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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조사선 이사부호 TSG 자료 검증 및 활용 기반 구축 연구

Ⅱ.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필요성
   - 조사선 장착 TSG 관측결과의 신뢰성을 부족으로 자료의 활용 저조
   - TSG 계통과 센서의 현장관리, 실시간 품질관리, 지연모드 품질관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품질관리 체계의 수립이 필요

○ 목적
   - 조사선 이사부호(온누리호 추가) 장착 TSG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표층수온, 표층염분 관측 자료의 검증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Ⅲ.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 TSG 시스템 개선
   - 이사부호 TSG 시스템 평가
   - 이사부호 TSG 시스템 개선
   - 온누리호 TSG 시스템 평가 및 개선
○ TSG 자료의 품질관리
   - 이사부호 TSG 자료의 품질관리
   - 온누리호 TSG 자료의 품질관리
   - TSG 자료의 이상 원인 분석 및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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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G 자료 관리 및 운영 지침
   - 품질관리 기준 수립
   - 자료관리 지침 작성
   - TSG 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작성

Ⅳ. 연구 개발 결과

○ TSG 자료의 품질 개선
   - 이사부호와 온누리호의 TSG 시스템 개선. 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TSG 시

스템의 배관 구조를 변경하고 기기별 적정 유량 공급을 위한 유량계와 디버
블러 설치

   - TSG 자료의 품질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TSG 자료에 대한 판정 기준을 제시
   - 지연모드 TSG 자료 포맷 제안
  
○ TSG 측정 자료 조사
   - 조사선에서 관측된 기존 TSG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의 이상 원인을 파악하고 

보정 가능성을 판단함
   - 온누리호의 경우, 기존에 관측된 자료는 버블에 의한 자료의 품질 저하가 뚜

렷하게 나타났으며 센서의 오염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 기존 자료는 
자료의 오차 폭이 커서 보정을 거쳐도 양질의 자료를 생성하기가 어려움. 시
스템 개선 후 버블에 의한 자료의 품질 저하가 개선되었으며 제공 가능한 자
료가 생성됨

   - 이사부호의 경우, 자료의 이상 원인은 대부분 부적절한 유량 공급과 센서의 
오염에 의해 나타남. 적정한 유량 공급과 센서의 세척 및 보정에 의해 자료의 
품질이 향상됨

○ 품질관리 지침 작성
   - 조사선 TSG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한 지침 작성. 관측 항해 전, 항해 중, 항

해 후 장비의 점검과 자료 확인에 대한 지침 제안.
   -TSG 자료의 적정 수준 품질 유지를 위해 센서의 오염을 방지하고 장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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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침 마련 
   -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장비의 운용과 유지 관리 방안을 위한 표

준 관리 지침(안)과 업무 분장(안) 제시 

Ⅴ.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조사선에서 관측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지연모드 품질 관리를 통해 재처리 자료

를 생성하여 연구자에서 제공   
○ 재처리된 자료를 DB에 축적하고 모든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공

개하여 우리 기관의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화  
○ 우리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시 관측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
○ 한반도 근해 해역별 대표 관측점에서 장기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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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Study on the calib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SG data of the research vessel 
ISABU  

Ⅱ. Necessities and objectives of the study

○ Necessity

   - The data from TSGs installed on R/V has need poorly used  due to 

lack of reliability of the observations.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quality control system in 

which the management of TSG system and sensors, real-time mode 

quality control, and delayed-time mode quality control are organically 

linked to each other.

○ Purpose

   - Establishment of TSG quality control system equipped on R/V Isabu 

and R/V Onnuri

   -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verification and utilization of sea 

surface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observation data

Ⅲ.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 Delayed mode qual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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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tablish quality control standards by data

   - Determination of abnormal data 

   - Designate of data management format

○ Analysis and correction of abnormal causes of data

   - Identify causes by data and perform correction by cause

   - Production of reprocessed data 

○ Preparation of quality control guidelines 

   - Response measures by cause of data 

   - Assignment of duties by action

Ⅳ. Results

○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SG data

   - TSG systems of R/V ISABU and ONNURI are improved for the 

management of the data qual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ata, 

the piping structure of the TSG system is changed with installing a 

flow meter and a debubbler to supply the proper flow rate.

   - A manual is suggested to control the TSG data quality, in which 

appropriate quality control methods and judgment criteria for TSG data 

are suggested.

   - Format for delay-mode QC data is suggested.

○ Analysis of TSG data 

   - TSG data observed on research vessels are analyzed to determine the 

cause of abnormal data and determine the correction possibility of the 

data.

   - In case of R/V ONNURI, the previously observed data clearly shows a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by the bubble and the effects of 

contamination by the sensor cannot be ruled out. The existing data 

has a wide error range, making it difficult to generate high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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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ven after correction. Quality deterioration of data by bubbles has 

been improved after TSG system improvement, and available data has 

been generated

   - In case of R/V ISABU, the cause of data abnormality is mostly due to 

inadequate flow supply and sensor contamination. Quality of data is 

improved by adequate flow supply, sensors cleaning and correction

○ Preparation of quality control guidelines  

   - Guidelines for quality control are proposed to maintain the quality of 

TSG data including the procedure for checking equipment and 

verifying data before, during and after observation.

   - Guidelines are proposed for establishing a cleaning and management 

system for equipment in order to maintain appropriate quality of TSG 

data

   - Standard management guidelines are presented with divisions of duties 

for efficient equipm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quality control 

of data

   

Ⅴ. Application plan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 Provide reprocessed data through delayed-mode quality control of all 

data observed by the research vessels to the researchers

○ Reinforce the public service capacity of our organization by 

accumulating reprocessed data in DB and making it available to all 

users freely.

○ Provide the opportunity to develop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all the observation data produced by KIOST

○ Obtain long-term data at representative observation station around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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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광범위한 해역의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해양 변동성
을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장기간 축적된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자
료는 해양 변동성이나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동안 인
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로 표층 수온을 관측하는 것에 더해 최근에는 표층 염분
도 원격탐사로 관측하기에 이르렀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광범위한 해역
을 동시에 관측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간적 해상도는 떨어지는 편인 반면 선박에 장
착된 TSG(Thermosalinograph)를 이용한 직접 관측은 항로를 따라 고해상도의 자
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SG는 해수를 취수하여 선상에서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을 측정하는 자동
화된 측정 시스템이다. 염분은 TSG의 내부에 장착된 전기전도도 센서와 수온 센서
로 측정된 전도도와 수온으로 산출된다. 취수구에서 TSG로 해수가 이동하는 동안 
수온이 변하기 때문에 TSG 내부의 해수의 수온은 표층 수온이라고 할 수 없다. 따
라서 취수구 근처에 별도의 수온 센서를 설치하여 표층 수온을 측정한다. 따라서 
TSG의 주된 기능은 수온 측정이 아니라 염분 측정이다. 일반적으로 TSG로 측정한 
수온은 취수구 근처의 수온 센서로 측정한 수온을 의미하며 TSG로 측정한 염분은 
TSG 내부의 수온과 전도도로 산출한 염분을 의미한다.

TSG로 측정된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자료의 가치는 그 자료의 품질에 좌
우된다.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는 아무리 그 양이 많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
어 자료로서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원의 조사선에 장착된 TSG로 관측된 표
층 수온과 표층 염분 자료는 품질관리가 되어야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우리원 조사선에 장착된 TSG로 관측된 자료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가
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원은 대형해양조사선 이사부호를 보유함에 따라 대양 관측의 빈도가 높
아졌다. 이와 더불어 대양 관측을 통한 전지구 해양과 기후 관측 시스템에 대한 공
헌이 요구된다. 조사선이 항해하면 항로상에서 연속적으로 관측되는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자료는 당연히 요구되는 자료이며 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전지구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데이터베이스에 공헌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품질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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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를 담보하지 못하면 자료를 공개할 수도 없고 데이터베이스에 공헌할 수도 없
다.

이 등(2002)은 온누리호에 장착된 Falmouth Scientific(FSI)사의 TSG를 
이용한 2001년 5-6월 서태평양 TSG 관측에서 나타난 TSG 운용상의 문제점을 크
게 세 가지 제시한 바 있다. 유입된 해수 공급의 불안정, 유입 해수가 TSG로 공급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수 특성의 변질과 TSG 센서의 보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새로 건조된 이사부호의 TSG 운용에서도 여전히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
어 TSG 관측 자료는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이사부호에 장착된 TSG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TSG 시스템으로 관측된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의 품질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이사부호 TSG 관측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TSG 시스템의 구조를 개선하고, TSG 관측 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운용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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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1. 국외 현황
전지구적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을 관측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SAMOS (Shipboard Automated 
Meteorological and Oceanographic System)나 GOSUD (Global Ocean Surface 
Underway Data) 등이 있다. 그리고 AOML (Atlantic Oceanographic & 
Meteorological Laboratory), PMEL (Pacific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 
JAMSTEC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등의 기
관에서는 꾸준히 TSG 자료를 수집해 왔다(그림 2.1).

그림 2.1. 2000-2010년 기간 동안 관측된 TSG 자료 분포(Smith et al., 2019)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국립 환경 정보 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NCEI)는 전지구 TSG 데이터베이스(NCEI-TSG)를 구
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TSG로 관측된 자료이다. 이 TSG 자료는 여러 자료 센터의 자료가 통합된 자료로 
NCEI의 자료 뿐 만 아니라 COAPS (Center for Ocean-Atmospheric Prediction 
Studies)의 SAMOS TSG 자료, IFREMER(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Exploitation of the Sea)의 GOSUD TSG 자료, AOML의 TSG 자료 등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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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11 단계의 품질관리 절차로 처리되어 있다(그림 2.2).

