는 북서태평양에서의 생태구성성분 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간단한 NPZD 모델

을 사용하였다. NPZD 모델은 NPZ 모델의 확장된 형태

로 영양염(N), 식물플랑크톤(P), 동물플랑크톤(Z), 쇄설물

(D)의 4가지 구성성분과 그들의 상호관계로 구성되며 6가

지의 기본적인 플랑크톤생태역학(planktonic ecosystem

dynamics)을 고려한다. 1) 식물플랑크톤의 성장률(phyto-

plankton growth rate), 2) 동물플랑크톤의 섭식(grazing

of phytoplankton by zooplankton), 3) 식물플랑크톤 및

4) 동물플랑크톤의 사망률(mortality), 5) 동물플랑크톤 배

설(zooplankton excretion), 6) 영양염의 재생산률(nutrient

regeneration). 이들 생태역학적 과정들은 NPZD 모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Powell et al. 2006; Fiechter et al.

2009).

Nitrate:

(1)

Phytoplankton:

 (2)

Zooplankton:

(3)

Detritus:

(4)

Light availability at depth (negative z):

(5)

Nitrate-limited phytop. Growth rate:

(6)

Zooplankton growth rate:

(7)

식물플랑크톤 성장률은 광량과 영양염에 의해 동시에

제한 받으며, 식물플랑크톤의 영양물질 흡수는 Michaelis-

Menten 식을 통해 모수화가 이루어진다. 동물플랑크톤의

섭식은 이들의 먹이 생물인 식물플랑크톤의 농도, 섭식률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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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ization of the NPZD model from

Fiechter et al. (2009)

Parameter name Symbol Value Units

Light extinction coefficient

Self-shading coefficient

Initial slope of P-I curve

Phytop. nitrate uptake rate

Nitrate half-saturation coeff.

Phytop. Senescence

Zoop. grazing rate

Ivlev constant

Zoop. excretion efficiency

Zoop. Mortality

Detritus remineralization

Detritus sinking

kz

kp

α

Vm

kN

σd

Rm

Λ

γn
ζd
δ

wd

0.067

0.04

0.02

1.0

1.0

0.1

0.65

0.84

0.3

0.145

1.0

8.0

m−1

m2mmolN−1

m2W−1

day−1

mmolNm−3

day−1

day−1

-

-

day−1

day−1

mda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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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zing rate) 및 기울기 상수로 표현되는 Ivlev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Ivlev 1955; Franks et al. 1986). 식물

및 동물플랑크톤의 자연손실(사망을 통한)과정과 쇄설물

의 재광물화 과정은 각각 P, Z, 그리고 D에 선형적이다.

변수들에 대한 값은 Fiechter et al. (2009)에 제시된 값을

적용했으며,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변수들의 값은 해역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 및 경험적인

값들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북서태평양 주변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연구에서는 Fiechter et

al. (2009)에 제시된 값들을 사용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값들에 대한 민감도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들 생물적인 과정들은 모델 내에서 각 변수들 사이를

순환하게 되고 총 영양염, 즉 모든 상태변수의 총합

(N + P + Z + D)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conserved).

(8)

이러한 NPZD 모델은 이류-확산방정식을 통해 북태평

양 물리모델(ROMS)과 접합된다. 각 상태변수들은 그들의

시-공간적인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각의

미분방정식을 가진다(Casella 2009).

 (9)

여기서 C는 생물모델의 상태변수(N, P, Z, D), u, v, w는

물리모델에 의해 결정되는 각각 수평 및 수직 유속이고,

ws는 상태변수의 수직적 침강속도이다. Kh와 Kz는 물리모

델에서 사용되는 수평 및 수직 와동 확산 계수들이다. 모

델 계산시간마다 물리모델의 이류-확산항에 의해 각 생물

변수의 수송이 이루어지며 그 후에 생태역학이 계산된다.

