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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 Argo 활용 연구 기획

2. 연구사업의 개요

가. 기획연구의 필요성

○ 국내 Argo 연구는 2001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기상청 기상연구소 2개 

기관이 담당하여 왔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한국해양연구원(KORDI)

라는 이름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동해 75대, 남극해에 44대의 Argo 플로

트를 투하하였음. 2009년 동해에 Argo 플로트 5대 투하를 끝으로 해양과기원

의 아고투하 사업은 중단되었으며, 당시 투하한 플로트 중 2013년 10월 현재 

15대의 플로트가 동해에 활성 중으로 향후 수년내에 모두 불활성될 것으로 예

상되고 국제공동조사에의 한국, 해양과기원의 기여는 종료될 것임. 남극해의 경

우, 최종 자료 프로파일이 2012년 3회 산출한 것을 끝으로 현재 활성중인 아고 

플로트는 없음. 세계적인 연구소로 도약을 표방하고 있고, OECD 국가의 일원

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국

제공동조사에 더 이상 참여를 못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 인식되

기 시작하고 있으며, 시급한 재 투하가 필요함

○ 기후변화에 따라 변해가는 동해의 순환/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

으로 아고플로트 자료는 핵심적인 자료로서 시급한 재투하는 기후변화에 반응

해가는 동해에서 시계열 자료 확보에 필수적임

○ 남극해는 쇄빙선이 매년 방문하는 강점을 지닌 해역으로서 아라온호 항로상의 

서태평양 및 남극해에서의 아고활용 연구는 효과적인 연구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이들 해역은 글로벌 이슈가 나타나는 해역으로 국내해양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하여 집중해야할 해역으로, 아고연구는 필수적인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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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관련 바이오센서 국산화/조립기술 축적 등의 기술개발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아고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킴. 자동관측기를 활용한 자동시스템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동해 전해역 모니터링에도 결정적인 수단으로서 필요함

나. 기획연구의 목적

○ 그간 중단되어온 동해, 남극해에서의 아고플로트 투하를 재개하여 전세계 37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조사 프로그램에서 OECD 국가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며, 국가 유일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원

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역할을 다함

○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Argo 활용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고활용 세부

연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연구활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반응 연구와 전세계 해양의 글로벌 이슈 연구에 적극 앞장섬

다. 기획연구사업 기간

○ 2013년 6월 10일 ~ 2013년 11월 9일

3. 연구추진 계획

가. 세부과제 구분 및 연구내용

○ 국가기획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5개 세부과제를 구성함

- 세부과제 Ⅰ : 동해 Argo 활용 연구

- 세부과제 Ⅱ : 남극해 Argo 활용 연구

- 세부과제 Ⅲ : 저위도 북서태평양 Argo 활용 연구

- 세부과제 Ⅳ : Argo 테크놀러지 및 자동관측기 활용기반 구축

- 세부과제 Ⅴ : Argo자료 활용 수치모델 개선/개발

○ [세부과제 Ⅰ]의 목표는 아고활용 동해 중층 순환 연구, 울들분지 물리/지화학

과정 연구, 자동관측기 활용  동해 모니터링 기반연구 등을 통해 동해에서 물리,

지화학 요소에 대한 기후변화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이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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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Ⅱ]의 목표는 남극해/주변해에서 열수지 국제공동연구, KIOST-

KOPRI-대학공동 남극해 P16해역 물리/생지화학 연구 프로그램 및 해빙에 따른

ACC 변동성 연구 등을 통해 남극해 기후변화 반응연구에 참여하고 남극해 

Argo 국제공동조사에 기여하는 것임

○ [세부과제 Ⅲ]의 목표는 북서태평양 Argo 활용연구, 온난화 수역변동이 전 지구

기후변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류의 특성규명 등을 통해 

저위도 북서태평양 변동성 이해 및 변동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는 것임

○ [세부과제 Ⅳ]의 목표는 Argo 테크놀러지 연구를 통한 지화학센서 국산화 연구,

차세대자동 관측시스템 활용기반 구축 연구, 차세대 통신 시스템 연구 등을 

통해 Argo 지화학 센서 국산화 및 자동관측 시스템 활용기반 구축하기 위함임

○ [세부과제 Ⅴ]의 목표는 Argo 자료를 활용하여 남극주변 정밀해양순환 모델 

개발, 북서태평양 및 전지구 모델을 개발/개선하기 위함임

[그림 1] Argo 활용연구 세부과제 구성 및 목표



Argo 활용 연구 기획

iv

○ 세부과제 Ⅰ :

과제명 동해 Argo 활용 연구

연구목표 동해(물리,지화학요소) 기후변화반응 모니터링

연구내용

1. Argo 활용 동해 중층순환 연구

2. Argo 플로트를 이용한 동해에서의 물리적 강제력에 따른 해양 생

태계 반응 연구

3. 전선역 프로세스가 탄소/질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세부과제 Ⅱ :

