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소나운용, 수중통신, 수로 측량시 해양환경의 파

악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주로 해수의 음속(Sound 

Speed Profile, SSP)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1-3] SSP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음파 전달거리를 더

욱 현실적으로 예측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로 측

량 시에도 정확한 수심정보를 확보 할 수 있다.[3,4] 

SSP는 해수의 수심별 수온, 염분을 바탕으로 실험식

을 통하여 산출되나[4,5] 염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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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염분의 변화가 심한 황해의 해양환경 조건에서 정확한 해수음속을 산출하기 위한 논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방안은 미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한 Aqua 및 Soil Moisture Active Passive(SMAP)위성자료를 기반으로 하계절 

30.5 psu 미만의 저염분수의 확장과 수온역전 현상 발생 위치를 식별하고 그 위치에 수심별 수온염분 측정센서인 

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CTD)가 탑재된 해양관측용 무인체계를 투입하여 음속이 적재적소에 정확

히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흐름도(flow chart)로 정리하였다. 본 방안을 통하여 염분의 

변화폭이 증대되는 특이 해양환경을 조기에 식별하여 소모성 연직 수온 측정기인 Expandable Bathy Thermograph 

(XBT)로 음속을 계산할 때 정확도의 저하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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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소모성 연직 수온 측정기 (Expandable Bathy Thermograph, XBT)

ABSTRACT: A logical measure is suggested to estimate an accurate Sound Speed Profile (SSP) for the unusual 

variation of salinity in the Yellow Sea. Based on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s Aqua 

and Soil Moisture Active Passive (SMAP) satellite data, this measure identifies the area of temperature inversion 

effect and expansion of low salinity (<30.5 psu) water. Subsequently, on the area, the 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 (CTD) mounted unmanned maritime system estimates accurate SSP. In order to carry out this measure 

conveniently, a flow chart is demonstrated in this research. By using this measure which finds the high variational 

salinity area, the inaccuracy issue for calculating SSP from Expandable Bathy Thermograph (XBT) is expected 

to be solved.

Keywords: Sound Speed Profile (SSP), Low salinity water, Temperature inversion effect, 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 (CTD), Expandable Bathy Thermograph (XBT)

PACS numbers: 43.30.Es, 43.30.PC

†Corresponding author: Bum-Jun Kil (ktwins03@gmail.com)

Combined Forces Command, 22, Itaewon-ro, Yongsan-gu, Seoul 

04383, Republic of  Korea  

(Tel: 82-2-748-1111, Fax: 82-2-748-6895)

한국음향학회지 제38권 제6호 pp. 621～629 (2019)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Vol.38, No.6 (2019)

https://doi.org/10.7776/ASK.2019.38.6.621

pISSN : 1225-4428
eISSN : 2287-3775

621



길범준

한국음향학회지 제38권 제6호 (2019)

622

른 변수에 비해 SSP변화에 비교적 적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따라서, 해양환경의 적시

적 판단이 요구되는 해군 대잠전의 경우 수온만 관

측하는 Expandable Bathy Thermograph(XBT)로 SSP를 

산출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때 염분은 통상 평균 

개황 또는 추정치로 고정하여 산출된다.[2,4] 그러나 

XBT 운용해역의 실제 염분이 평균개황 또는 추정치 

대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염분값의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음속추정의 정확도 또한 저하되어[7] 음

파전달 손실 예측 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한편, 황해는 하계절 양쯔강으로부터 

방류되는 담수의 외해 확장[8,9]과 춘 ‧ 동계 절 수온역

전[10,11]에 의한 특이해양현상이 연중 발생하며, 이는 

음파전달 환경에 필요한 기초 해양환경 파악을 난해

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의 양쯔강 저염분수 확장에 의한 영향으로 

음향 층심도(Sonic Layer Depth, SLD, 음원으로부터 

최대의 음속을 갖는 최대의 심도로 일정 주파수대의 

음파가 먼 거리에 걸쳐 SLD 내에서 포획되어 전달

됨)의 형성[12]과 수온 역전에 의한 특이 음파전달 양

상[13]이 연구된 바 있으므로 이상 저염분 및 수온 역

전 발생 시 수온만 측정하는 XBT로 SSP를 측정 시 예

상되는 제한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고려한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SSP를 산출하기 위

해서는 심도별 수온염분계(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 CTD)를 사용하여야 하나[4] 동 기기는 해