생물모델은 기본적으로 질소계열의 NPZD 모델로 입력

자료는 기본적으로 질산염(NO3)과 클로로필이 된다. 영양

염을 나타내는 질산염은 CARS2009 자료로부터 획득하여

생물모델의 초기 및 경계장으로 사용하였다. CARS2009

는 관측자료로 널리 알려진 World Ocean Atlas(WOA)와

유사한 자료로 호주의 CSIRO에서 장기간 관측된 자료를

수집하여 평균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수평해상도 0.5o 간

격으로 격자화 처리되었고 총 79개의 수직해상도로 구성

되어 있다(Ridgway et al. 2002). NPZD 모델에서 식물플

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및 쇄설물의 초기값은 일반적으로

클로로필 자료로부터 추정하거나(Penven 2010), 작은 농

도의 변수값을 설정하여 모델을 수행한다(Powell et al.

2006). 초기 조건을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수행해 본

결과, 모델에서 계산된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및

쇄설물의 초기값은 재현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 동물플랑크톤, 쇄설

물을 관측된 클로로필 농도의 각각 50%, 20%, 20%를

초기장으로 설정하였다. 모델은 초기조건과 기후 외력장

(climatological forcing)을 사용하여 총 14년간 적분 후,

마지막 4년 간의 결과를 평균하였다. 모델은 강물 유입에

따른 영양염의 공급을 고려하기 위해서 양자강 유출량에

질산염 농도를 고려하였으며 양자강 하구역에서 관측된

농도값(80 mg-atm N m−3)을 계절변화 없이 일정하게 적

용하였다(Chen et al. 2010). 

3. 결과 및 고찰

수온과 염분의 계절변화

ROMS-NPZD 접합모델의 영양염 및 클로로필의 모의

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대상 해역에 대한 물리적 특성의

시, 공간적인 분포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온은 염

분, 빛, 영양염 등과 더불어 해양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성

장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해역의

수괴분포를 결정하는 물리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모델의

물리적 특성 재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성관측 SST 자

료를 사용하여 정성적, 정량적 비교를 시도하였다. 위성관

측자료는 NOAA의 10년 평균 AVHRR(Casey and Cornillon

1999)의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모델에서 계산된 자

료는 10년 적분 중 마지막 4년을 평균하여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2a는 AVHRR의 1985년부터 1995년까지 평균된

월평균 표층 수온을 나타낸다. 지리적으로 온대성 몬순기

후대에 위치하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기후는 겨울철 한

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과 여름철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계절변화가 나타나며 동시에 표층수온

의 뚜렷한 계절변동을 결정한다. 4oC 이상의 계절적인 수

온편차를 나타내는 해역은 북위 25도 이상의 중위도 해역

으로 황해 북부와 동해북부 해역에서 가장 큰 수온편차

(~10oC)를 나타낸다. 황해의 경우 평균 수심이 약 45 m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뚜렷한 계절변동 양상을 보인다. 반면 고온의 쿠로시

오 본류와 대만난류가 유입되는 동중국해와 대마난류가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연결되는 동해남부해역은 상대적

으로 수온편차가 작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난류수의 영향

을 받는 해역은 계절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성관측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표

층수온의 공간적인 분포 및 특징은 해양모델에서 전반적

으로 잘 모사되었다. 특히, 연중 높은 수온을 나타내는 아

열대해역의 분포와 쿠로시오가 대마난류로 분리되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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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asonal variation of Sea Surface Temperature (SST) obtained from (a) AVHRR satellite data, (b) model result

averaged from the last 4-year simulation, and (c) difference between the model and observation. The contour

interval is 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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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 Continued

Fig. 3. Time series of SST from observation (black) and model (dashed black lines). The data were averaged each

region over (a) the Yellow Sea (YS), (b) East China Sea (ECS), (c) East Sea (ES), and (d) Kuroshio/Oyashio

Extension (KOE) region



8 Lee, J.-H. et al. 

나라 주변해역으로 유입되는 동중국해 남부 해역의 20oC

와 25oC 등온선의 분포가 매우 유사하게 재현되었다(Fig.