과제명 남극해 Argo 활용 연구

연구목표 남극해 Argo 국제 공동조사 기여 및  기후변화 반응연구 

연구내용

1. 남극해 P16지역 물리/생지화학 연구 프로그램 

2. 남극해/주변해 열수지 국제 공동 연구

3. 심층아고 

4. P16 해역의 CDOM 변동성 연구

5. 순환 관측 

○ 세부과제 Ⅲ :

과제명 저위도 북서태평양 Argo 활용 연구

연구목표 저위도 북서태평양 변동성 및 기후변동에 미치는 영향 규명

연구내용

1. 온난화 수역 변동이 전지구 기후변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2. 북서태평양 Argo 활용 연구

3.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류의 특성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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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IV :

과제명 Argo 테크놀러지 및 자동관측기 활용기반 구축

연구목표 Argo 지화학 센서 국산화 및 차세대 자동 관측시스템 활용기반구축

연구내용

1. Argo 활용을 위한 생지화학 센서의 국산

2. Argo 위성통신

3. 자동관측기 모니터링 기반연구

○ 세부과제 V:

과제명 Argo 자료 활용수치모델 연구

연구목표 Argo 자료 활용 전지구/동해/남극 순환 모델 개선

연구내용
1. Argo자료 활용 북서태평양/전지구 모델개선 연구

2. 남극 주변 정밀 해양 순환 모델 개발 

나. 연차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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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차 연차별 연구목표

세부

과제

Ⅰ

1단계

동해(물리,

지화학요소)

기후변화반응 

모니터링

1 동해 Argo 투하 및 기후변화 반응 이해

2 동해 모니터링기반/기후변화 연구

3 동해 모니터링기반/기후변화 연구

4 동해 Argo 투하 및 기후변화 반응 이해

5 동해 Argo 투하 및 기후변화 반응 이해

2단계 동해 Argo 활용/기후변화 반응 연구

세부

과제

Ⅱ

1단계

남극해 Argo 국제 

공동조사 기여 및  

기후변화 반응연구 

1 남극해Argo국제공동조사/기후반응이해

2 남극해Argo국제공동조사/기후반응이해

3 남극해Argo국제공동조사/기후반응이해

4 남극해 P16단면특별조사/기후반응이해

5 남극해Argo국제공동조사/기후변화이해

2단계 Argo국제공동조사기여/기후반응이해

세부

과제

Ⅲ

1단계

저위도 북서태평양 

변동성 및 

기후변동에 미치는 

영향 규명

1 북서태평양Argo활용/전지구영향 연구

2 북서태평양Argo활용/지구기후영향이해

3 북서태평양Argo활용/지구기후영향이해

4 북서태평양Argo활용/지구기후영향이해

5 북서태평양Argo활용/지구기후영향이해

2단계 저위도 북서태평양 Argo 활용 연구

세부

과제

Ⅳ

1단계

Argo 테크놀러지 

및 자동관측기 

활용기반 구축

1 바이오아고조립/센서국산화

2 바이오아고조립/센서국산화

3 센서국산화/자동관측시스템기반구축

4 센서국산화/자동관측시스템기반구축

5 센서국산화/자동관측시스템기반구축

2단계
아고 테크놀러지 지속 개발 및 차세대 자동관측 
시스템 활용

세부

과제

Ⅴ

1단계

Argo 자료 활용 

전지구/동해/남극 

순환 모델 개선

1 저해상 남극해/전지구수치모델 수립

2 Argo자료활용 남극해/전지구모델개발

3 Argo자료활용 남극해/전지구모델개선

4 Argo자료활용 정밀남극해모델 개선

5 Argo자료활용 전지구수치모델 개선

2단계 Argo 자료 활용 수치모델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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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추진 방향

○ 아고플로트 동해 투하, 2차년도 특별해역(울릉분지)/동해중층 순환 모니터링

○ 2차년도 아고투하, 4차년도 남극해 특별관측 및 한불 열수지 국제공동연구 

○ 저위도 북서태평양 열용량, 저위도 해역이 전구기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아고 테크놀러지 연구통한 바이오센서 국산화와 조립병행. 글라이더 관측

○ 해역별 모델개발 및 아고활용 검증 병행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기후변화 연계 동해중층 순환 이해 및 울릉분지 생지화학적 특성 이해

○ 남극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연구성과 기대 및 국제공동연구 촉진 

○ 저위도 북서태평양이 전지구 기후에 미치는 기작에 대한 이해 증진

○ 아고 바이오센서 국산화 기대 및 글라이더 관측기술 축적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전구/북서태평양/남극해 수치모델 개발/개선 기대

나. 활용방안

○ 아고자료 해석을 통한 보다 상세한 동해중층 순환도 작성

○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아고활용 논문 발표 기대 

○ 동해주변 및 남극해 주변 아고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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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획연구의 개요

1 기획연구의 개요

1.1. 기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기획의 배경

○ 국내 Argo 연구는 2001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기상청 기상연구소 2개 

기관이 담당하여 왔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한국해양연구원(KORDI)