그림 2.2. NOAA의 표준 품질관리 순서도

프랑스의 조사선들은 TSG 자료를 1999년 이후 계속 수집하면서 GOSUD 
프로그램에 공헌해 왔다.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TSG가 정기적으로 보정
되고 꾸준히 모니터링 된다. 조사선의 승조원에 의해 매일 해수 샘플이 채집되어 
나중에 실험실에서 분석된다. 자료 획득은 승조원과 검증 실험실에 의존하고 자료
센터는 실시간 자료를 수집하며, 지연모드 자료처리 팀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품질관리 되고 보정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한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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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프랑스 조사선의 TSG 관측 자료 지연 모드 처리 과정(Gaillard et al., 
2015)

2.2. 국내 현황
우리원의 모든 조사선(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 1호, 장목 2호)

에는 TSG가 장착되어 있다. 비록 운항 중 TSG가 운용되긴 하지만 TSG로 획득한 
자료의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다.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원에서 ‘연구선 상시 관측 자료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연구책임자 최현
우)이 수행되었다. 위 사업은 실시간 관측 자료 수집, 품질관리의 자동화, 배포 체
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임무 분장 등 제도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품질관리 자동화를 통해 1차 처리된 자료는 좋은 품질의 자료라고 하기
엔 부족하다. 1차 처리된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료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지연모드 품질관리는 아직 미진하여 자료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소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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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이사부호 TSG 시스템 개선

TSG 시스템은 해수가 흘러서 통과하며 측정되는 시스템(flow-through)이
라서 배관 구조, 배관을 흐르는 해수의 흐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16
년에 건조된 이사부호는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을 측정하는 별도의 TSG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Wet Lab에 설치된 pCO2 시스템의 일부로 구성된 Idronaut 수온/염
분 센서로 표층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였다(그림 3.1.1). 

그림 3.1.1. Underway pCO2 시스템(상)과 장착된 Idronaut 센서(하)

이사부호의 해수유입구부터 Wet Lab까지 해수가 이동하는 배관은 그 구조
가 매우 복잡하고 길이도 길다. 이사부호의 Web Lab 선박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Wet Lab과 선박의 하단에 있는 해수 유입구의 배관 길이는 약 100 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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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관 구조도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해수의 이동이 원활할 것
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그림 3.1.2). 

그림 3.1.2. 이사부호 pCO2 계통도

2016년에 행해진 시험 운항에서 획득된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값은 실제 
해양 값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길고 원활하지 않은 해수 이동 때문에 배관 내
에서 수온과 염분의 변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초기에는 수온은 2℃, 염분은 0.2 
이상의 차이가 났다. 또한 항구에 정박된 상태에서도 계속 pCO2 시스템을 가동하여 
센서의 오염도가 매우 심각했다(그림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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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이사부호 pCO2 배관의 오염상태

따라서 pCO2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TSG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었고 
해수 유입구와 가까운 선박 하단에 TSG 시스템이 설치되었다(그림 3.1.4). 설치된 
TSG는 SBE45 Micro TSG이며 기포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서 기포를 제거하기 위
한 디버블러(debubbler)를 설치하여 디버블러를 통과한 해수가 TSG로 유입되도록 
구성되었다(그림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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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초기 설치된 TSG 시스템

그림 3.1.5. 초기 TSG 시스템 배관 

2017년 5월 시험 항해에서 초기 설치된 TSG 시스템으로 측정된 수온을 비
교하였다. 에서 TSG 내부의 수온(이후 JT(Jacket Temperature))은 유입구에 가까
운 쪽에 설치된 수온센서(SBE38)로 측정된 수온(이후 TSG 수온)보다 3℃ 이상 
높은 비정상적인 값이었다. 배관 구조 등의 영향으로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배관 내에서 해수의 수온의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어 시험 항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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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호가 정박한 상태에서 TSG 시스템을 테스트하였다.
SBE45를 통과하는 해수의 권장 유량은 0.6-1.8 l/min이다. 설치되어 있는 

대형펌프의 용량이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펌프를 통과하며 폄프의 온도의 영향
으로 수온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디버블러의 효과를 테스트하였다. 
설치되어 있던 디버블러는 권장 유입 유량이 9-12 l/min인 기기이다. 권장 유량이 
훨씬 적은 SBE45에 맞게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디버블러의 유출구 두 개 중 기포
와 함께 배출되는 해수의 유출구의 밸브와 TSG로 흐르는 유출구의 밸브를 조절한 
상태였다. 그러나 밸브의 조절만으로는 TSG로 적절하고 원활하게 해수가 흐르지 
않았다. 결국 디버블러에서 TSG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이 매우 작아 수온이 상승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층 수온으로 JT를 사용하지 않고 유입구 부근의 TSG 수온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수온 상승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TSG 내부로 해수가 원
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염분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TSG를 통과하는 해수의 흐름
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형펌프로 빨아들이는 배관에서 분기된 배관에 TSG
의 권장 유량과 비슷한 용량의 소형펌프를 설치하여 TSG로 공급되는 해수의 유량
을 작게 하였고 TSG에서 배출되는 해수는 별도의 배수통에 자연 배수되도록 하였
다(그림 3.1.6).

  TSG에서 자연스럽게 배수된 해수가 배수통에서 일정 수위가 되면 대형
펌프로 배수되어 배수통이 넘치지 않도록 하였다(그림 3.1.7). 그 결과 TSG 수온
과 JT의 차이는 줄었지만 여전히 수온이 약 0.3℃ 정도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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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초기 TSG 시스템 배관 구조 

그림 3.1.7. 초기 TSG 시스템 배관 변경 과정 

TSG의 측정치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TSG를 순환하는 해수의 유량을 권장 
유량으로 해야 한다. 권장 유량과 비슷한 용량의 소형펌프를 이용하여 TSG로 해수
를 공급하도록 배관을 변경하였으나 디버블러의 용량이 과다하여 TSG로 해수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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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기 전에 디버블러를 통과함으로써 유량이 일정하고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할 수
도 있다. 유량계를 이용한 유량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된 2017년 7월 인
도양 항해 조사에서 TSG로 측정된 표층염분의 시계열에서 염분이 비정상적으로 낮
게 측정되는 이상치(spike)가 보인다(그림 3.1.8). 이러한 이상치는 전도도 셀을 통
과하는 해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림 3.1.8. 2017년 7월 인도양 항해 조사시 관측된 표층염분

소형펌프와 디버블러의 용량 차이로 인해 소형펌프로 기존의 디버블러에 해
수를 공급하는 경우 디버블러의 기포가 빠지는 유출구로 해수가 유출되지 않아 디
버블러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오히려 과도한 용량의 디버블러로 인해 TSG로 적절
하게 해수가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디버블러를 TSG 앞에 설치
할 필요가 없어 그림 3.1.9과 같은 배관구조로 변경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3.1.9. 2017년 하계에 제안한 TSG 시스템 배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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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2017년 9월초에 설치된 배관 구조는 
배수통을 제거하고 유량계 다음에 바로 대형펌프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다(그림 
3.1.10). 이런 구조에서는 소형펌프의 용량만큼 TSG로 유입된 해수가 TSG에서 배
수통으로 자연 배수되지 않아 대형펌프에 의해 유출구 쪽에 음압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그림 3.1.10. 2017년 제안한 TSG 시스템 배관 구조

이런 배관구조로 관측을 수행한 2017년 9월 북태평양 항해 조사에서 TSG
로 측정된 표층염분의 시계열에는 7월에 보이던 낮은 이상치가 보이지 않는다(그림 
3.1.11). 따라서 TSG 시스템의 부적절한 해수 순환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염분 측
정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11. 2017년 9월 북서태평양 항해 조사시 관측된 표층염분

적정 유량 공급을 위한 용량의 펌프가 설치되었지만 TSG로 유입되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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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량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확한 유량을 알 수 있도록 유량계의 추가가 
요구되었다. 2017년 10월에 TSG의 유출구에 유량계를 추가하여 TSG를 통과하는 
해수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TSG 앞에 위치한 소형펌프는 어떤 이유에
서인지 중형펌프로 교체되어 결과적으로는 대형펌프와 연결된 밸브의 조절로 유량
을 조절하게 되었다. 결국 TSG의 앞에 위치한 펌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
어 가동되지 않았다. 이 당시의 배관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림 3.1.12와 같
다. 

그림 3.1.12. 2017년 10월 항해시 TSG 시스템 배관 구조

이 경우 아무리 밸브를 조절하여 유량을 조절한다고 해도 과도한 대형펌프
의 용량에 의해 TSG의 유출구 쪽에 음압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소형펌프가 담
당한 해수 공급을 대형펌프가 담당함으로써 일정한 유량의 해수가 꾸준하게 공급되
지 않고 펄스 형태의 해수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 2017년 10월 태평양 항해 조사
에서 TSG로 측정된 표층염분(그림 3.1.13)에서 보이는 이상치(spike)로 해수 순환
이 적절하지 못했음 추정된다.

2017년 모든 항해 조사를 끝내고 수행되는 상가 수리에서 TSG의 배관 구
조를 변경하였다. 취수구와 TSG 시스템의 거리와 복잡한 배관 구조를 개선하기 위
해 TSG 시스템을 취수구에 인접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그림 3.1.14).  TSG의 권장 
유량에 근사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소형펌프와 유량계를 설치하였으며 배수통으로 
배수된 후 대형펌프로 배수통의 해수가 와 함께 별도의 펌프를 추가 설치하여 TSG 
센서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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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2017년 10월 북서태평양 항해 조사시 관측된 표층염분

그림 3.1.14. 2018년 상반기에 변경된 이사부호 TSG 시스템 구조 

 즉 2017년 하계에 제안한 배관구조(그림 3.1.9)와 유사한 배관구조에 유
량계가 추가된 구조로 변경되었다(그림 3.1.15). TSG와 연결된 모든 배관은 단열
처리하여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해면 아래 4m 수심에서 유입된 
해수가 수온센서를 지나 소형펌프를 통해 TSG로 유입되고 배수통으로 자연 배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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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이다. TSG의 유출구 쪽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어 TSG 통과 유량을 파악
할 수 있다.