양 탐사용 조사선에서 주로 운용될 뿐만 아니라, 관

측 시 별도의 전문성을 갖춘 운용요원의 승선이 요

구되므로 XBT와 비교시 편의성, 적시성에 있어 제한

된 면이 있다. 한편, 해양무인체계(Unmannded Maritime 

System, UMS)의 경우 해양조사선에 의한 현장 관측

과 달리 육상에서의 원격 조종에 의한 관측을 수행

하므로 선박 운용이 제한된 조건에서 해류의 흐름을 

이용한 글라이딩으로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 장점[14]

이 있다. 그러나 황해와 같이 조류가 강한 환경에서 

목표해역까지 이동 시 조종성능의 제한 및 추진력의 

과다소모 등의 운용상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운용 시 유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높은 선박 통

항량 및 어망 등 해양 장애물이 다수 분포할 경우 충돌

에 의한 파손 및 유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번 연구에서는 기수집된 UMS 및 해양 

관측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황해에서 XBT에 의한 

SSP 정확도가 저하되는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고 

UMS의 운용이 요구되는 시 ‧ 공간적 조건을 제시하

여 정확도가 증가한 SSP를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II.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황해중부해역 일대에서 

활동한 UMS인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

graphy(ARGO)플로트[15] 및 지구관측 위성인 Aqua,[16] 

Soil Moisture Active Passive(SMAP)[17]자료를 이용하

였다. 여기서 사용된 ARGO 플로트2기는 국립기상과

학원(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NIMS)

에서 운용한 UMS로 CTD 센서가 탑재되어 황해중부

해역 일대를 조류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수심

별 수온, 염분을 측정하였다(Fig. 1).

하계 절에 활동한 2901781번 플로트의 경우 2018

년 7월에 투하된 이후 약 3개월, 동계 절에 활동한 

2901786번 플로트의 경우 2018년 12월에 투하된 이

후 약 2.5개월간 활동하였다. 본 UMS는 수중 글라이

Fig. 1. (Color online) Trajectories of NIMS ARGO floats 

of 2901781 (black), 2901786 (blue) us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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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처럼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체계는 아니지만 이

와 유사한 자체 부력 변화[14]를 통하여 연구 해역에

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관측을 수행하

였으므로 황해에서 수중글라이더의 운용도 가능함

을 가정하였다. 연구 기간 및 해역에서 수집된 ARGO 

플로트 관측자료는 국립기상과학원 웹사이트(http:// 

argo.nimr.go.kr/)를 통하여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

다. 해양관측 위성인 Aqua, SMAP은 미 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에서 개발한 위성으로 Aqua에서 수집된 표층수온

(Sea Surface Temperature, SST)은 인터넷에 공개된 출

처인 https://oceancolor.gsfc.nasa.gov/에서 수집하였으

며, SMAP 위성으로부터 관측된 해수표층염분(Sea 

Surface Salinity, SSS)은 http://www.remss.com에서 공

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SMAP 위성 SSS는 ARGO 

플로트가 황해 중부 해역을 관측한 기간 중 수집 된 8

일간 평균치와 월평균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Table 1).

SMAP 위성은 Aqua 위성과 달리 별도의 자료 보정

이 요구된다. 동 위성은 해수로부터 방사되는 L-Band 

극초단파 계열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SSS를 관측하

므로, 일반 광학 위성과 달리 구름 차폐의 영향을 적

게 받는 가운데 한반도 연안의 해양감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18] 그러나, 육지로부터 30 km 이내에서 

관측된 자료의 경우 도심지역에서 방사되는 L-Band 

계열의 통신기기 전파로 인하여 자료의 정확도가 저

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18] 이러한 부분은 자료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제거하였다.

UMS 및 위성 자료의 가시화 및 분석에 사용된 소

프트웨어는 독일 해양과학 연구기관인 (Alfred We-

gener Institute, AWI)에서 개발한 Ocean Data View[19]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GO 플로트와 SMAP 위성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황해의 하계 및 동계 절 XBT관측 

정확도 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이 

해양환경인 저염분 및 수온 역전 발생 위치와 시기

를 식별하고 맞춤형으로 UMS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XBT관측 정확도 저하 요인 파악을 위

하여 ARGO플로트 관측 자료인 수온과 염분 중 염

분을 XBT 운용을 가정한 고정 염분과 CTD 운용을 

가정한 관측 염분값으로 구분 적용하여 Medwin[5]의 

공식을 기반으로 Eqs. (1)과 (2)에서 각각 다른조건

의 SSP인


와 


를 계산하였다.