라는 이름으로 2001년부터 2008까지 동해 75대, 남극해에 44대의 Argo 플로트

를 투하함

[그림 1-1-1] 동해, 남극 아고 수명 및 아고 플로트 투하 대수

○ 그림 1-1-1은 해양과기원에서 2001년부터 투하한 Argo float의 2013년 초 현재

까지의 수명과 아고플로트 투하 대수를 나타냄

○ 2013년 10월 현재 15대의 플로트가 동해에 활성 중이므로 수명은 보다 길어지

겠지만, 남극과 동해에 투하한 전체 플로트의 가장 빈도가 높은 생존이 48~60

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음. 이는 남극해 2,000m 수심에 투하한 플로트의

평균적인 수명이 4~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극해 플로트의 단명이 통계에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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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2013년 10월 현재 10년 내외 내지 그 이상의 수명을 지닌 4대의 아고 

플로트가 활성 중으로 최장기간 활성중인 아고플로트는 현재 11년에 달함. 반 

폐쇄형인 동해와 같은 연변해에서의 700m 수심에서 투하한 Argo 플로트는 

배터리 측면에서 10여년을 커버하고, 플로트의 전체 궤적이 울릉분지에 투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마토분지와 일본분지까지 이동하여 전체 동해의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자료를 산출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해양과기원 플로트의 투하는 2009년 동해에서 5대 투하를 끝으로 종료되었으며,

2013년 현재 해양과기원, 기상청 투하 플로트 중 15대, 33대가 각각 활성중임

 

[그림 1-1-2] 2013년 10월 현재 활성중인 아고플로트 위치 (KIOST, KMA 투하)

○ 그림 1-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울릉분지 인근에 두 기관이 투하했음에도 불구

하고, 동해 아극전선(Subpolar front)을 경계로 남측의 울릉분지 및 야마토 분

지와 북측의 일본분지 모두에 분포하여 동해 전역에 산재된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해류의 특성상 북한해역(38도 북측, 132도 서측)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

하나 전체 아고궤적을 볼 때는 대체 동해 전체 해역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임.

따라서 향후 플로트 투하 지점은 그간 투하하여 왔던 울릉분지 내와 해역에서 

투하해도 동해전역에서 자료를 얻는 데 유효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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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획의 목적

○ 2012년 12월에 비해서 2013년 10월에는 18대에서 15대로 감소하였음. 따라서 

향후 수년내에는 KIOST 투하 아고플로트는 모두 비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이 같은 여건에서 아고기획 연구의 목적은 중단된 아고플로트를 새롭게 투하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제공동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기여하며,

아고를 이용한 국내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임.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획연구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아고활용 기획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 1, 2차 예비모임(2013년 3월11일, 4월 3일)

및 세부방향 회의(6월18일), 중간발표회(8월19~20일)를 가졌으며, 최종적으로 

특별해역 심층협의(11월 4일)를 하였음

- 기획에 참여한 소속기관은 KIOST, KOPRI(극지연구소), 해양대, 부산대, 부경대,

한양대, 경북대, 서울대, 인하대, 프랑스자연사 박물관(파리6대학)이며, 그간 발표 

모임시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관계자가 참가, 2013년 기상청 Argo 사업현황,

Argo 데이터 Delayed mode 처리현황 등을 발표하였음

- 이 같은 회의와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제안, 토의된 기획방향은 아래와 같음 

Ÿ 첫째, KIOST의 국제공동연구/협력 지속   

→ 국제공동조사에 지속적인 기여 : 동해/남극해 float투하 재개

Ÿ 둘째, Argo 연구 활성화 (연구프로그램 활성화)

→ 국제적인 이슈 프로그램 개발, 학연연구자 적극 참여 유도

→ 인접 연구 분야 (수치모델) 연계연구 촉진, 전 동해 모니터링

Ÿ 셋째, Argo 지화학 센서 국산화/자동관측모니터링 활용 확대

→ 글라이더와 Argo 플로트 연계 활용, 심층 Argo 활용 

Ÿ 넷째, 연구프로그램 (해역별) (그림1-1-3) 연구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동해기후변화 반응(+국방) Argo통한 동해전체 모니터링 효과

∘ (매년 남극에 조사선 조사로) 상대적 강점 지닌 남극해에서 온난화/ 빙이 전지구 

해양/남극순환에의 영향 등 글로벌 이슈 선도 연구              

∘ 전세계 해양 중 가장 warming이 크고 해수면 상승률도 가장 높으며, 태풍 발생 해역

인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글로벌 이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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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대상해역 동해, 저위도 북서태평양 및 남극해

2 기획연구의 내용 및 범위

○ Argo 기획사업에 검토한 주요 해역별, 관련별 기술별로 다양한 세부프로그램

을 제안, 검토하였음. 그림1-2-1a에는 기획사업을 통해 검토한 동해, 남극해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그림1-2-1b에는 저위도 북서태평양에서의 활용연구,

바이오센서 국산화 등 Argo Technology 분야 및 Argo를 활용한 수치모델 개발,

개선과 관련하여 세부 프로그램 내용 및 범위를 나타냄

○ 동해활용연구의 중점 목표는 동해(물리, 지화학요소)의 기후변화반응 모니터링

임. 특히 그간 얻어진 아고자료는 동해전역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본 동해기획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동해 전해역 모니터링 자료