2b). 수온 값에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주로

표층냉각이 강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 황해 및 동해 북

부, 오호츠크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여름철로 갈수록

그 편차는 작아지는 양상을 나타낸다(Fig. 2c). 북서태평

양의 연평균 표층수온은 5−28oC의 공간적인 분포범위를

가지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연평균 수온이 감소

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경우 제주도 부근

이 약 20oC이고 동해 북부해역이 10oC 정도로 수평적인

수온 경도가 약 10oC에 이른다. 해역별 표층수온의 계절

적인 변동성은 Fig. 3에 나타내었다. 해역 별로 차이는 있

지만 겨울철에 평균 ~10oC에서 여름철로 가면서 ~25oC

정도의 수온변화를 보이고 이러한 계절적 변동성은 모델

에서도 거의 일치한다. 평균적인 분포를 보면, 겨울에는

모델이 관측보다 수온이 낮게, 여름에는 약간 높게 모사하

는 바이어스(bias)를 가진다. 하지만, 모델결과는 관측에서

나타나는 시, 공간적인 표층수온의 분포양상을 잘 나타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대륙 연안수는 동중국해의 영양염 주요 공급원으

로 양자강에서 유출된 담수는 양자강 저염수를 형성하여

제주도 및 대마도를 거쳐 동해까지 이동하면서 주변 해역

의 생산성 및 성층구조 변화를 초래한다(Lie et al. 2003;

Moon et al. 2009). 북서태평양의 표층염분 특징을 알아

보기 위해 WOA2005의 표층염분분포를 계절별로 나타내

었다(Fig. 4a). 겨울철(12−2월) 표층염분 분포는 30−35 psu

의 범위를 보이는데, 최대 염분값은 북서태평양 아열대해

역(20−25oN, 150−160oE)에서 나타나는 반면 최소 염분값

은 발해만 내의 황하강 유역에서 나타난다. 낮은 염분값

을 보이는 해역은 황해와 오호츠크해 해역으로, 황해의

경우 동중국해에서 황해내부로 들어갈수록 34 psu의 고염

에서 30 psu 정도의 낮은 염분값을 나타내고, 오호츠크해

는 전체적으로 32−34 psu의 공간적인 분포 특징을 보인

다(30−34 psu). 반면 동중국해와 동해의 경우 쿠로시오

및 대마난류수의 영향으로 34 psu 이상의 고염의 해수가

폭넓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분포는 양자강

입구의 저염분수를 제외하면 봄철까지 이어진다(3–5월).

그러나 겨울철 고염의 대마난류수가 지배하는 동중국해

와 동해남부의 표층해수는 여름이 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6−8월). 여름철 높은 강수량과 양자강으로부터

유출된 다량의 양자강 희석수가 거대한 혀 모양(tongue-

shaped)으로 양자강 입구에서 제주도를 향해 분포한다.

Fig. 4. Seasonal variation of Sea Surface Salinity (SSS) obtained from (a) World Ocean Atlas (WOA2009), (b) model

result averaged from the last 4-year simulation, and (c) difference between the model and observation. The

contour interval is 1 p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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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c)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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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포는 여름철 우세한 남풍에 의한 표층 에크만

수송의 결과로 나타난다(Moon et al. 2009). 양자강으로

부터 유입된 저염수는 겨울철 제주도 북부해역까지 분포

하던 고염의 대마난류수를 동중국해 대륙붕단으로 밀어

내기 때문에 33 psu 이하의 저염분수가 동중국해를 지배

하게 된다. 또한 양자강 저염분수는 대한해협을 통해 동

해까지 확장되어 겨울철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약 0.5 psu

정도 낮은 염분분포를 형성한다. 공간적인 분포는 대한해

협을 통한 양자강 희석수 유입의 영향으로 동해남부해역

에서는 낮고 북부해역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염분분포를 보인다. 가을철(9−11월)에는 양자강 유출수

유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남풍계열의 바람에서 북풍계열

로 바뀌는 시기로 여름철 동중국해 및 동해까지 그 세력

을 확장했던 저염분수가 황해내부로 빠르게 수축되고, 대

륙붕단으로부터 고염의 대만난류수가 황해를 향해 북상

하는 분포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북서태평양의 계절별 표층염분분포의 변화는 모

델결과에서 매우 유사하게 재현이 된다(Fig. 4b). 관측에

서 연중 나타나는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고염수와 황

해 및 오호츠크해의 저염분수 공간 분포가 모델에서 성공

적으로 모사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염분수의 농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특히 황해 북부의 경우

표층염분이 연중 1 psu 이상 높게 모사하고 있다(Fig. 4c).