그림 3.1.15. 2018년 상반기 변경된 TSG 시스템 배관 구조

 구조 변경 이후 수행된 2018년 4월 인도양 항해 조사에서 TSG로 측정된 
표층염분은 비교적 안정적인 값을 보였다(그림 3.1.16). 하지만 배관이 꺾인 형태
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고 TSG 이후 불필요한 배관(그림 3.1.15의 황색 배관)과 보
조 수온센서는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은 구조로 판단된다. 더 개선된 배관구조로 그
림 3.1.17과 같은 배관 구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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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2018년 4월 인도양 항해 조사시 관측된 표층염분   

그림 3.1.17. TSG 시스템 배관 구조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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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사부호 TSG 자료의 지연모드 품질관리

2.1. 지연모드 품질관리의 기준 및 절차
TSG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SBE45의 수온과 전도도의 정확도는 ±0.002℃

과 ±0.0003 S/m로 산출되는 염분의 정확도는 약 ±0.005이다. 또한 유입구쪽에 설
치된 수온센서(SBE38)의 정확도는 ±0.001℃이다. 선박에 장착되어 상시 운용되는 
TSG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센서를 검정하기가 쉽지 않아 센서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가 어렵다. 

수온센서로 측정된 값과 비교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온을 획득하면 좋겠지만 
취수구 부근의 수온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CTD 관측을 수행
하는 경우 CTD 자료와 비교를 할 수 있지만 혼합층이 잘 발달하지 않아 수심에 따
라 수온이 변하는 구조에서는 CTD 관측 프로파일에서 정확하게 어떤 수심의 수온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다행히 수온센서 SBE38의 안정도는 1년에 
0.002℃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수온센서로 측정된 수온은 
측정값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그림 3.2.1 참조).

그림 3.2.1. TSG 수온과 실험실에서 측정한 수온의 차이의 예(Gaillard et al., 
2015). 센서 drift가 0.002℃/yr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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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의 경우 해수를 채수하여 염분계(salinometer)로 측정하거나 TSG보다 
정확도가 높은 CTD로 획득된 표층 부근의 염분을 이용하여 TSG로 측정한 염분을 
품질관리 할 수 있다. 매일 TSG 시스템에서 해수를 채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겠으나 현재 해수 채수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기적인 점검과 
검교정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품질관리가 유지되고 있는 장비인 CTD로 측정한 염
분과의 비교를 통해 TSG 염분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다만, 
CTD 관측은 배가 정선하여 수행되는 만큼 이동 항해 시기에는 자료가 없다. 즉, 
CTD는 운항시 상시 운영되는(underway) 장비가 아니므로 정선 관측에서 획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정확한 염분 측정은 전도도 셀의 오염으로 인해 일어난다. 항
구 근처의 오염된 해수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이나 생물 부착 등이 발생하면 전도도 
센서가 측정하는 전도도가 정확하지 않아 산출된 염분도 정확하지 않게 된다. 전도
도 셀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센서의 drift가 심하지 않아 
염분계로 측정한 염분이나 CTD 등으로 측정한 염분을 이용하여 후보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별개로 측정된 측정값과 차이가 크면 이는 전도도 셀이 비정상적임을 의
미하므로 측정된 값을 신뢰할 수 없다.

후보정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비정상적인 값을 보이는 자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flag)되어야 한다. 현재 이사부호의 TSG 관리 수준을 감안하여 표 
3.2.1과 같은 판정기준을 제시한다.

Flag 판정 염분 차이 비고

0 Not declared - 비교자료 부재

1 Normal < 0.1

2 Abnormal > 0.1

표 3.2.1. 각 항차별 지연모드 자료품질 판정기준 

한편. 이렇게 획득된 지연모드 자료의 품질관리 결과는 표 3.2.2의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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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제안한다. 

표 3.2.2. TSG 지연모드 품질관리 결과 보고 양식

TSG 관측 이력을 제시하고, 비교 자료가 CTD 자료인 경우 수온과 염분의 
편차를 제시하고 염분계를 이용한 염분 측정인 경우 염분 편차를 제시한다. 이 편
차의 크기에 따라 TSG 자료가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품질 관
리의 판정기준은 표 3.2.1에 제시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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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SG 자료의 이상 원인 분석
이사부호 TSG 시스템으로 측정되는 자료의 이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크

게 TSG 시스템의 배관구조, 해수 유입, 센서 오염 등을 들 수 있다. 배관구조 문제
는 제3장 1절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해수 순환과 센서 오염 문제를 다루겠다.

TSG 시스템의 측정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해수 순환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사부호에 설치된 TSG 시스템에서 기포를 제거하는 디버블러의 역할은 미미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높은 파도와 나쁜 해상 상태와 연관되어 전도도 셀에 
기포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전도도 측정치에서 급격한 감소와 과소 평가 등 
신뢰할 수 없는 값이 나타난다(Aulicino et al., 2018). 해상 상태가 나빠 표층 해수
에 기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나 파도가 높을 때 선박이 이동함으로써 선박
의 상하 움직임에 의해 취수구가 해표면 가까이 위치하는 상황에서는 취수구로 유
입되는 해수에 기포가 포함될 수도 있다.

 해수의 통과로 물성을 측정하는 TSG 시스템이 특성상 선박의 이동과 정
지에 따른 해수의 순환 차이로 인한 절대값이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기포의 유입이나 해수의 순환이 달라져서 이상값이 나타나는 현상이 선박
의 이동과 정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018년 9월 조사 항해 기간에 염분 이상값
이 나타난 시기는 9월 5일과 15일경이었다(그림 3.2.2). 9월 5일경은 조밀한 정점 
간격으로 선박의 이동과 정지가 빈번했던 시기였는데 이상값이 나타난 때는 이동하
는 시기였다. 배의 이동 속도가 9노트 이하로 빠른 편은 아니었으나 바람이 강한 
시기였으며 pitch가 큰 시기였다(그림 3.2.3). 한편 9월 15일경에는 바람이 약한 시
기였고 배의 이동 속도는 9노트 이하였으나 pitch가 큰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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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2018년 9월 조사 항해시 선박의 이동속도(적색: 정지, 청색: 10노트 이
상 이동)와 TSG 시스템으로 측정된 표층염분

이상에서 염분의 이상값은 선박의 정지 중에 발생하지 않고 주로 이동 중에 
발생하며 이동 속도가 크지 않아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해상 상태와 선박의 
이동에 따라 pitch가 큰 경우에 이상값이 발생한다. 전도도셀에 존재하는 기포의 효
과는 대개 수분동안 지속된다(Aulicino et al., 2018). 단발성인 경우가 아니라 
2018년 9월 15일경의 상황처럼 선박이 이동함에 따라 계속 전도도 셀에 기포가 유
입되는 경우에는 이상값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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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2018년 9월 조사 항해시 풍속, 기압, 선박의 Roll, Pitch

해수의 통과하며 측정되는 상시 관측 장비인 TSG는 센서 오염이 다른 장
비들보다 클 수 있다. 정기적인 센서 검보정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센서를 세척
해 줌으로써 센서의 오염을 최소화 하는 것이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
다. 장비이력을 보면, 2018년 4월에 사용된 장비는 검보정을 거친 모듈이 장착되었
다. 4월 이후 9월까지 TSG를 세척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2.4는 2018년 9월 관측 이후 TSG의 내부 센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장비 
내벽은 물론 수온 센서와 전기전도도 센서가 생물오염과 슬러지, 기름때 등으로 인
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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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TSG 내부 내벽과 센서 모습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TSG로 측정된 표층염분과 CTD로 측정된 염분을 
비교하면(그림 3.2.5), 4월에는 그 차이가 평균 0.1 이하였으나, 8월에는 약 0.3 정
도였고 9월에는 약 0.5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커졌다. 4월에 측정된 염분 
편차는 거의 일정함에 비해 8월과 9월에는 염분 편차가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벤트성으로 나타나는 편차의 변화 양상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증가하
는 양상은 센서의 오염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양상일 가능성이 높다. TSG 설치 후 
세척하지 않아 오염되어 약 6개월이 지난 후 측정된 전도도를 CTD의 전도도와 비
교하였을 때 0.05 S/m이상 차이가 났다. TSG를 세척한 후에  CTD의 전도도와 비
교하니 차이가 0.005 S/m 이하로 줄었다. 기존 연구선에 장착된 TSG의 경우, 검보
정은 대략 1년에서 1년 반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
면 TSG의 전도도 셀의 오염은 검보정 주기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발생한다.

TSG의 전도도 셀에 기포가 존재하면 염분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 이상여
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여 flag를 달 수 있
다. 그러나 센서가 오염된 경우는 절대값의 편차가 생김에 반해 염분의 급격한 감
소와 같이 뚜렷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센서가 오염된 경우에는 시계열에서 
뚜렷하게 이상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CTD 관측 등 비교 자료가 없으면 자료의 품
질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센서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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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2018년 4월(상), 8월(중), 9월(하)에 TSG와 CTD로 측정된 염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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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연모드 자료관리 포맷 지정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TSG의 자료 포맷은 표 3.2.3과 같이 시간

(UTC)과 위·경도, 수온센서(SBE38 (T1, T2)), TSG (SBE45)의 JT (T3), 전기
전도도, 염분, 그리고 각 수온 센서의 차인 T3-T2, T3-T1, T2-T1 값이 제시되
어 있다. 그러나 이 포맷에서는 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TSG 시스템의 수온은 SBE38로 측정된 수
온이지 TSG의 JT가 아니기 때문에 수온 센서의 차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제외시켜
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표 3.2.4에 제시된 것처럼 지연모드 TSG 자료의 포맷을 새롭게 
제안한다. 새로운 포맷에서는 시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UTC와 Local 
time을 모두 기록하고, 위·경도, TSG 수온(SBE38로 측정된 수온), 염분을 제시하
고, Error Flag을 포함시켜 자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rror floag는 
표 3.2.1에 제안한 각 항차별 지연모드 자료품질 판정 기준에 따른다. 