를 기반으로 기후변화반응 모니터링 연구를 최종목표이자, 동해 아고연구의 

중점목표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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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a] 동해, 남극해 Argo 활용 연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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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b] Argo 활용 북서태평양 저위도 해역, Argo Technology,

Argo 활용 수치모델일 연구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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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1a의 아래에 제시된 남극해 아고연구의 경우, 해양과기원, 극지연구소,

대학과 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중점목표는 남극해 아고 국제공동조사

기여 및 기후변화 반응연구를 표방하였음. 특히 남극해 아고 활용 연구를 통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아고 연구의 수준을 한반도 주변

해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시도하였음

○ 그림 1-2-1b의 위에 제시된 저위도 북서태평양 아고활용 연구는 3개 세부과제

로 구성되며, 저위도 북서태평양 변동성 및 기후변동에 미치는 영향 규명을 

중점목표로 하고 있음. 아고 지화학 센서 국산화 및 차세대 자동관측시스템 

구축 연구 프로그램은 Argo Technology 관련하여 국내여건에서 추진할 수 있

는 강점분야에서 분야에서 지화학 센서 조립이나 국산화추진을 중점목표로 

하고 있음. 아고와 글라이더를 활용한 한반도 주변해역 자동관측시스템 구축

역시 글라이더 자동관측기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고 플로트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중점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1-2-1b의 아래에 소개

된 아고자료 활용 수치모델 연구 프로그램은 아고자료활용 전지구/동해·북서

태평양/남극 수치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 모델을 개선하는데 중점목표

를 두었음

○ 아고활용연구의 부제는 ARGO-KIOST 33이며 이는 동해에 18기, 남극해에 10기,

북서태평양 해역에 5기의 Argo float를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임. 33기에는

일반 Argo, Bio-Argo, Deep-Argo를 모두 포함되며, 33대 중 약 20%를 바이오 

아고를 투하하려는 유로아고 계획과 유사하게 약 6대의 Bio-Argo float를 투입 

계획임. 연구비 여건에 따라 ARGO-KIOST 25 역시 검토하였음

○ 요약하면, 본 Argo 기획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전체 핵심목표는 동해, 남극해,

적도해역 기후변화 반응 연구 및 아고국제공동조사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데 

핵심목표를 두고 있음. 특히 내재된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은 자동

관측 시스템을 활용한 동해전역의 모니터링으로서 동해기후변화 반응 연구에 

핵심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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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연구 개발 현황 및 환경 분석

1 국내·외 Argo 관련 정책 동향

1.1. 국내 동향

○ 국제 ARGO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프로그램 은 

IOC(국가간해양학위원회)와 WMO(세계기상기구)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어 왔음. 미국,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주변국은 이 사업을 통해 해양예보를 현실화하며, 장기기상예보와 정확도 높

은 기후변화 예측을 시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IOC 집행이사국으로의 지위

에서 뿐 아니라 APEC 국가로서의 역할 분담과 한반도 주변 해양변동과 대양

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예측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Argo 프로그램 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Argo 프로그램 에 기여하는 

국가적 사업추진전략을 기획하였음

○ 국내 Argo 연구는 2001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기상청(KMA) 2개

기관이 담당하여 왔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1년부터 2009까지 동해 75대,

남극해에 44대의 Argo 플로트를 투하하였음. 기상청은 2001년 투하 시작 후 

지속적으로 투하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에 13대 계획에 이어 동해

에 7대를 투하하였음. 현재 동해에는 기상청 투하 아고플로트가 33대 해양과

기원 투하 아고플로트 15대가 활성 중으로 모두 48대의 아고플로트가 활성 중

으로 자료를 송신하고 있음

○ 기상청은 기존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동해에서의 5대를 끝

으로 아고플로트 투하를 중단한 KIOST는 2013년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아고

플로트 투하를 재개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임. 기존에 투하하였던 동해, 남극해

는 물론 서태평양 해역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임

○ 국내 아고연구 중의 한 경향으로 바이오아고를 활용하려는 그룹이 저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며, KIOST의 기획을 통해 바이오아고 연구가 촉진되기



Ⅱ. 국내․외 연구 개발 현황 및 환경 분석

9

를 기대하고 있음. 세부 프로그램에도 소개되는 바와 같이 바이오아고는 센서

의 검보정 등이 우선적으로 엄밀히 진행되어야 하는 요소임. 2007년 동해에 

투하된 프로트 중 DO(Dissolved Oxygen) 센서관측 검토 결과, 초기 두 개의 

프로파일을 제외하고는 전층이 자료를 산출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에러값

이 대부분이었음. 바이오 아고의 경우, 일차적으로 센서가 관측치를 제대로 산

출하는 핵심요건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관측된 자료의 검보정에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바이오 아고의 경우 조립과 센서개발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있음

○ 국내에서도 심층아고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고 있음. 3,500~4,000m까지 