모델에서 양자강 유출수의 효과는 고려되었지만 황하강

및 주변 강의 유량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황해부북 해역의 염분농도가 관측값과 다소 차이를 나타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남부, 동중국해, 동해 및 쿠

로시오/오야시오 확장해역(Kuroshio/Oyashio Extension

regions, KOE)의 표층염분의 계절적인 변동양상은 매우

유사하게 재현되었다(Fig. 5). 예를 들어, 여름철 양자강으

로부터 유출된 저염분수가 동중국해 전역에 폭넓게 분포

하고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확장되는 양상은 관측과 거

의 일치한다. 수온과 염분은 해양-대기 상호작용, 해양순

환 및 해수의 혼합과 같은 물리적 작용의 원인 및 결과물

로 생태 구성성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인들이다. 특히 양자강 유출수는 동중국해에서 중요한

영양염 공급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염분수의 시-공간

적인 분포양상은 해양생태계의 물질순환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모델결과는 북서태평양의 해양순환에

의한 수온과 염분의 시-공간적인 분포양상을 비교적 잘

재현함으로써 영양염 및 클로로필의 시-공간적인 분포 및

순환을 이동양상을 고려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Fig. 5. Time series of SSS from observation (black) and model (dashed black lines). The data were averaged each

region over (a) the Yellow Sea (YS), (b) East China Sea (ECS), (c) East Sea (ES), and (d) Kuroshio/Oyashio

Extension (KO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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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asonal variation of surface nitrate (NO3) (mg-atm N m−3) obtained from (a) CARS2009, (b) model result

averaged from the last 4-year simulation, and (c) difference between the model and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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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염 분포 및 계절변화

수온, 염분, 빛과 더불어 영양염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과 군집구조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Fig. 6a는

CARS2009으로부터 얻어진 장기간 관측된 질산염 농도의

표층 분포를 계절별로 나타내었다. 표층수 중 질산염 농도

는 전체적으로 저위도인 아열대해역에서 가장 낮고, 고위

도인 오호츠크해 및 KOE에서 높은 농도를 보인다(Itoh et

al. 2015). 또한 겨울-봄철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여름

에서 가을철에 낮아지는 계절적 변동이 뚜렷하다. 이 해역

은 이류(advection), 확산(diffusion), 혼합(mixing), 와류

(eddies), 용승(upwelling) 등 물리적인 과정이 지배되는 환

경으로 수온, 염분, 영양염 및 클로로필 등 물리-생물적 요

인들의 변동이 역동적인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Yatsu et

al. 2013). 겨울철 강한 혼합과정은 영양염이 풍부한 저층

의 해수를 표층으로 공급함으로써 표층의 영양염 농도를

높이고, 이러한 과정은 혼합층 깊이가 얕아지는 늦은 봄까

지 지속된다. ES의 경우도 KOE 해역과 유사한 계절변동

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질산염 농도를 보이는데 표

층수 중 질산염의 농도가 2 µM 이하로 질소가 제한된 환

경이라도 보고된 이전 결과(Kim et al. 2010; Kim and

Kim 2013)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양자강 하구역 부근

에서 질산염은 여름철에 약간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지만,

연중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인다.

이는 양자강을 통해 육상으로부터 유출된 영양염은 YS와

ECS로 공급되어지는 영양염의 중요한 공급원임을 시사한

다(Fan and Song 2014; Yu et al. 2015). 전반적인 질산염

의 농도의 계절 변화는 겨울과 봄이 여름과 가을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KOE를 포함하

여 겨울에 영양염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수직혼합에

의해 심층의 높은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되어지기 때문

이다(Kim et al. 2006; Won and Lee 2015).