날짜 시간 위도 경도 T1 T2 T3 Cond. Sali. T3-T2 T3-T1 T2-T1
201704

29 123451 3506.1
48824

12842.
53057

16.776
3

17.273
2

19.804
6

1.9270
6

12.874
6 2.5314 3.0283 0.4969

표 3.2.3.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사부호 TSG 자료의 포맷

날짜
(UTC)

시간
(UTC)

날짜
(Local)

시간
(Local) 위도 경도 TSG 수온 염분 Error Flag

20170101 101010 20170101 101910 3506.1488
24

12842.530
57 19.8046 12.8746 0

표 3.2.4. 지연모드 TSG 자료의 포맷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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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사부호 TSG 재처리 자료 생산
TSG 시스템을 취수구 근처로 이동하여 설치한 2018년에 관측된 TSG 자료

를 재처리하였다. 표층 해수를 채수하여 염분계로 측정하는 작업은 수행되지 않아 
비교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CTD 자료가 있는 항차의 자료만 재처리하였다.  

2018년 4월
그림 3.2.6은 TSG 원시 자료와 1차 품질관리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상값을 제거한 값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1차 품질관리 과정에서는 1분 범위의 
중간값을 취하는 median filter를 적용하여 적정 값을 찾고, 각 자료에 대해 시간에 
따른 편차를 계산한 후 편차가 큰 이상값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상값을 제
거한 TSG 자료와 같은 시기에 관측된 CTD 자료를 비교에서 두 자료는 상당히 유
사한 값을 보였다(그림 3.2.7). 

두 자료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측시간을 고려해 추출한 두 자료의 편
차를 분석하였다. TSG로 측정된 염분이 CTD로 측정된 값보다 평균 0.02 낮게 나
타났다(그림 3.2.7). 관측 기간 동안 이사부호의 이동 궤적에 따른 표층수온과 표층
염분은 그림 3.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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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2018년 4월 관측된 TSG 원시자료(적색)와 1차 품질관리로 이상값을 
제거한 자료(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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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TSG 자료와 CTD 자료 비교(상: 표층수온, 중: 표층염분, 하: 염분 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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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지연모드 TSG 자료의 항적에 따른 수온과 염분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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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8월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북서태평양에서 관측된 TSG 원시 자

료를 1차 품질관리하여 이상값을 제거하였다. 1차 품질관리 과정은 4월 관측 자료
에 적용한 과정과 같다. 즉, 1분 범위의 median filter와 각 자료의 편차를 적용하
여 각 성분에 대한 이상값을 제거하였다. 이상값을 제거한 TSG 자료와 같은 시기
에 관측된 CTD 자료를 그림 3.2.9에 나타냈다.

그림 3.2.9. 2018년 7월-8월에 관측된 TSG 자료와(1차 품질관리로 이상값 제거) 
CTD 자료 비교(상: 표층수온, 중: 표층염분, 하: 염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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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는 4월에 관측된 결과와 다르게 TSG 자료와 CTD 자료 간 차이
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두 자료의 수온은 거의 일치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염
분은 편차가 커 TSG로 측정된 염분이 CTD로 측정된 염분보다 평균 0.3 정도 낮
다. 또, 이 편차는 시기가 경과할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기술된 바
와 같이 이 편차는 센서가 세척되지 않아 오염되어 발생한 편차이다. TSG는 매 항
차를 시작할 때 세척되어야 하나 7월-8월 항차에서는 세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표 
3.2.1과 같은 항차별 지연모드 자료품질 판정기준에 따르면 염분의 오차가 0.1 이
상이므로 비정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시간에 따른 편차를 1차 직선으로 
회귀하여 표층염분을 보정하였다(그림 3.2.10). CTD 관측 자료를 이용한 표층염분
을 보정하여 구한 관측 기간 동안 이사부호의 이동 궤적에 따른 표층수온과 표층염
분은 그림 3.2.11과 같다.

 그림 3.2.10 CTD 자료를 이용한 TSG 염분 보정(흑색선:보정 전, 녹색선:보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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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2018년 7월-8월 관측된 표층수온과 표층염분 공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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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9월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북서태평양에서 관측된 TSG 원시 자

료와 1차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상값을 제거한 값을 그림 3.2.12에 나타냈다. 이전 
관측자료에 적용했던 1차 품질관리 과정과 같이 median filter와 각 자료의 편차를 
적용하여 각 성분에 대한 이상값을 제거하였다. 

그림 3.2.12. 2018년 8월-9월 관측된 TSG 원시자료(적색)와 1차 품질관리로 이
상값을 제거한 자료(청색)

이상값을 제거한 TSG 자료와 같은 시기에 관측된 CTD 자료는 그림 
3.2.13과 같다. 이 시기에는 8월보다 TSG 자료와 CTD 자료 간에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TSG의 염분이 CTD의 염분보다 평균 0.5 정도 낮은 값을 보이며, 시간
에 따라 편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8월 항차처럼 세척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오차로 역시 비정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편차가 
1차 직선으로 잘 회귀하므로 1차 회귀직선을 구하여 표층염분을 보정하였다(그림 
3.2.14). 관측 기간 동안 이사부호의 이동 궤적에 따른 표층수온과 표층염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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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2.15과 같다.

그림 3.2.13. 2018년 8월-9월에 관측된 TSG 자료와 CTD 자료 비교(상: 표층수
온, 중: 표층염분, 하: 염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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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4 CTD 자료를 이용한 TSG 염분 보정(흑색선:보정 전, 녹색선:보정 후)

그림 3.2.15. 2018년 8월-9월 관측된 표층수온과 표층염분 공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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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12월
2018년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저위도 북서태평양에서 관측된 TSG 

원시 자료와 1차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상값을 제거한 값을 그림 3.2.16에 나타냈
다. 표층수온 자료에서는 이상값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표층염분 자료에서는 이상값
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이전 염분 자료에 적용했던 과정과 같이 1차 품질관리 
과정에서 median filter와 각 자료의 편차를 적용하여 각 성분에 대한 이상값을 제
거하였다. 

그림 3.2.16. 2018년 11월-12월 관측된 TSG 원시자료(적색)와 1차 품질관리로 
이상값을 제거한 자료(청색)

1차 품질관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11월 19일 경과 24-25일 경에 
이상값이 존재한다. 이 시기에는 선박의 pitch가 컸던 시기로 이상값의 원인은 취수
구로 기포가 포함된 해수의 유입으로 판단된다. TSG 자료와 같은 시기에 관측된 
CTD 자료는 그림 3.2.17과 같다. 조사 항해 전에 TSG를 세척하여 7-9월에 보이
던 TSG 염분과 CTD 염분의 차이가 큰 형태나 시간에 따라 그 차이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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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TSG로 측정된 염분은 CTD로 측정된 염분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0.1보다 작다. 관측 기간 동안 이사부호의 이동 궤적에 따른 표층수온과 표
층염분은 그림 3.2.18과 같다.

그림 3.2.17. 2018년 11월-12월에 관측된 TSG 자료와 CTD 자료 비교(상: 표층
수온, 중: 표층염분, 하: 염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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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2018년 11월-12월 관측된 표층수온과 표층염분 공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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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온누리호 TSG 자료의 품질관리
온누리호 TSG는 SBE21로 main deck 출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고 수온센서

는 선박 하부 취수구 쪽에 설치되어 있다. 기존 온누리호의 TSG에는 청수 급수 배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유량계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그림 3.3.1). SBE21의 
권장 유량(60 l/min)에 해당하는 유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TSG 내부
의 액체를 완전히 배수시키지 않고 있었다. TSG 내부에 해수가 계속 차 있으면 센
서의 오염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자료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누리
호에서 생산된 기존 TSG 자료는 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TSG 시스템의 개선과 기기 운영 방안이 관리가 요구되었다.

그림 3.3.1. 기존 온누리호 TSG 모습

TSG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제안하였으면 배관의 
오염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배관을 사용하기를 제안하였다. 그림 
3.3.2는 2019년 개선된 온누리호 TSG 시스템이다. 간단하게 표현한 계통도(그림 
3.3.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른 밸브는 잠근 상태에서 해수관의 밸브(Si와 So)를 
열어 염분을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배수 밸브(d)를 열어 배수가 가능하다. 유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배수관에 설치하였으며, 기포의 영향을 줄이기 위
한 디버블러가 설치되어 있다. 환경에 따라 해수가 디버블러를 통과한 후 TSG로 
유입되거나 디버블러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유입되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밸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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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았다.