잠수하는 심해 아고 플로트 계류는 국내 해역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현재 

해양과기원과 프랑스 자연사박물과 연구진이 공동으로 남극해에서 진행하는 

한불 공동연구사업에서는 심해아고 플로트 계류가 검토되고 있음. 현재 국제

적으로도 이에 대한 장비개발 및 투하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임. 심해

아고 구입이 상업적으로 가능할 때, 심해아고 투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극

해에서 심해아고를 투하할 계획임

1.2. 국외 동향

○ 국제 Argo 프로그램 은 해양에서 수직적으로 수온, 염분과 해류를 실시간으

로 관측하는 Argo 뜰개를 전 대양에 걸쳐 공간적으로 300km의 격자간격으로 

약 3,000개를 수심 1,500m～2,000m에 투하하는 국제 프로그램임. 그 목표는 

2007년 11월에 달성된 이후 전지구 해양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2007년 아고 플로트 3,000대 투하 1차 목표를 달성한 후에 4,000대를 목표로 

하는 계획에 따라 전세계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 201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1백만 프로파일이 달성되었음.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통신기술, IT기술의 발달

로 양방향 인공위성이나 40분 내외의 시간에 많은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고 

적도, 연안해, 극지방까지 관측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아고 관측이 여러 측면

에서 CTD 관측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음

○ 통신기술측면에서 위성통신의 새로운 기술 환경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뜰개 활용 연구 방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첫째는, 적도해역이나 서안경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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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서 더욱 조밀한 분포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임. 둘째는, 그동안 

뜰개 활용 연구가 미흡했던 분야인 고위도 해역, 지역해, 심해 해역으로 연구 

방향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 셋째로, 추가적으로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여 복합

적 해양환경 정보를 획득하는 노력이 역시 흥미로운 분야임. 넷째로, 프로파일 

자체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져 선박에 의한 CTD 관측과 대등한 수준의 프로

파일을 획득하게 될 전망임

○ 지금까지 뜰개에 의한 관측은 50~100 레벨의 CTD 관측만 가능하였으나 향후 

2미터 간격으로 관측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core-Argo의 기본적인 관측 범위는

북남위 60도 사이의 대양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이 지역해에

집중되면서, 국제회의에서 지역해의 관측 사양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지역해

는 2배의 투하 밀도를 유지하도록 권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측주기를 5일

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한 점과 적도해역이나 서안경계류 해역 등에서도 역시 

2배의 투하 밀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관측주기를 7일로 단축도 고려할만 하다

는 견해가 있었음

○ 국제적으로 60°N(S)에서 양 극방향의 해역에 대한 다양한 Argo 플로트 투하가

계획, 실행되고 있음. 남극해, 북극해 고위도 해역에 약 300대의 아고를 유지

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이렇듯 아고플로트나 글라이더를 활용

하여 전세계 해양을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Argo 투하와 밀접히 관련된 국제프로그램은 GODAE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Experiment)로서 아고플로트나 선박관측 CTD 자료 등 모든 해양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동화를 통해 수치모델의 현상 재현/예측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임. 해양관측 자료 중에서 전 세계적인 Coverage를 갖는

아고자료는 자료동화의 핵심자료이기도 함

○ 바이오아고 역시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프로그램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아고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아고나 기존 아고플로트에 

센서를 추가, 부착하여 관측하는 조립형 아고가 있음. 유럽에서는 향후 투하하

는 아고플로트의 약 20%를 바이오 아고로 투하하는 계획을 표방하고 있음.

Euro-Argo는 250프로트/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약 50대의 플로트를 

매년 투하한다는 셈임. Iridium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경비는 대당 

25,000유로 약 40,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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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아고 역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장비개발, 시험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남극해에서 심해아고를 이용한 관측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으며, 심해아고 플로트의 경우, 장비개발과 투하노력이 시작된 단계임

○ IAST 및 ADMIT-14회의에서 2013년에 전세계적으로 1,000대 뜰개를 투하할 

계획으로 발표되었음. 미국이 450대 이상으로 예상되며, 유럽 국가들의 참여

가 늘어나고 있음. 일본은 JAMSTEC이 100대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상

연구소가 16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2 국내·외 Argo 관련 연구 동향 및 성과

2.1. 국내동향

○ 지난 10여 년간 남극해에 투하한 아고 플로트의 프로파일링 지점을 그림 2-2-1

의 좌측그림에 청색으로 표기하였음. 회색 점은 전 세계 타국가의 기여아고의 

플로트 프로파일링 지점임. 2006년에는 KIOST 투하 아고플로트의 프로파일 

수는 655개 자료로 전 세계 프로파일중 약 4%를 기여, 2000년대 초기에는 그간

활발히 기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음. 아고 플로트 투하가 종료된 2012년의 경우

프포파일 기여분은 0.03%로 급감하여 최근의 남극해에서의 기여는 미미한 상황임

[그림 2-2-1] 남극해 2006년 KIOST 투하 아고 프로파일링 지점(청색) 및 전세계 아고

자료 프로파일링 지점(회색) (좌측). 2013년 현재 동해 전체 아고플로트 프로파일링 

지점(회색) 및 2013년 현재 활성중인 KIOST 투하 (청색) 및 기상청 투하 (적색) 아고 

플로트 위치 (우측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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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간 아고 플로트를 활용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는 아래 그림 2-2-2와 같이, 2012년까지 23여건의 논문으로 동해, 남극해, 태평양