모델로 재현된 영양염 농도의 시-공간적인 분포와 관측

과의 차이는 Fig. 6b과 c에 나타내었다. 관측에서 나타나

는 전반적인 영양염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그

계절적인 변동성은 매우 잘 재현되었다. 질소가 제한된 환

경으로 알려진 아열대해역은 연중 낮은 농도를 보이지만

(Polovina et al. 1995), ES와 KOE 해역에서는 뚜렷한 계

절변화를 보이면서 연중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반면

ROMS-NPZD모델로 재현된 영양염의 농도 값은 관측과

큰 차이를 드러낸다. 가장 큰 모델-관측편차를 보이는 곳

은 ES와 KOE 해역으로, RMSD는 각각 5.6과 4.4 mg-

atm N m−3로 모델에서 더 높은 농도를 보이며, 특히 겨울

에서 봄철에 가장 큰 편차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동중국해

와 황해 순으로 모델-관측은 양의 바이어스(bias)를 보인

Fig. 6. (c)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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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델 농도의 정량적인 값은 관측과 비교해 높게 재현

되었지만, YS와 ECS를 제외하면 그 계절적인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잘 모의가 되고 있다. 계절적인 변동성을 강조

하기 위해서 해역별(YS, ECS, ES, and KOE) 평균된 영

양염 농도의 변화를 그들의 표준 편차 값으로 정규화

(normalized)하여 나타내었다(Fig. 7). 그림에 나타난 것처

럼 KOE와 ES에서는 겨울에서 봄철에 증가하고 여름에

감소하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모의하며 KOE와 ES의 모델

-관측 상관관계는 각각 0.8과 0.5 이상을 보인다. 이와 달

리 YS와 ECS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계절성을 보인다. 관

측의 경우 겨울에서 봄철에 높고 여름철에 낮아지는 ES나

KOE의 변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모델의 경우 봄에 가장

낮고 여름에서 겨울로 갈수록 높아지는 계절변동성을 드

러낸다. 특히 양자강 입구해역은 많은 양의 영양염이 YS

와 ECS에 공급되는 해역이며 최근 관측 및 모델결과에

의하면 양자강 입구주변해역은 여름에서 겨울까지 증가하

다가 봄에 낮아지는 농도분포를 보고했다(Fan and Song

2014; Yu et al. 2015). 이들 최근 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모델결과는 양자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영양염의 계절적인

분포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로로필 분포 및 계절변화

클로로필-a는 식물 플랑크톤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

나는 색소로서, 해황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Fig. 8a에 해색 위성센서인 SeaWiFS의 표준 산출물

인 클로로필-a 농도의 분포를 장기간 평균하여(1997−

2010년) 계절별로 나타내었다. 클로로필 농도는 연중 아열

대해역에서는 낮고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지는 위도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동아시아 주변(YS, ECS, ES)

해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인다. YS와 ECS의 경우 한국과

중국 연안을 따라 높은 클로로필 농도가 연중 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ECS 서쪽해역인 양자강 하구역 부근에

서 연중 높은 농도를 보이지만, 쿠로시오 및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남동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분포

를 나타낸다. 클로로필의 계절적 변화는 지역적인 차이를

다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클로로필의 농도가 봄(4월)에

가장 높고, 여름철에 접어 들면서 감소되었다가 가을과 겨

울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계절적 변동양상을 보인다.

Fig. 7. Time series of normalized NO3 concentrations by their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 The data were averaged

each region over (a) the Yellow Sea (YS), (b) East China Sea (ECS), (c) East Sea (ES), and (d) Kuroshio/

Oyashio Extension (KOE) region for the observation (thick lines) derived from CARS2009 and model result

(dashed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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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asonal variation of surface chlorophyll concentration (mg/m3) obtained from (a) the averaged SeaWiFS data

over 1997−2010, (b) model result averaged from the last 4-year simulation, and (c) difference between the

model and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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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ECS에서 클로로필은 한국과 중국연안에서 높고

(> 5.0 mg m−3) 외해로 갈수록 낮아지는 분포를 보인다.

이는 강이나 해저지하수를 통해 육상으로부터 공급되어지

는 영양염이 많기 때문에 연안에서 더 높은 클로로필 분

포를 보인다(Kim et al. 2005; Moore et al. 2008). 봄

(3−5월)이 되면서 식물플랑크톤 대번식과 연관되어

(phytoplankton spring bloom) 클로로필의 농도는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4월 동안에 클로로필 분포가 YS 전