그림 3.3.2. 2019년 현재 온누리호 TSG 시스템

그림 3.3.3. 2019년 현재 온누리호 TSG 시스템 계통도

온누리호 TSG 자료는 통합 저장 프로그램인 TSM 시스템 (Temperature 
Salinity Merging system) 에서 관리되고 있다(그림 3.3.4). 현재 온누리호에는 기
존 TSG SBE21 이외에 pCO2 시스템과 연결된 SBE45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TSM 시스템에서는 SBE21과 SBE45의 자료 모두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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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TSG data 통합 저장 프로그램(좌측그래프[수온/ SBE21-파란색, 
SBE38-초록색, SBE45-붉은색], 우측그래프[염분/ SBE21-초록색, 
SBE45-붉은색)

TSG로 측정한 염분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교 자료가 필요하다. 
외국의 조사선에서는 매일 해수를 채수, 염분계를 이용한 염분 측정을 통해 TSG의 
염분을 보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제까지 온누리호에서는 해수를 채수하여 
TSG의 염분을 보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TSG를 통과한 해수를 채수하기 쉽도
록 TSG의 유출구 쪽의 배관에서 분기된 채수용 배관을 구성할 수 있으나 우리원의 
조사선 운영 여건상 꾸준하게 염분을 채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CTD로 
측정한 염분과의 비교를 통해 TSG의 염분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SBE21의 전도도 센서의 정확도는 ±0.001 S/m이고 수온 센서의 정확도는 
±0.01℃이므로 수온과 전도도로 산출되는 염분의 정확도는 ±0.02 정도 된다. 그러
나 온누리호의 TSG 관리 수준을 감안하면 기기의 정확도와 같은 정도의 염분의 정
확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 3.3.1과 같은 판정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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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판정 염분 차이 비고

0 Not declared - 비교자료 부재

1 Normal < 0.1

2 Abnormal > 0.1

표 3.3.1. 각 항차별 지연모드 자료품질 판정기준 

기존 연구선에서 생산되는 TSG 자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자료들
을 분석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년간 관측된 온누리호의 통합데이터를 
제공받아 TSG 자료와 기상자료, 위치자료 등을 추출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직접 관
측을 통해 얻은 TSG 자료와 CTD 관측을 통해 얻은 해수 물성 자료를 비교하였으
며, 연구선 상시 관측자료 서비스 시스템인 KUMOS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TSG 자
료와 품질관리된 자료도 조사하였다.
(1) 통합데이터 자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온누리호에서 관측된 TSG 자료를 조사하였다. 연
도별 시계열 분포는 그림 3.3.5, 수온-염분 분포도는 그림 3.3.6과 같다. 이 자료들
에는 연구선이 정박 중, 정선 상태일 때와 운항 중일 때의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용하지 않은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해 가용한 TSG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분류하고 오류를 
찾아서 제거하는 재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TSG 장비가 상시관측 장비이지만, 일부 관측 시기에는 장비를 가동시키지 
않거나,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생성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품질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가용
한 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분석결과, 분석이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염
분의 경우 관측 자료의 범위가 20-35로 도저히 정상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염분의 급격한 하락인 이상값이 거의 모든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 44 -

그림 3.3.5. 2014년-2019년에 획득된 온누리호 TSG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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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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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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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2014년-2019년에 획득된 온누리호 TSG 자료의 T-S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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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은 그림 3.3.5에서 제시된 온누리호 자료 중 2018년 4월 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원시 자료와 기본적인 필터를 통한 처리 자료를 나타낸 것으로 필
터 과정만으로는 비정상적인 자료가 제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필터과정을 거쳐 
생산된 재처리 자료에서도(그림 3.3.8) 염분의 비정상적인 값은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면 표층염분에 대한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아예 사용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림 3.3.7. 2018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누리호에서 관측된 TSG 원시자
료와 필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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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그림 3.3.7의 필터된 자료에서 가능한 범위의 이상값을 제거한 자료

(2) KUMOS 데이터자료 
그림 3.3.9는 연구선 상시 관측자료 서비스 시스템인 KUMOS에서 내려 받

은 온누리호의 TSG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KUMOS에서는 온누리호에서 생성된 
2017년 이후 TSG 자료에 대해 1차 QC(비정상값, Bound, 연속값, Moving-IOQ), 
2차 QC(1차오류값 처리)를 거친 자료를 생성한 후 제공하고 있다. 그림에서 QC0
는 원시자료를, QC2는 2차 QC 과정까지 거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두 자료를 비
교해보면, 일부 비정상적인 값이 제거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앞서 통합데이터를 분
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QC과정을 거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값
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KUMOS 자료의 경우는 정밀한 filter 과정이나 편차 등을 이용한 분석은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스파이크 현상이나 비정상적으로 연속된 값 등을 제거하
기 위한 비정상값 제거 과정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만으로는 온누리호에서 



- 50 -

관측된 TSG의 자료가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재처리되지 않는다. 또한, TSG 자료
만으로는 정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TSG 자
료를 검증해야 한다.

그림 3.3.9. KUMOS에서 내려받은 원시자료(QC0)와 2차 QC자료(QC2)

(3) 현장관측자료  
온누리호에서 관측된 TSG 자료와 CTD 물성 자료를 함께 비교해 보았다. 

그림 3.3.10은 2016년 동중국해에서 온누리호를 이용해서 관측한 TSG 자료와 같
은 시기에 관측된 CTD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TSG의 염분 자료에서 기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낮은 염분을 제외하면 CTD 자료와 TSG 자료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비정상적인 값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필터를 
적용하면 일부 이상값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림 3.3.11과 같이 이상값을 완전히 제
거하기는 어려우며, 필터를 반복할수록 smoothing 효과가 커져서 실제 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핕터 과정을 거친 자료와 CTD의 염분 차가 평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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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앞서 제시한 판정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그림 3.3.12).

그림 3.3.10. 2016년 8월 온누리호에서 관측된 TSG와 CTD 자료의 수온(상)과 염
분(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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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median filter를 적용하여 수온(상)과 염분(하)의 이상값 제거

그림 3.3.12. TSG로 측정된 염분과 CTD로 측정된 표층염분 차이

2019년 TSG 시스템을 개선하기 전까지 온누리호의 TSG 시스템은 기기 관
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전 관측 자료 재처리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기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자료는 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용가능한 자
료로 만들 수 없다. 온누리호에 장착된 TSG로 측정된 자료는 아무리 이상값을 제
거하는 재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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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호에 장착된 TSG 자료를 재처리하여 사용 가능한지도 조사하였다. 
그림 3.3.13은 2016년 이어도호로 관측된 TSG 자료와 CTD 자료를 비교한 예로 
그림에서 보이듯 이어도호의 TSG로 측정된 자료는 재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용 
가능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이어도호의 TSG 역시 온누리호의 TSG처럼 기기 관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결국 기존에 온누리호와 이어도
호의 TSG로 측정된 자료는 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므로 사용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3.3.13. 2016년 8월 이어도호에서 관측된 TSG 원시자료와 필터된 TSG, 
CTD 자료의 분포

2019년에 온누리호 TSG 시스템이 개선된 후 TSG 자료의 품질이 향상되었
다. 2019년 4월 황해에서 TSG로 측정된 원시 자료와 5분 범위의 중간값을 취하는 
median filter를 한 자료를 그림 3.3.14에 나타내었다. 이상값을 제거한 TSG 자료
를 CTD 자료의 비교에서 TSG 자료와 CTD 자료의 염분 차이는 평균 0.08로 양호
하였다(그림 3.3.15). 비록 시스템 개선으로 TSG 자료의 품질이 좋아졌으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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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이전 자료처럼 사용할 수 없는 자료가 생산될 수 있
다. 

그림 3.3.14. 2019년 4월 관측된 TSG 원시자료(적색)과 1차 품질관리로 이상값을 
제거한 자료(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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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TSG 자료와 CTD 자료 비교(상: 표층수온, 중: 표층염분, 하: 염분 차
이)

온누리호와 이어도호 모두 현재까지 TSG 자료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수집
된 자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TSG 자료에 대한 D/B를 구성하고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연구선 모두 TSG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
리가 필요하다. 향후라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기 
관리와 운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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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TSG 기기 관리 방안
이사부호 TSG 시스템

이사부호 TSG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이 이루어지던 2017년에 TSG 시스
템으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의 이상 원인으로 부적절한 배관 구조와 
장비 배치로 인해 TSG 시스템을 흐르는 해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 TSG에 
비해 과도한 용량의 디버블러나 펌프를 사용함으로써 TSG로 해수가 잘 유입되지 
못하거나 과도한 음압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18년 TSG 
시스템을 취수구 부근으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TSG 시스템으
로 측정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기 관리와 운영 방안이 요
구된다. 관측 항해 전 점검 지침, 항해 중 유량 확인과 자료 확인 지침, 항해 후 점
검 지침 등이 마련되면 TSG 자료의 이상 원인에 대한 대응조치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부호 TSG와 CTD 자료를 비교한 결과, 장비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 
센서의 drift가 발생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3.2.4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TSG 시스
템 설치 후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비의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심각한 오
염이 확인되었다. 장비 내벽은 물론 수온 센서와 전기전도도 센서에 biofouling과 
슬러지, 기름때 등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때 TSG로 측정된 염분은 
CTD의 염분과 약 0.5 정도의 편차를 보였다. 

TSG를 분해한 후 청수를 이용하여 TSG 내부와 전도도 센서 셀을 세척한 
후 TSG로 염분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비교를 위해 CTD로 측정한 염분과 여전히 
차이가 나서 세척 이후와 이전의 변화가 없었다. 청수 세척 후 내부의 오염물질은 
대부분 제거가 되었지만, 전도도 센서의 셀에 부착된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표백제 희석액을 만들어 2차 세척을 진행하였다. 

Seabird사의 전도도 셀 세척 매뉴얼(Application Note 2D)에 따르면 표백
제를 희석하여 500-1000 ppm의 농도를 가진 희석액으로 전도도 셀을 세척하도록 
권고된다. 이용 가능한 표백제 상품으로 미국의 Clorox가 추천되는데 한국에서는 
유한락스가 Clorox와 동일한 성분을 갖고 있다. 유한락스가 50000 ppm이므로 50
배를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4.1은 표백제 희석액을 이용해서 TSG를 세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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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과 세척 후 TSG 내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TSG 바닥판을 분리한 후, 그
림에서처럼 TSG의 유출구에 호스를 연결해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전기전도도 셀에 
무리가 가지 않게 펌핑을 하면서 셀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세척하였다. 