연구로 대별됨. 동해의 경우 전체 9편으로 약 1편/년으로 타해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으나, 전체적으로는 국내 아고 플로트 자료 활용 연구는 매우 취약

한 상태임 

○ 전세계적으로 아고플로트 자료 활용연구가 2010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증가하

는 점을 반영하여, 우리도 아고플로트 자료의 잠재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많은 활용하는 연구 활성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요청됨

○ 최근 국내 아고자료 활용 연구분야는 동해 중층순환과 중층수 연구 등의 분야

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2001년 투하가 시작된 후 장기아고 자료가 축적이

10여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장기 축적 아고자료는 중층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산출하고 있으며, 새롭게 특징적인 일본분지 순환과 같은 해류 패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그림 2-2-2] 국내 및 동해 대상 아고 플로트 자료 활용 연구 논문

○ 중층수 연구분야의 경우, 동해 존재하는 중층수의 입체적인 자료로부터, 기존

에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내렸던 결론에 비해 장기 누적자료에 입각하여 보다 

입체적인 중층수 기원, 순환특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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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특성 외에도 대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분야는 자료동화 분야로 북

서태평양 내지 전세계 해양순환에 대한 자료동화를 실시하는 데, 아고플로트 

자료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 이외에도 관성류 연구(Park et al., 2005), 태풍연구(Kim et al., 2010; Nam et

al., 2011) 등이 있음

2.2. 국외 연구 동향

○ 국외에서 아고프로트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며, 최근 들어 자료 

활용이 급증하고 있음. 그림2-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5편 이내였으나, 2005년부터 50편을 넘어 2009년에는 약 115편에 달하는 논문

이 발간되었음. 2010년부터는 매년 225편이상의 논문이 발간되는 특징을 보이는 

등 아고자료 활용 연구가 급증하고 있음. 전체논문 편수는 2013년 초 현재 

1998년 이후 약 1,250편에 달하고 있음

[그림 2-2-3] 전세계 아고 플로트 자료 활용 연차별 연구 논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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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2013년 현재 국가별 아고자료 활용 연구논문수

○ 아고자료 활용국가별 논문 수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순으로 각각 

약 350, 140, 140, 125, 100편이며, 한국의 경우 23편으로 약 12위권임 

○ 국제적인 동향 중 특이할 사항은 이제 아고자료의 글로벌 coverage가 2005년

부터는 대략 전세계 해양을 포괄하기 시작하므로 이 자료를 이용한 해수면 상승

에서의 열염특성 변화에 의한 크기를 산출하는 결과를 IPCC 5차 보고서에 수록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아고 자료 활용이 전세계해양의 모니터링 등에 이용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용이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60도 이상의 고위도에서인 해빙이 진행되는 해역에서의 아고플로트 투하

가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하며 그야말로 아고류의 관측기기 자료를 활용한 전

세계 해양모니터링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바이오 아고투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바이오 아고 자료

를 활용한 연구논문도 보다 활성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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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연구 동향에 의한 SWOT 분석

○ SWOT분석 : 본 융합기획연구의 핵심주제인 Argo 활용연구 목표를 달성화기 

위한 SWOT분석을 실시함

목적달성 도움요인 목적달성 저해요인

내

부

요

인

w 아고연구 활성화 및 국제공동조사 연구에 지속적
기여에 대한 인식 확산

w 10년여 자료는 아고 이용 동해모니터링 가능성 시사
w 바이오 아고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수요 증가 및 

동해/남극해 바이오 연구개발에 대한 높은 기대 
w 동해에서는 아고플로트를 장기관측이 가능하여 

선박 CTD를 대신하는 연구수단 활용 가능성
w 아고자료가 전대양을 커버하고 쇄빙선이 저위도 

북서태평양을 통과하고 남극해를 정기 방문은 
아고관측 해역 및 활용의 극대화 가능

w 아고 국제공동조사에 대한 그간의 투하 중단으로 
부분적 참여에 국한

w 상대적으로 아고활용 연구자의 관심 부족
w 전구적인 현상에 대한 국내연구자의 상대적 관심

미흡
w 최근에야 10여년 자료가 축적될 정도로 그간 아고

자료의 축적이 적어 상대적으로 시계열자료 부족
에 따른 자료 이용 제한

w 아고자료 활용측면에서 자료동화모델링 인력 소수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외

부

요

인

기회 
(Opportunities)

위협요인 
(Threats)

w 동해중층 순환 연구 지속 및 모니터링 가능
w 남극해 해역의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강점있는 해

역에서 과거자료 활용한 특별해역 연구 가시화
w 바이오아고 도입으로 아고관련 기술개발 촉진
w 자료동화기반 모델링 및 남극해모델 연구 착수
w 서태평양 적도해역 연계 연구 기회

w 자료 활용 연구자의 제한성 대한 선입견
w 이미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선진외국과의 경쟁