  



. (1)

Eq. (1)의 


는 고정된 염분(, psu)을 적용한 SSP 

(m/s), 는 해수의 온도(°C),  는 깊이(m)이며, 고정 

염분값 는 미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

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생산한 전세계 해

양환경 개황자료인 (World Ocean Atlas 2013, WOA13)[20]

을 통하여 도출된 황해 중부해역 연평균 염분치인 

33.0 psu를적용하였다. 또한, Eq. (2)의


는 관측

염분(


, psu)을 고려한 해수의 SSP(m/s)로 본 계산

의 입력 변수인  와는 


계산에 적용되는 변

수와 동일하나

은 ARGO플로트에서 측정된 염분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 (2)

Table 1. (Color online) In situ and remote sensing 

data in the research.

Instrument Specification Collecting time 

∙ Operation : ROK NIMS

∙ Sampling cycle : one day

∙ Measurement 

: Vertical temperature (°C) 

and Salinity (psu)

∙ Releasable web link

: http://argo.nimr.go.kr  

∙ Summer

: Jul. ~ Nov.

2018

∙ Winter  

: Dec.2018

~ Mar. 2019

ARGO float

(UMS)

∙ Operation : USA NASA

∙ Sampling cycle : 8 day

∙ Measurement 

: Sea surface salinity (psu)

∙ Releasable web link

: http://www.remss.com 
SMAP

(Satellite)

∙ Operation : USA NASA

∙ Sampling cycle : 8 day

∙ Measurement 

: Sea surface temperature 

(°C)

∙ Releasable web link

: https://oceancolor.gsfc.

nasa.gov 

Aqua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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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는 해군의 능동소나 운용에 맞는 기준을적용

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와 


의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표층(0 m) 음속과 동일한 음속을 

갖는 최대 심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III. XBT 음속 계산 정확도 저하 요인

하계 절 저염분수 확산에 의한 음속 편차를 고찰

하기 위하여 황해중부해역에서 활동한 2901781번 

ARGO 플로트(Fig. 1의 검정색 궤적)로부터 입수된 

심도별 수온 및 염분 자료를 시계열로 표출한 결과 8

월 18일~ 9월 11일까지 30.5 psu 이하의 이상 저염분 

현상이 0 m ~ 25 m에서 관측되었다(Fig. 2).

저염분 현상이 고조된 9월 5일 관측 자료에서 입

수된 수온 및 염분을 바탕으로 


 와 


를 비교

한 결과 20 m ~ 50 m 사이에서 심도별 염분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가 


 보다 저층으로 향할

수록 급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3b). 또한, 표

층에서 30.16 psu의 저염분 특성으로 인하여 


가 

평균 염분 개황 값 33.0 psu을 적용한 


 에 비해 최

대 3 m/sec의 편차를 나타내었다(Fig. 3c). 이러한 편차

로 인하여 


에서는 식별되지 않는 SLD가 


의 수심 22 m에서 표층 보다 0.62 m/s 높은 음속으로 

식별된 것으로 판단된다(Fig. 3c). 이와 관련하여 하

계 절 제주 서방에서 개황보다 염분이 3 psu 이상 낮

은 저염분수가 발생 시 수온변화량 –0.01 °C/m, 염분 

변화량 0.2 psu/m인 심도에서 SLD가 형성 된 것으로 

연구되었으며,[21] 금번 연구 결과에서도 SLD 22 m에

서 수온변화량 –0.003 °C/m, 염분변화량 0.27 psu/m로 

염분의 수심별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동일 수

심에서 1 psu 의 염분 편차가 약 1.4 m/s의 음속편차[6]

를 나타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표층 염분이 평

균 개황보다 낮은 형태로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 환

경에서 XBT를 활용 시 음속 산출의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SLD의 식별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만일 이처럼 염분의 측정 및 개황값의 차이를 미

리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XBT로 음속을 산출할 경우 

해군의 능동소나 운용 간 SLD 형성에 따른 표층 탐

지환경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할 수 있다.[2]

다음은 NASA의 SMAP 위성 염분 관측자료를 이

용하여, 30.5 psu 이하 저염분수 이동 특성을 추적하

였다. ARGO 플로트가 최초 투하 후 활동한 2018년 7

월 25일~ 8월 2일 동안(Fig. 4b의 붉은색 궤적 참조) 

Fig. 2. (Color online) Time series of vertical structure 

of (a) temperature and (b) salinity in 2901781 ARGO 

float.