그림 3.4.1. 표백제 희석액을 이용한 세척 작업(좌)과 세척 후 전기전도도 센서부
(우) 

표백제 희석액을 이용하여 세척한 이후에 TSG의 상태는 매우 호전되었다. 
CTD와 염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청수만 이용해서 세척했을 경우는 그 차이가 약 
0.5였지만, 희석액을 이용해서 세척을 한 후에는 그 차이가 약 0.01로 작아졌다(그
림 3.4.2). 

TSG 점검 결과, TSG를 세척하여 사용만 하여도 센서의 보존 상태와 자료
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교정
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올바른 세척만으로도 센서의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자료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TSG 세척은 TSG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에는 TSG 관측 후 장비를 세척하거나 
장비 내부에 고여 있는 해수를 제거하는 등의 오염을 줄이는 과정을 거친 적이 없
었다. 따라서 TSG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TSG의 센서부가 늘 해수에 잠겨 있는 상
태라서 내부에 남아있는 해수에 의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측 종료
후에는 TSG와 전도도 셀을 세척한 후 내부의 물을 완전히 배수하여 건조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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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키는 것이 센서의 오염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림 3.4.2. 표백제 희석액을 이용한 세척 후 TSG와 CTD의 염분 비교

TSG 점검 결과, TSG를 세척하여 사용만 하여도 센서의 보존 상태와 자료
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교정
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올바른 세척만으로도 센서의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자료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TSG 세척은 TSG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에는 TSG 관측 후 장비를 세척하거나 
장비 내부에 고여 있는 해수를 제거하는 등의 오염을 줄이는 과정을 거친 적이 없
었다. 따라서 TSG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TSG의 센서부가 늘 해수에 잠겨 있는 상
태라서 내부에 남아있는 해수에 의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측 종료
후에는 TSG와 전도도 셀을 세척한 후 내부의 물을 완전히 배수하여 건조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센서의 오염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림 3.2.4에서 보이는 TSG는 6개월 이상 점검을 거치지 않은 장비로, 그 
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수 세척만으로는 센서에 부착된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 만약, TSG 시스템이 일정기간 점검 과정을 거쳤거나 
TSG의 염분이 별도로 측정된 염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청
수로 세척하고 건조하는 것만으로도 TSG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SG의 염분의 편차가 큰 경우는 오염이 심각한 상태일 것으로 의심되므로 
TSG를 분해하여 표백제 같은 약품을 이용한 세척을 권장한다.

그림 3.4.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SG 세척은 TSG의 바닥판을 분리한 후 
진행되었다. 표백제 희석액으로 세척할 때 주사기를 이용하여 펌핑하면서 약 2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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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액을 전도도 셀로 흘려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힘들고 불편하였으며 세척과
정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TSG 센서부 세척이 용이하도록 그림 3.4.3과 같이 
SBE45 전용 세척기를 제작하였다. TSG 세척기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세척기 하부 튜브관에 수중펌프를 연결한다.
2. 수중펌프가 연결된 세척통에 따뜻한 물(약 40℃) 2 l를 넣고 표백제 40 ml를 

추가하여 1000 ppm의 희석액을 만든다.
3. 바닥판을 분리한 TSG를 세척기에 밀어 넣어서 TSG 유출구와 세척기의 상부 

튜브관을 연결한다. 
4. 수중펌프를 가동시킨다(주의: 수중펌프는 액체에 완전히 잠기 상태로 가동하여

야 한다)
5. 약 2분간 수중펌프를 가동하여 희석액이 TSG 내부를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6. 희석액을 버리고 세척통에 청수가 계속 넘쳐흐르도록 유지하면서 5분 이상 충

분히 TSG 내부를 청수로 씻어 낸다.

그림 3.4.3. 수중펌프를 이용한 SBE45 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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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기기 관리를 위한 세척기를 제작 사용하게 했음에도 여전히 실
제 관측 조사에서는 TSG 세척 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림 3.4.4는 2019년 4-5월, 
8-9월, 10월의 조사 항해에서 측정된 TSG의 염분과 CTD의 염분의 차이를 나타낸
다. 2019년 4월 조사 항해 전에 TSG 점검과 세척이 진행되었고, 10월 조사 항해 
전에 TSG가 새 모듈로 교체가 되었다. 

그림 3.4.4. 2019년 관측에서 나타난 TSG와 CTD의 염분 차이

4-5월 측정과 10월 측정은 오염이 안 된 장비로 이루어진 것이고, 8-9월 
측정은 4월부터 사용된 TSG를 세척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사용한 후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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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국, 4월과 10월에 비해 현저하기 염분 차이가 나는 것은 센서의 오염에 의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분 차이가 직선 형태로 변하는 
것은 센서의 오염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9년 9월 교체된 장비
를 살펴본 결과 TSG 내부와 센서부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었다(그림 3.4.5). 

그림 3.4.5. 2019년 9월 TSG 내부 모습

TSG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이사부호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TSG(그림 
3.1.13 참조)를 분리하여야 한다. 항해 전에 TSG를 세척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항해 중간에도 TSG를 세척해야 하는데 세척을 위해 장비를 분리하는 것은 번거
로운 일이다. 이는 TSG 장비 운영을 위해 세척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장비 관리가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앞서 불필요한 배관과 보조 수온센서를 제거
하고 단순한 배관구조(그림 3.1.16 참조)로 변경하기를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더
해 TSG 세척을 용이하게 TSG 시스템의 구조를 그림 3.4.6처럼 변경하기를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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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세척을 위한 TSG 시스템 배관 구조 개선안(하늘색: 해수 배관, 분홍색: 
청수 배관)

TSG 내부의 액체를 제거하려면 그림 3.4.7처럼 TSG 바닥판에 있는 너트
(drain plug)를 분리하여야 한다. 바닥판에 있는 너트의 나사 구경과 동일한 나사 
구경의 커넥터(hose barb)로 교체하고 밸브를 부착하면 TSG 내부의 액체를 배수
하기가 더 쉽다.

그림 3.4.7. TSG 바닥판 너트 분해 모습

현 TSG 시스템 구조에서 TSG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본체를 배관에서 분리
해 낸 후, 바닥판을 분해해서 세척기에 넣은 후 세척해야 한다. 별도의 급수관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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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을 설치하면 TSG를 분리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세척이 가능하다. TSG의 세척
은 TSG의 유출구쪽으로 청수를 주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림 3.4.6과 같이 TSG
의 유출구쪽에 급수관을 연결하고 TSG의 바닥의 drain plug에 배수관을 연결하면 
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수관에 청수통을 연결해 낙차에 의해 청수가 자
연스럽게 TSG를 통해 배수되도록 할 수 있다. 즉 소형펌프를 정지하고 해수가 이
동하는 배관의 밸브(Si와 So)를 잠근 후 청수관의 밸브(fi와 fo)를 열면 TSG 내부를 
청수로 세척할 수 있다. 또한 TSG 내부의 액체를 완전히 배수하여 건조할 수도 있
다. 

온누리호 TSG 시스템
SBE21로 구성되어 있는 온누리호 TSG 시스템의 주요 부분은 main deck에 

설치되어 있어 어떤 면에서는 이사부호 TSG 시스템보다 관리가 용이하다. SBE21
을 세척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센서 모듈을 분리하여 전도도 셀의 오염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매번 분리하여 검사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간단한 세척만 하더라도 SBE21로 측정한 표층염분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항해 종료 후 이제까지 관리했던 것처럼 SBE21 내부에 해수가 차 있는 상
태로 방치하지 않고 청수로 세척한 후 내부에 액체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 배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 TSG 시스템을 가동하여 염분을 측정하는 계통도는 그림 
3.3.3과 같지만 TSG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해수관의 유입구 밸브(Si)를 잠가야 한
다. 청수 유입구 밸브(fi)를 열어 청수를 공급하면 청수가 TSG 내부를 통과해 유출
구(So)로 배출된다(그림 3.4.8의 분홍색). 청수로 충분히 TSG 내부를 세척하고 배
수 밸브(d)를 열어 TSG 내부의 청수를 완전히 배수하여 건조한다. 그러나 측정값
을 조사하여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전도도 셀을 분리하여 표백제 희석액으로 
세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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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온누리호 TSG SBE21 청수 이동(분홍색)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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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TSG 자료 관리 및 운영 지침
5.1. 현 자료 관리 체계

TSG 자료 관리 체계는 개략 원시자료 획득 단계, GPS 자료와 통합 및 전
송 단계, 서버에 저장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TSG로 측정된 원시 자료는 이사
부호는 10초, 온누리호는 3초 단위로 TSG를 제어하는 PC에 저장된다. TGS 자료
는 pCO2 자료, GPS 자료 등과 통합되어 DMS 서버에 기록된다. DMS에서 통합 자
료는 1분 간격으로 생성, 저장되고 1일 단위로 기록된 통합 자료를 육상 서버로 전
송된다.  

한편 조사선에서 운항 중 수집되는 GPS, 기상 자료, TSG 자료는 10분 간
격으로 KUMOS 서버로 전송된다. KUMOS서버에는 1일 단위로 파일이 저장되나 
KUMOS 사이트에서 10분마다 자료를 가시화하기 위해 10분 단위로 지속적으로 덮
어쓰기 형태로 수신된다. 부산 본원의 KUMOS 서버에 수신된 자료는 최종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실시간 1차 품질관리 단계를 거쳐 D/B에 저장된다.  