역과 쿠로시오 및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ECS 대륙붕까

지 확장되면서 전체 평균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

또한 ES 전역에 걸쳐 높은 클로로필 농도가 폭넓게 분포

하고(~2.0 mg/m3), KOE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가 나

타난다(> 5.0 mg m−3). 이와 같은 클로로필의 증가는 5월

로 가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ES의 경우 그 감소폭이

매우 크다(0.2−0.5 mg m−3). 이처럼 봄철에 높은 클로로

필의 농도분포는 겨울철 수직혼합에 의해 공급된 영양염

과 증가된 일사량 때문이다(Son et al. 2014). 또한, Jo et

al. (2007)는 봄철 ES에서 식물플랑크톤의 대량 번식

(spring bloom)이 일어나는 원인은 황사(Asian dust)를 통

해 동해 해수 중으로 유입된 철(Fe) 때문이라고 보고하였

다. 여름철(6−8월) 클로로필은 높은 농도를 보이는 양자강

입구에서 제주도를 향해 동쪽으로 확장되며 동쪽으로 갈

수록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분포변화를 보인다. 여름철 제

주도 서부해역까지 확장되었던 높은 농도의 클로로필 분

포는 가을(9−11월)로 가면서 점차 수축되고 양자강 입구

에서 남동쪽으로 향하는 혀 모양 구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제주도 서쪽해역에 나타

나는 높은 클로로필 농도는 현장관측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분포이며 여름철 양자강 유출수의 의해 많은 양의 영양염

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이다(손 등 2013).

ROMS-NPZD 모델의 클로로필 농도는 모델로 재현되

는 식물플랑크톤질소(phytoplankton nitrogen) 농도에

Chl:N 비값인 1.325 gChl gN−1을 곱하여 계산된다. 여기

서, Chl:N 비값은 C:N Redfield 비값 106:16 molC molN−1

와 C:Chl 비값 60:1 gC gChl−1로부터 얻어진다(Fiechter

et al. 2009). SeaWiFis 관측과 모델 사이의 클로로필 농도

편차는 해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Fig. 7b, c), YS와 ECS

의 경우 모델로 계산된 클로로필의 농도는 관측치와 비교

해서 연중 1−2배 정도 낮은 값(RMSD = 0.7−2.5)을 나타

낸다. 염분분포에서 언급했듯이 모델에서는 양자강을 제

외한 황해북부의 황하강 및 연안주변 강들의 유량을 포함

하지 않기 때문에, 담수 유입으로 인한 클로로필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측에서 황해 연안을 따라 연중

높게 나타나는 클로로필 분포는 모델에서 나타나지 않으

Fig. 8. (c)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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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결과 해역 평균된 클로로필 농도는 낮게 모의되었

다고 생각된다. 반면 ES와 KOE 해역은 봄에서 초여름(3-

6월) 사이에 클로로필 농도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여름과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차를 보인다. 모델결과는

클로로필 농도범위에서 차이를 드러내지만, 전반적인 계

절적인 변동성은 비교적 잘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양염과 마찬가지로 관측과의 정량적인 변동성 비교를

위해 4개 해역별로 정규화된 클로로필 농도의 계절변화를

Fig. 9에 제시하였다. 특히, 봄철(3−5월) ES와 KOE 해역

에서 발생하는 클로로필 대번식과 관련된 공간적인 분포

양상과 그들의 계절적인 변동은 잘 재현되었다. 계절변동

의 재현성에 있어서도 해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ES의 경우 0.87, KOE 해역은 0.92로 관측과 모델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황해와 동중국해는 상

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것은 YS-ECS의 경

우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고 연안으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분지로 강물의 유입과 같은 육지기원의 영양염 공급이 활

발한데, 모델의 경우 양자강을 제외한 한반도 및 중국연안

으로부터 기원하는 영양염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에 관측과의 차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4. 결 론

수치모델링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양 물리-생물의 상호

작용을 시-공간적인 형태로 가시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되는 해양정보는 해양의 물

리적 특성 및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모니터링, 연안 해

양지질 환경의 관리 등 관련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수온, 염분과 같은 물리적 특성과 영양

염 및 클로로필과 같은 일차생산 자료는 가장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3차원 해양 순환 모델에 NPZD

하위 영양단계 생태계 모델을 접합하여 해양물리-생물의

상호작용을 가시화하고 나아가 운용 해양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이다. 그 첫 시도로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포

함하는 동아시아 주변해역에 대하여 ROMS-NPZD 접합

모델을 적용하여 일차생산성과 관련된 영양염 및 클로로

필의 공간적인 분포 및 계절적인 변동성을 관측자료와 비

교-분석하였다. 