Fig. 3. (Color online) Vertical profile of (a) tempera-

ture (blue line with circle) and salinity (red line with 

circle), (b) salinity and 


 (green line), 


(green line with diamond) on September 5, 2018 of 

2901781 ARGO float, (c) subsurface structure of 

salinity and 


, 


 for the sam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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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P 위성으로부터 30.5 psu 미만의 저염분수가 제

주 서북방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4b). 그 이전인 7월8일 ~ 16일 관측된 8일간 평균 SSS

를 보면 중국 양쯔강으로부터 30.5 psu 미만의 저염

분수가 유출되어 제주 서북방 외해로 확장되는 형상

을 확인할 수 있다(Fig. 4a의 백색 등염분선 참조). 

30.5 psu이하의 저염분수가 양쯔강에서 제주도 서

방까지 형성되는 원인이 초기에 양쯔강에 기원을 둔 

30 psu 미만의 담수가 외해로 확장하면서 희석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8,9] Fig. 4b에서 관측된 30.5 psu

이하의 저염분수는 양쯔강에 기원을 둔 수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SMAP에서 탐지된 저염분 수괴가 황

해 중부해역으로 북동진함에 따라 ARGO 플로트 상

에서도(Fig. 4c의 붉은색 궤적 참조) 30.5 psu 미만의 

저염분수가 최대 24 m 깊이까지 관측(Fig. 2b의 백색 

등염분선 참조)되었고, 이후 SMAP 및 ARGO플로트 

상에서 저염분수가 소멸하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Fig. 4d). 따라서, XBT 기반의 음속 정확도 저

하 요인이 양쯔강 기원의 저염분수 확장에 기인함 

을 UMS와 위성 관측자료의 동시 운용을 통하여 확

인 할 수 있다.

다음은 동계 절 수온역전 현상에 의한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2018년12월17일 부터 황해 중부 흑

산도 근해에서 활동한 2901786번 ARGO 플로트 (Fig. 

1의 파란색 궤적) 의 수심별 수온 및 염분 분포를 시

계열별로 가시화 하였다(Fig. 5). 

Fig. 5a에서 표층보다 높은 수온의 해수가 해저 면

에 분포하는 수온 역전이 2019년 1월 31일~ 3월3일 

간 연속적으로 식별되었는데, 이때 염분 33 psu 및 수

온 11.5 °C 이상의 수치로 표층과 저층에 걸쳐 형성되

어 있었다(Fig. 5b). 이와 같이 수온역전을 동반하는 

가운데 수직 수온과 염분이 시 ‧ 공간적으로 복잡하

게 분포하는 경우 XBT를 이용한 음속 계산 시 음파

전달 예측의 신뢰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13] 

사전에 그 위치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온역

전에 의한 XBT 기반 음속 정확도의 저하는 2019년 2

월 19일 수집된 수직 수온, 염분 및 SSP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와 


는 표층에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Fig. 6b), 수온역전이 시작되는 심도인 

40 m부터 


가 


보다 최대 1.3 m/s까지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Fig. 6c). 이는 저층으로 내려갈

수록 수심 30 m ~ 50 m 사이에서 수온이 급격히 증가

Fig. 4. (Color online) Horizontal distribution of 8 day 

averaged SMAP SSS : (a) July 8 ~ 16, 2018, (b) July 

25 ~ August 2, 2018, (c) August 27 ~ September 4, 

2018, (d) September 13 ~ 21, 2018. Red trajectory 

on each figures is the locations of 2901781 ARGO 

float during the observation of SMAP.

Fig. 5. (Color online) Time series of vertical structure 

of (a) temperature and (b) salinity in 2901786 ARGO 

float, black colored bold isohaline of 33 psu in (b) 

represents the salinity during temperature inversion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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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운데 염분도 0.8 psu 만큼 급증하여 개황치보

다 1 psu 높은 34 psu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Fig. 6a).