현 체계에서 자료의 획득, 전송, 저장의 단계가 자동화되어 자료 자체의 수
집은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개별 연구자들의 
자료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체계로는 자료의 품
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거나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관측 자료에는 장비 자체의 여러 오류 또는 사용자의 조작 오류 등에 의하여 오류
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현장의 해양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오류가 포함될 가
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자동화된 1차 품질관리 과정으로는 이러한 오류들
을 충분히 제거하기 어려우며 자료 품질 특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품질관리된 자
료로 안내되어도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자료의 저장 방식에서 몇 가지 문제가 파악되었다. 온누리호의 경
우 관측은 3초 간격으로 이루어지지만 통합자료를 생성하여 최종적으로 서버에 저
장되는 자료는 1분 간격이다. 이 과정은 3초 간격 자료에서 매 20회 간격으로 자료
를 추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시 자료의 19/20은 사장되거나 소실된다. 남해연
구소의 KUMOS 서버와 본원의 KUMOS 서버에 자료를 각각 보관하는 것은 자료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지만 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형식과 내
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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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간격의 자료의 시간 정보가 초 단위에서 다른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자료 관리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원의 조사선 상시관측 장비와 관련한 규정으로 ‘업무분장 규정’과 ‘연구선 관측사 
운영 및 관측장비 관리지침’이 있다. 업무분장 규정에는 남해연구소-연구선 운영실
-연구선 관측팀의 임무로 ‘연구선 장착 관측장비의 운용’과 ‘연구선 장착 관측장비
의 유지 및 보수’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연구선 관측사 운영 및 관측장비 관리지
침(연구선운영실)’에는 제4조(관측사의 임무)에 승선 또는 비승선 시의 임무에 연
구선 관측장비를 관리, 정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과 생산을 위한 임무의 분장과 세부 내용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생산된 자료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업무분장 규정에 해양 빅데이
터 센터의 분장업무로 ‘상시해양관측자료 체계 구축 및 운영(KUMOS 등)’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규정에는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
한 의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료의 활용을 위한 사용 권한에 대한 근거가 전
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료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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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료 관리 개선 방안
앞에 기술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자료 

관리의 원칙을 설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자료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관리체계상에서 각 단계의 의무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필
요가 있다.  

자료 관리의 원칙
관측된 자료는 원시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별 자료가 일관성 있게 수집 

관리되어야 한다. TSG를 포함한 연구선 상시관측 장비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개별 
연구사업과는 무관하게 기관의 연구 인프라에서 생산되는 공공의 성과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며 생산된 자료를 대내·외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공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를 위해서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
관리 후 제공하며 품질 보증 이전의 자료이더라도 연구 목적의 제한적인 공개를 허
용할 필요가 있다. 

TSG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표층수온과 표층염분의 현장 비교 검증 
자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현장 조사과정에서 CTD는 가장 기본적으로 운용되는 
관측 장비이며 CTD로 관측되는 수온과 염분은 매우 효과적인 검증 자료이다. 따라
서 TSG 자료 검증을 위해 조사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상층 CTD 자료를 제공해
야 하며 이 경우 품질 검증이 완료된 TSG 자료를 조사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발주처와의 요구 등의 특이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관리 체계  
자료 관리 체계를 (가) 자료의 수집, (나) 실시간 1차 품질관리, (다) 지연

모드 2차 품질관리, (라) 모니터링 및 관리의 단계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가)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는 장비에서 자료가 측정되어 위치, 시간 정보와 

통합되어 KUMOS 서버로 전달된다. 이 단계에서는 3초 또는 10초 간격으로 계측
된 원시자료의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 통합자료와 함께 원시자료도 KUMOS 서버로 
전송, 활용, 보관되어야 한다. 규정과 관련하여 ‘연구선 관측사 운영 및 관측장비 관
리지침(연구선운영실)’의 제4조(관측사의 임무)에 ‘관측 장비의 관리, 정비,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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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전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지침에는 장비의 작동 여부 판단 
수준의 대장을 작성토록 양식이 구성되어 있어 이를 각 장비의 특성에 적절한 형태
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실시간 1차 품질관리 단계에서는 KUMOS 서버로 전송된 자료를 실시
간으로 자동화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 가시화하고 D/B에 저장한다. 현재 KUMOS
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면 비정상적인 자료로 보이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염분 자료에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낮아졌다 회복되는 자료들이 다
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장비 내부에 기포 또는 고형 입자 물질들이 유입된 영향
으로 추정된다. 이런 비정상 자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데 보다 짧은 시간 
간격인 원시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원시자료를 활용하고 보다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1차 품질관리 로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류 자료
의 자동 경보 기능의 추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전 1시간 동안 오류 자료가 
10% 이상 탐지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경보를 전달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 지연모드 2차 품질관리 단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취
합하여 자료품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기본적으로 TSG 자료 이외에 비교검증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현장의 CTD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비교검증을 위한 추가 관측을 요구할 수 있다. 품질의 이상이 발견되
었을 때 조기에 조치하기 위해서는 2차 품질관리는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수행하
여야 한다. 2차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된 성과는 현장 CTD 조사를 수행한 책임자에
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 모니터링 및 종합관리 각 단계는 자료의 생산과 품질관리가 정상적으
로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연
간 자료의 획득율과 품질수준을 평가하여 문제점의 확인과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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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업무 분담
각 자료 관리 단계별 업무의 분담과 각 업무에 적합한 우리원의 부서별 업

무 분장을 나누어 검토하였다.

자료의 수집 단계
   자료의 수집 단계는 주로 남해연구소 연구선운영실 연구선관측팀에서 수

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선 장착장비의 운용, 유지 및 보수의 업
무와 통합자료와 함께 원시자료를 KUMOS 서버로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는 해양연구기반부 해양빅데이터센터의 협력을 받아 조
치한다. 1차, 2차 품질관리 과정에서 관측 장비체계에서 발생한 오류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역할도 연구선관측팀에서 수행한다.

실시간 1차 품질관리 단계
실시간 1차 품질관리 단계는 주로 KUMOS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해양연

구기반부 해양빅데이터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시간 자
료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수신의 장애가 발생 시 즉시 연구선관측팀에 통보하고 
장애의 복구를 위한 조치에 협력한다. 또한, 지연모드 2차 품질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간 1차 품질관리를 위한 자료처리 로직을 개선한다. 

지연모드 2차 품질관리 및 단계
지연모드 2차 품질관리는 현장 관측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연구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연구부서의 연구자를 
2차 품질관리자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한다. 2차 품질관리자는 비교검증 자료를 활
용하여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고 평가 성적과 함께2차 품질관리가 완료된 자료를 현
장조사 책임자에게 제공한다. 만약 품질관리 성적이 적정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연구선관측팀의 협력을 받아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모니터링 및 종합관리

자료의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관리는 해양연구기반부
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전반적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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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지연모드 2차 품질관리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종합관리
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우리 원에서 획득하는 상시관측 자
료의 품질관리를 업무를 연구기반부의 공유의 임무로 부여하고 이 업무를 우리원 
인프라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양연구기반부장을 
책임자로 하고 연구선관측팀의 관측사와 연구부서 연구자를 참여자로 하여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유지하는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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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TSG 장비의 운영 지침 
장비의 해수의 유입과 배출의 계통에서는 적정한 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가장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또한 배관에 생물오염의 정도를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후 장비 내부를 담수를 이용하여 청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야 하며 청소 후에는 장비 내부의 잔여의 세척수가 남지 않도록 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사부호의 TSG 시스템에 장착된 SBE45의 권장 유량은 0.6-1.8 l/min이
다. 해수를 취수하는 대형펌프를 바로 TSG에 연결하고 밸브로 유량을 조절하려고 
할 때 문제점은 앞에서 기술되었다. 대형폄프로 해수를 취수한 후 배관을 분기하여 
적정 유량으로 해수가 TSG를 통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온누리호에 장착된 SBE21 TSG의 경우 제작사는 60 l/min 정도의 유량을 
권장하고 압력은 50 psi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디버블
러의 경우 적정 유량은 18-24 l/min의 범위 내에서 30 psi의 압력을 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디버블러를 설치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량의 1/3 정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제작사에서는 디버블러를 설치하여 유
량이 줄어드는 것이 장비의 성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파랑이 높은 환경에서 기포의 유입에 의한 자료품질의 저하를 줄이기 위해 
디버블러를 운영하되 적정 유량의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비로 직접 유입 또는 장비에서 배출되는 배관 부분은 가능한 투명하여 내
부를 확인 가능한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배관의 내부에 생물 오염이 확
인되는 경우 해당 배관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배관의 생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는 가능한 정박한 항구 안에서 장기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장비의 점검 등의 
목적으로 항만 안에서 장비를 운영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짧은 시간동안만 운영하
고 사용 후에는 청수를 이용하여 장비를 세척하고 내부에 물을 모두 배출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담당 관측사는 장비가 적정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선의 출
항 전, 운항 중 그리고 입항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항 직전에 장비를 작동
하여 적정한 유량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가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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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선내 DMS 서버로 정상 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그러나 항구 안은 일반적으로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상 작동 여부
만 확인한 후 장비 가동을 중단하고 항구를 벗어난 후에 다시 작동하는 것이 좋다. 

담당 관측사는 운항 중 장비의 작동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승
선한 수석연구원에게 그 역할을 일임한다. 수석연구원은 승선 연구자 일인을 지정
하여 장비의 정상 작동여부를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다. 지정된 연구원은 승선 기
간 중 장비의 작동 여부와 적정 유량을 수시 확인하고 CTD 관측이 수행되는 경우 
상층 3-4 미터 수심의 수온과 염분을 TSG에서 관측된 자료와 비교하여 야장에 기
록한다. 수석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항 기간 중 관측된 CTD 자료의 상
층 10 미터 이내의 자료를 2차 품질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담당 관측사는 조사선이 입항하기 직전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의 작동을 중단한다. 이는 항구 인근의 오염된 해수 유입으로 인한 장비의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비 가동을 중단한 후에는 청수를 연결하여 장비 내부를 
5분 이상 세척하며 세척 후에는 배수 밸브를 열어 장비 내부에 잔여수가 남지 않도
록 배수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이사부호의 경우는 조사 항해에 관측사가 승선하기 때문에 담당 관측사가 
항구를 벗어난 후 장비를 작동하고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온누리호의 경우는 관측사가 승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비의 가
동과 중단을 온누리호가 정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다. 따라서 관측사가 승
선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장비의 작동을 출항 직전에 하고 입항 직후 장비의 
작동을 중단한다. 