에서 자료처리/분석기술 경쟁 예상 
w 많은 연구자들이 경쟁하는 세계해양자료 확보/해석

에 뒤쳐진다는 열등의식 만연
w 바이오아고 투하 등에 있어 선진국이 수년이상 앞

서 생지화학적 각종 기술에 있어 지연 출발 의식

- SWOT 분석에 따른 강점을 연계시키고 약점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분야

를 강점 대상해역 연구와 아고 관련기술 분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함

<Argo 활용 대상 해역 및 관련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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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rgo 연구 목표 설정 및 연구 개발 추진 계획 수립

1 연구 개발 최종 목표

○ 아고기획 연구의 목적은 중단된 아고플로트를 새롭게 투하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OECD 국가로서 Argo 국제공동조사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며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아고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아고자료 활용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임

2 연구 목표 및 내용

○ [세부과제 Ⅰ]의 연구내용과 목표는 아고활용 동해 중층 순환 연구, 울릉분지 

물리/지화학과정 연구, 자동관측기 활용, 동해 모니터링 기반연구 등의 연구

를 통해 동해에서 물리, 지화학 요소에 대한 기후변화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이해하는 것임

○ [세부과제 Ⅱ]의 연구내용과 목표는 남극해/주변해에서 열수지 국제공동연구,

KIOST-KOPRI-대학공동 남극해 P16해역 물리/생지화학 연구 프로그램 및 해빙

에 따른 남극순환류(ACC) 변동성 연구 등의 연구를 통해 남극해 기후변화 반응

연구에 참여하고 남극해 Argo 국제공동조사에 기여하는 것임

○ [세부과제 Ⅲ]의 연구내용과 목표는 북서태평양 Argo 활용연구, 온난화 수역

변동이 전 지구 기후변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류의 특성

규명 등의 연구를 통해 저위도 북서태평양 변동성 이해 및 변동성이 기후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임

○ [세부과제 Ⅳ]의 연구내용과 목표는 Argo 테크놀러지 연구로서 지화학센서 국

산화 연구, 차세대자동 관측시스템 활용기반 구축 연구, 차세대 통신 시스템 

연구 등의 연구를 통해 Argo 지화학 센서 국산화 및 자동관측 시스템 활용기반

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세부과제 Ⅴ]의 연구내용과 목표는 Argo 자료를 활용하여 남극주변 정밀해양

순환 모델 개발, 북서태평양 및 전지구 모델을 개발/개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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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전략 및 기술 개발 로드맵

3.1. 추진전략

○ 아고플로트 동해 투하, 2차년도 특별해역(울릉분지)/동해중층 순환 모니터링

○ 2차년도 아고투하, 4차년도 남극해 특별관측 및 한불 열수지 국제공동연구 

○ 저위도 북서태평양 열용량, 저위도 해역이 전구기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아고 테크놀러지 연구통한 바이오센서 국산화와 조립병행. 글라이더 관측

○ 해역별 모델개발 및 아고활용 검증 병행

3.2.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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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개발 추진 체계

○ 지속적인 연차별 아고 플로트 투하

- 동해, 남극해 해역 등에 매년 KIOST-ARGO 35 계획에 따라 35대/년 투하

- 남극해에 2, 4차년도 관측시기에 남태평양 아적도 gyre 단면 집중 투하

- 해역별로 기술축적 차원에서 바이오아고/심층아고 플로트 수대/년 투하

○ 동해, 남극해 특별관측 

- 동해 해역에서 2, 3차년도에 울릉분지 특별해역 관측

- 남극해에 2, 4차년도 관측시기에 P16(아적도gyre/ACC/로스gyre 단면 관측

○ 저위도 서태평양/남극해 심층아고 플로트 투하 

- 저위도 서태평양 해역/남극해 협수로 단면 한불 공동조사해역 심해관측

- 심해에서 나타나는 유동량/열수지 분석

○ KIOST/KOPRI-대학 학연 프로그램으로 추진 

- 분야별 국내전문가와 한불 국제공동 형태로 효과적 추진 

- 2, 4차년도에 국제 Argo 워크샵 추진을 통한 연구추진 국제화 도모 

5 연차별 연구 개발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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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과제Ⅰ] 동해 Argo 활용 연구 

1 Argo 활용 동해 중층순환 연구

1.1. 연구의 필요성

○ 동해는 극전선(Polar front)을 경계로 각각의 해역에서 상층, 심층 순환류 특성

이 나타나고, 동한난류로 대표되는 서안경계류 특성이 나타나며, 극전선 북쪽

의 블라디보스톡 남쪽해역에서는 심층수가 생성되는 특성을 보임. 이로 인해

서 동해를 대양의 축소판 혹은 소형대향(Miniature ocean)이라고 부름

○ Yoon et al.(2005)은 동해 북측의 Wind stress Curl 특성이 전반적인 반시계방향

gyre를 유발한다고 해석하고 있음(그림 4-1-1). 표층 외에도 중층순환의 경우,

반시계 방향 순환을 보임. 극전선 남측에서는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난류가 

동한난류로 북향하다가 극전선을 따라 반시계 방향 순환을 하다가 쓰가루 해협

등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감

[그림 4-1-1] 동계 동해 ECMWF 바람장(좌), 2층 모델 동계 상층 흐름(중) 및 저층 높이(우) 