이와 관련하여 황해에서 열 염분 전선의 규모에 

따라서 수온 역전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연구된 바

가 있으며,[11] 이를 뒷받침 하는 열염분 전선의 형성 

조건이 SST 2 °C/100 km이상, SSS 0.5 psu/100 km 이

상인 것으로 연구되었다.[22] 금번 연구 결과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수온 및 염분의 수평 변화가 나타났

는데, Fig. 5a에서 수온 역전이 연속으로 발생했던 

2901786번 ARGO 플로트의 2019년 2월 관측 궤적에

서(Fig. 7의 붉은색 점선 참조) 동년 2월 평균 Aqua 위

성 SST는 4.1 ~ 4.8 °C/100 km, (Fig. 7a), SMAP 위성 

SSS는 1.27 ~ 1.82 psu/100 km의 수평 변화가 나타났

다(Fig. 7b). 동시간대 수집된 UMS와 위성관측결과

로 미루어볼 때 특정 범위의 열염분 전선을 통하여 

수온 역전 발생 위치를 추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Fig. 8은 ARGO 플로트의 시계열 수직분포(Fig. 5)

에 대하여 X축 단위를 날짜가 아닌 남북(meridional) 

방향의 거리로 변경 후 재가시화 하여 열 염분 전선

에서의 수온 역전 발생 여부에 대하여 검증한 것이

다. 가시화 결과에 따르면, 표층수온 변화량이 위도 

33.5 °N에서 3.9 °C/100 km이고염분은 2.2 psu/100 km

로 수온역전 현상이 발생한 열염분 전선 조건(2 °C/ 

100 km이상, 0.5 psu/100 km 이상)[22]을 충족하였다

(Fig. 8). 물론 ARGO 플로트와 위성 관측결과를 비교

해 볼 때 표층 수온 및 염분의 변화량이 근소한 차이

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온역전 발생조건에 해당되

Fig. 6. (Color online) Vertical profile of (a) tempera-

ture (blue line with circle) and salinity (red line with 

circle), (b) salinity and 


(green line), 


(green 

line with diamond), (c) bottom structure of salinity 

and 


, 


 on February 19, 2019 of 2901786 

ARGO float.

Fig. 7. (Color online) Horizontal distribution of mon-

thly averaged (a) NASA Aqua SST, (b) SMAP SSS on 

February, 2019, red trajectory represents 2901786 

ARGO float activity during February, 2019 of the total 

trajectory (gray).

Fig. 8. (Color online) Meridional structure of vertical 

(a) temperature and (b) salinity in 2901781 ARGO 

float in the same duration of Fig. 5. Black dashed line 

represents the isohaline of 33.0 psu indicating the 

location of temperature inversion effect appeared on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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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위성자료의 경우 월평균값임을 고려하면 

된다. 한편, ARGO 플로트 관측 결과를 통해 표층 수

온만으로는 수온 역전 추정이 제한됨을 알 수 있는

데, 35.5 °N ~ 35 °N에서 수온 전선이 2 °C/100 km 이상

으로 형성되었으나, 수온 역전이 형성되지 않은 것

은 염분의 수평 변화가 0.5 psu/100 km 이하로 위의 열

염분 전선 형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Fig. 8). 동계 절, 제주도 인근의 고온 ‧ 

고염분의 해수가 상대적으로 저온 ‧ 저염분인 황해 

중부해역의 해수와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북쪽으로 

관입하는 과정에서 저층이 상층보다 수온과 염분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연구된바 가 있는 점[11,22]으로 미

루어 볼 때 Fig. 8에서 33.5 °N부터 해저를 따라 북쪽

으로 형성된 고온 ‧ 고염의 해수도 이와 유사한 과정

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33.3 °N의 고온 ‧ 고염의 해수가 근원이 되어 시작되

었음을 고려해 볼 때 동계 절 수온 역전의 발생 위치

를 인공위성 SST와 SSS에 의한 열 염분 전선의 식별

을 통하여 추정 가능함을 알 수 있다.

IV. 황해 수중음속 산출 방안

2018년~ 2019년황해에서 활동한 2개의 ARGO플

로트와 Aqua, SMAP 위성 자료의 비교분석으로 확인

된 XBT에 의한 SSP 정확도 저하 요인(하계 절 표층 

저염분, 동계 절 수온 역전)을 바탕으로 정확한 SSP 

산출에 사용되는 CTD센서가 탑재된 UMS의 투입 시

기 및 위치를 결심하기 위한 운용방안을 흐름도(flow 

chart)를 바탕으로 제안하였다(Fig. 9). 본 흐름도는 

장기간 UMS 운용에 따른 위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황해에서 위성 SST, SSS을 바탕으로 음

파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저염분 및 수온 역전 발생 

위치를 조기에 식별하여 UMS의 투입/회수 시기 및 

운용 장소를 제시한다(Fig. 9). 본 흐름도에 표현된 

UMS는 원격 조종하에 이동하면서 수심별 수온 ‧ 염

분 관측이 가능한 수중 글라이더 등 모든 수중 무인

자산을 포함한다.