관측사는 연 1회 이상 장비를 분리하여 센서부와 장비 내벽의 생물오염을 
확인하고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매뉴얼의 절차에 따라 세척을 실시한다. 만약 
2차 품질관리 결과 자료의 품질이 ‘나쁨’으로 판정되는 경우 센서의 검교정을 실시
한다. 관측사는 각 현장 조사 항차별로 별지1의 점검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
며 그 사본을 2차 품질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 조사선의 경우 TSG 자료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염분 자
료를 별도로 획득한다. 해수를 채수하여 염분병에 저장한 후 항해가 종료된 후 실
험실에서 염분계를 이용하여 염분을 측정하는 식이다. 제안한 이사부호와 온누리호
의 장비 계통도처럼 TSG 시스템이 변경되면 TSG를 통과한 해수를 채수하기가 비



- 73 -

교적 용이하게 된다. TSG가 계속 작동되는 도중에도 해수를 채수하여 염분병에 저
장할 수 있다. 이사부호의 경우 TSG의 바닥판의 청수 배수관쪽에서 채수가 가능하
며 온누리호의 경우 해수 유출구쪽에 분기 배관과 밸브를 설치하여 채수할 수 있
다.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원의 TSG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이사부호에서는 관측사가 매일 1회 해수를 채수하고 온누리호에서는 별도의 인
원을 지정하여 매일 1회 해수를 채수하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채수된 해수는 이사
부호의 염분측정실에 설치된 염분계나 본원의 기기검교정실에 설치된 염분계로 측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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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자료의 품질 관리 
(1) 실시간 1차 품질관리
해양빅데이터센터장은 조사선 운항 중 상시관측 장비에서 획득되는 자료의 

1차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자료가 실시간 전송되고 있는 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
여 일정 시간 이상 자료의 수신이 중단된 경우 이를 즉시 담당 관측에게 통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상적인 관측이 복구되도록 협조한다. 만약 통신의 문제로 자
료의 전송만이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의 자료는 별도로 전달받아 1차 품질관리 후 
KUMOS 서버에 저장하여야 한다. 

해양빅데이터센터장은 실시간 1차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작성하고 2차 
품질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적용한다. 해양빅데이터센터장은 기준에 의하
여 자료품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일정 시간동안 오류자료가 연속되
거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경우 담당 관측사에게 통보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토
록 한다. 실시간1차 품질관리가 완료된 자료는 에러 정보와 함께 KUMOS 서버에 
저장하여 지연모드 2차 품질관리에 활용토록 한다.     

(2) 지연모드 2차 품질관리
지정된 지연모드 2차 품질관리자는 비교검증을 위한 CTD 관측자료나 염분

계로 측정된 염분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품질검증을 실시하여 KUMOS 서버에 저
장하고 그 성적과 교정된 자료를 CTD 자료를 제공한 현장 수석연구원에게 TSG 
장비 및 센서 점검표(표 3.5.1)와 함께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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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  .    .      . 관측
명칭

관측
해역

선박명 R/V 모델명 고유
번호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  고
마지막 센서의 검교정 날자 20    .     .     .
장비가 작동하고 있는가? 수온:        염분:         
배관과 연결부에 누수는 
없는가? 없음    /  있음 
해수공급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유량(     L/min.)
고장시 사용할 대체품을 
보유하고 있는가?

대체 TSG   유/ 무 
대체 펌프   유/ 무

적정한 수준의 소모품을 
유지하고 있는가? 유지    /   부족
자료전송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정상    /   비정상

비교 검증용
일시 수온 염분 유량(L/min.)

점검자:               (서명)                확인자:               (서명)

표 3.5.1 TSG 장비 및 센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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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장기 관측 자료 확보 방안
해역별 대표 관측점 설정 

우리원의 조사선들은 우리나라 근해역을 조사 등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동
하고 있다. 우리원의 조사선이 이동하는 항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정점을 설정
하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꾸준하게 같은 위치에서 관측 자료를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해역의 해역별 대표 관준점을 설정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
년까지 5년간 이어도호와 온누리호의 항적, 그리고 2017년부터 운항하기 시작한 
이사부호의 항적을 조사하였다(그림 3.6.1). 연구선 항적의 접점해역을 찾기 위해 
영역을 위도와 경도 각각 10분 간격의 격자로 나누어 각 격자에 들어가는 항적자료
를 분리하였다. 그림 3.6.2는 이어도호의 경우 각 격자망에 500회 이상 항적자료가 
누적되어 있는 영역을, 온누리호는 200회 이상, 이사부호는 100회 이상 항적자료가 
누적된 곳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항적도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선의 통행이 가장 집중되는 항로상에 각 해
역별 대표 관측점을 선정하였다(그림 3.6.3). 항해 안전의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 가까운 관측점(표 3.6.1)을 통과할 때마다 기초 조사를 수행하도록 의
무화하면 장기적인 자료 축적이 가능하다.

그림 3.6.1. 우리나라 근해역에서 운항된 이어도호와 온누리호, 이사부호의 항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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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10분 간격 격자망별 조사선 항적의 중복(좌: 이어도호 500회 이상, 중: 
온누리호 200회 이상, 우: 이사부호 200회 이상)

정점명 위  치 내  용 비  고

KS-0 거제도 동측
- TSG 작동/중지
- CTD 
- 채수(영양염) 

입출항 1시간
점검표 작성

KS-S 제주도 동측 - CTD 
- 채수(영양염) 

대양, 동중국해 
항로 

KS-E 부산 외측 - CTD 
- 채수(영양염) 동해 항로

KS-W1 제주 해협 - CTD 
- 채수(영양염) 황해 항로

KS-W2 완도 부근 - CTD 
- 채수(영양염) 황해 항로

표 3.6.1. 해역별 대표 관측점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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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우리원 조사선의 항적도와 기준점 제시(안)

대표 관측점 운영 
장목 출항 직후와 직전에 거제도 동측 정점 (KS-0)에서 TSG를 작동시킨 

후 비교검증을 위한 CTD 관측을 수행하고 더불어 표층에 대한 채수를 실시한다. 
대양(동중국해), 동해, 황해로 향하는 항로상에서는 각각 KS-S(제주도 동측), 
KS-E(부산 외측), KS-W1(제주해협)과 KS-W2(완도 부근) 정점에서 CTD 관측
과 함께 표준 수심에서 채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양염 분석을 위해 채수된 해
수는 냉동보관 한다. TSG 장비 및 센서 점검 결과와 CTD 관측결과는 장비 점검표
에 기록한다. 항차 종료 후 관측 및 분석 자료와 해수 샘플은 장비 점검표와 점검 
일지 등과 함께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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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 이사부호 TSG 시스템 개선
- 이사부호 TSG 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하여 장비 계통의 문제점을 파악함
- 이사부호 TSG 시스템의 적정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유량계 추가, 소형 펌프 추

가, 배수통 추가 등 장비 계통을 개선함
- 이사부호 TSG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청수관을 추가하는 장비 계통 개

선안을 제시함

○ 이사부호 TSG 자료의 품질관리
- 개선된 TSG 시스템에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효

과를 평가함
- 이사부호 TSG 측정 자료를 조사하여 초기 정확도 수준의 정확도가 발휘되지 않

는 원인을 파악함
- 센서의 오염에 의한 자료의 품질 저하를 확인함
- TSG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제작하여 이사부호에 제공함

○ 온누리호 TSG 시스템 개선
- 온누리호 TSG 시스템을 점검하여 장비 계통의 문제점을 파악함
- 적절한 해수 이동을 위해 TSG 시스템의 계통을 변경함

○ 온누리호 TSG 자료의 품질관리
- 기존의 온누리호 TSG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함
- 후처리 과정을 거쳐도 TSG 시스템 개선 전에 획득된 자료는 사용 불가임을 제

시함

○ TSG 관리 방안 제시
- 이사부호와 온누리호의 TSG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기 관리 방안을 

제시함



- 80 -

- 자료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단계별 자료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자료 관리 단계별 업무 분담과 부서별 업무 분장을 검토함
- TSG 장비의 운영 지침을 마련함

○ TSG 자료 활용도 향상 방안 제시
- 우리원 조사선의 항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근해역의 해역별 대표 관측점을 설

정함
- 대표 관측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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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 제안된 조사선 TSG 품질관리 체계 개선(안)이 이행되면 양질의 해양 표층의 수
온, 염분 자료 수집과 축적 가능

○ 관측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변화 분석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TSG 자료 외에 다른 상시 관측 자료에 대해서도 유사한 품질관리 체계 적용 가
능. 다만, 관측 항목이 달라 해당 자료의 검증방법과 지연모드 품질관리 방법은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추가 검토 필요

○ 제안된 절차에 의하여 품질관리가 완료된 상시 관측자료가 적기에 제공되면 승
선연구 과제의 완성도 향상에 기여

○ TSG 자료의 활용도 증가 예상

○ 개별 항차의 관측자료는 시공간적으로 불규칙적인 분포와 빈도를 보이지만 향후 
관측자료가 축적되면 해역별 해양환경의 중장기 변동 분석에 유용한 자료로 활
용

○ 우리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시 관측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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