Fig. 9. Time series of normalized chlorophyll concentrations by their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 The data were

averaged each region over (a) the Yellow Sea (YS), (b) East China Sea (ECS), (c) East Sea (ES), and (d)

Kuroshio/Oyashio Extension (KOE) region for the observation (thick lines) derived from SeaWiFS and model

result (dashed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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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해역에 대해 25 km의 수평해상도를 가지는

ROMS-NPZD 모델은 장기간 평균 대기외력장을 사용하

여 장기간 적분되고, 수온, 염분, 해류와 같은 물리적 정보

와 질산, 클로로필과 같은 생물적인 요소의 예측이 가능

하다. 수온과 염분은 해양-대기 상호작용, 해양순환 및 해

수의 혼합과 같은 물리적 작용의 원인 및 결과물로 생태

구성성분의 분포에 필수적인 요인들인데, 모델로 재현된

물리적 특성은 위성관측 및 장기간 관측을 통한 자료들을

매우 잘 모의한다. 영양염과 클로로필 변수에 대한 모델-

관측 비교는 전반적으로 관측분포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계절적인 변동성은 매우 잘 모의되었다. 영

양염의 경우 지역적인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ES

와 KOE 해역에서는 겨울에서 봄 사이에 높고 여름에 낮

아지는 뚜렷한 계절변화를 보이며, 연중 높은 농도를 나타

낸다. 반면 YS와 ECS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

이며 계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근 관측 논문에

의하면 YS와 ECS를 포함하는 양자강 입구주변해역의 영

양염 분포가 봄에 가장 낮고, 여름에서 겨울로 가면서 높

아지는 분포를 보고했다(Fan and Song 2014; Yu et al.

2015). 이러한 분포는 현재 모델결과를 통해서 재현된 영

양염의 계절변동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클로로필의 경우

도 영양염과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비교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지만 계절적인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잘 모의가 되

고 있다. 관측은 ES와 KOE에서는 4월 식물플랑크톤 대

번식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고, 영양염은 그

보다 1−2개월 정도 빠른 겨울철에 최고 농도를 나타낸

다. 이것은 겨울철 강한 혼합과정에 의해 저층의 영양염

이 표층으로 공급되고 이러한 과정이 혼합층 깊이가 얕아

지는 봄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ROMS-NPZD 모델은

이러한 영양염과 클로로필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잘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물리-생물접합 모델결과는 표층에서의 영양

염과 클로로필의 계절적인 변화를 잘 모의하며 특히, 수심

이 깊은 ES와 KOE 해역에서 관측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인다. 이것은 3차원 물리모델이 표층 수온뿐만 아니라 수

직적 혼합과정의 시-공간적인 계절변화를 잘 모의하고, 그

결과 물리적 작용이 영양염 및 클로로필 분포의 계절적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존 대부분의 생

물모델은 해양물리환경이 줄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고 하

위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요소에 초점을 두지만, 물리-생

물 접합모델은 환경변동에 영향을 받는 영양염 및 동-식

물플랑크톤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모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ENSO와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양환경

의 변화가 일차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3차원 물리-접합모델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 ROMS-NPZD 접합 시스템은 몇몇 개선해야 할 문제

점들을 드러냈다. 특히, 재현된 ES나 KOE에서 생물변수

의 농도 값이 관측과 비교해 과대평가되거나, YS와 ECS

에는 오히려 과소평가되는데, 이는 NPZD 모델 초기치의

불확실성, 육지기원의 영양염 공급, 수직혼합작용, 생물변

수의 설정, 대기 외력장과 같은 물리적 요인 등 다양한 원

인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YS와 ECS의 경우 육지

기원의 영양염 공급이 실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지

만, 현 시스템에서는 양자강 유출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농도 또한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ES와 KOE 해역에서

수직적인 혼합과정이 과대평가되어 심층수에 존재하는 많

은 양의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문제점들은 물리변수와 생물변수를 구분하여 그 원

인을 한 단계씩 조사함으로써 모델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실험 및 분석(sensitivity experiment), 그리고 자료

동화(data assimilation)와 같은 생물-물리변수의 불확실성

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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