본 흐름도는 Aqua 및 SMAP 위성으로부터 획득된 

SST, SSS의 감시를 통한 특이 해양현상 징후의 파악

으로 시작되는데, 하계 절(6월 ~ 9월)의 경우 SMAP 위

성 SSS상으로 30.5 psu 이하의 저염분수가 황해 전반

으로의 확장이 식별 되면 해당구역에 UMS를 투입한

다. 이후 UMS관측 결과로 


가 아닌 


에서

만 SLD가 발견될 시 30.5 psu 이하의 저염분수가 소

멸할때까지 일일 UMS 관측 횟수(일일 자료 수집 횟

수)를 증대시키고 UMS 관측자료를 SSP계산에 활용

하는 것이다. 동계 절(11월 ~ 3월)의 경우도 최초 징

후 파악에 SST와 SSS를 활용하며, 2 °C/100 km, 0.5 

psu/100 km 이상 수온 및 염분의 수평구배가 식별되

면 해당 구역에 UMS를 투입한다. 

UMS 관측 결과 수온역전이 빈번하게 형성되고 

저층에서 


가 


보다 높게 산출되면 하계 절

과 마찬가지로 UMS자료를 SSP계산에 활용하고 일

일 UMS관측횟수를 증대시킨다(Fig. 9). 동 ‧ 하계 절 

모두 저염분 또는 수온 역전 징후가 사라지면 UMS 

운용을 중지하고 회수한다.

Fig. 9. A Flow Chart to estimate accurate SSP in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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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황해에서 연중 나타나는 하계 절 저염분 확산 및 

동계 절 수온 역전 현상 발생해역에서 XBT를 측정 

시 SSP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을 국립기상

과학원 ARGO플로트, NASA의 Aqua 위성 SST와 

SMAP 위성 SSS 관측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구하였

다. 그 결과, 하계 절 양쯔강에 기원을 둔 30.5 psu 이

하의 표층 저염분수가 황해 중부해역으로 확장 시,[8,9] 

그리고 동계 절 SST 2 °C/100 km, SSS 0.5  psu/100 km 

이상의 구배를 갖는 열 염분 전선[22]에서 수온 역전

이 발생할 때 XBT 관측자료 기반의 SSP 추정 정확도

가 저하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황해에서 위

의 두 가지 환경 조건을 가정하여 UMS를 이용한 적

시 적이고 정확한 SSP 산출을 위한 방안을 제안 하였

다[1. 하계 절 30.5 psu 이하의 저염분수의 황해 인근 

해역으로의 확장 또는 동계 절 열 염분전선 발생 여

부의 식별(NASA Aqua 위성 SST 및 SMAP 위성 SSS 

이용), 2. 식별된 저염분수 또는 열 염분 전선 형성 구

역에 CTD센서가 탑재된 UMS 투입으로 XBT관측시 

SSP의 정확도의 저하(하계 절 SLD 식별 불가 및 동계 

절 수온 역전 형성에 따른 저층 SSP의 비정상적 증가 

미입수)가 확인될 시 XBT 대신 UMS 관측 자료로 

SSP 추정 및 일일 UMS관측횟수 증대 3. 저염분 및 

수온 역전 미형성 시 UMS 회수]. 

본 방안은 황해에서 염분의 변화폭이 심하여 수중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 해양현상(저염분, 수온 

역전) 발생 시기 및 위치를 식별하고 천해에서 장기

간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CTD 탑재형 UMS에 대

한 적절한 투입 기간과 운용 구간을 제시하여 필요

에 따라 정확한 SSP 추정이 가능하도록 운용개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SST 및 SSS의 

경우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므로 UMS 운

용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며, UMS를 인

터넷으로 원격 통제 시 현장에 장기간 선박을 투입

하는 노력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해군과 

같이 XBT가 주로 운용되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으

로 능동소나 운용환경 예측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염분의 변화가 수중음속에 큰 영향을 미

치는 해역에서 해군이 작전할 경우Expandable CTD 

(XCTD)나 Expendable Sound Velocimeter(XSV)를 사

용하면 XBT 보다 수중 음속 추정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4] XCTD와 XSV는 국내외에서 이미 사용 중

인 장비로 UMS 보다 경제적이고 자료획득이 용이하

여 실시간 현장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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