(Yoon et al., 2005)

○ 동해의 기후변화에 의해 끊임없는 변화를 유입되는 북서태평양의 변화를 대마

난류 변동성을 통해 그 변화가 나타나며, 북극진동과 연계된 편서풍의 변동성

으로 인해 북쪽의 대기조건 변화에 따른 대기특성 변화도 나타나,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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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끊임없는 외력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층 

또는 중층, 심층 해류의 변화가 반응을 보임. 이러한 여건에서 기후변화 측면

에서 동해에서의 표층, 중층에서의 해류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함 

○ 아울러 1980~1990년대는 러시아 잠수함 좌초로 인한 방사능 물질 유출 가능성

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왔음. 동해내의 오염물질 거동에 대한

이해는 상층이나 중충의 해수순환 거동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근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의 해양 누출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한 요즈음 동해에서의 

해수유동에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상대국 영해를 선박을 이용한 조사에 의하

지 않고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아고관측은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1-2] 일본분지 1995년 300m 투하 순환특성(Yanagimoto and Taira, 2003)(좌) 

및 동해남서부 중층 순환(park et al. 2004) 벡터 및 순환개념도(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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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연구동향

○ 동해에서의 표층순환은 위성자료 특성으로부터 자세하게 추정되고 있음. 표층

순환의 대표적인 유발 요인은 대마난류로서 동해에서는 동한난류로 한반도 동

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극전선역을 따라 동진하고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흐름이 상층 해류의 핵심적인 요소임

○ 반면, 그간 동해 중층순환은 계류관측 자료(Takematsu et al., 1999)를 통해 단편

적인 이해에 국한되었음. Argo 플로트 사용이 가용해짐에 따라 Yanagimoto

and Taira (2003)은 일본분지에 2대의 아고타입 플로트를 300m 수층에 투하하여

동일본 분지 순환과 일본분지남서부의 거동특성(그림 4-1-2)을 분석하였음.

Park et al. (2004)은 울릉분지에 투하한 수년자료를 사용하여 동해남서부의 중층

순환개념도를 작성하였음(그림 4-1-2)

[그림 4-1-3] Danchenkov 등 (2005)의 자료와 한국기상청 자료에 근거한 플로트 궤적(좌상), 

동해 중층 유속(좌하) 및 일본분지 gyre 특성(Danchenkov, 2003)(우상)과     

전세계 2012년 말 현재 3,600여개의 Argo 플로트 현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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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henkov et al. (2003)과 기상청(KMA) 투하 Argo 자료를 이용하여 Choi

and Yoon (2010)은 동해 중층의 유속을 산출하였으며, 일본분지 유속이 약 

2.8cm/s에 달하고 수송량은 10SV 정도임을 보였음. 1999년 투하한 Danchenkov

(2003) 르로트 자료에 근거한 일본분지 중층 순환은 부분적인 gyre 특성을 보였음

○ 전세계적으로는 평균적으로 2,000m 수심에 플로트를 투하(그림 4-1-3 우하)하여

전세계 해양 전체에 대한 해수특성, 해류특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근

래에는 해빙이 반복되는 60° 이상의 고위도의 남극해와 북극해에서의 특수한 

아고플로트 투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300대의 아고플로트가 유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동해 순환을 이해하려는 수치모델링에 의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층모델에 의한 동해 순환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Yoon et al., 2005)과 다층

모델을 이용하여 현실적인 심층순환 특성을 최초로 제시한 연구결과(Hogan

and Hurlburt, 2000)를 통해 일본분지의 시계방향 순환류 특성을 제시하였음.

이들의 모델결과는 최근까지 가장 현실성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그림 4-1-4] 계산된 Yoon et al.(2005)의 저층류 및 Hogan 등에 의한 심층류 결과(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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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동해에 활성중인 아고 플로트는 그림 4-1-5와 같이 48대(현재 활성중인 

해양과기원투하 아고플로트 15대, 기상청투하 아고플로트 33대)에 달함. 2001년 

이후 전체 151개의 아고플로트가 투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꾸준히 

아고플로트가 투하되었고, 생존기간이 10년 전후에 이르는 플로트수효도 상당한 

수가 활성이어서 이 정도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해양과기원과 기상청의 지속적인 아고투하를 유지할 경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동해 전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됨. 그간 적

어도 동해를 대상으로 한 아고플로트의 투하는 매우 효율적이었고, 향후 동해

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효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1-5] 현재 동해에 남아있는 아고부이를 나타내며 이 중 KORDI에서 투하한 

부이는 15대, KMA에서 투하한 부이는 33대가 활성중임

○ 최근 강등(2013)은 151개 부이 중 일본 분지 내에서 고리형 순환(gyre)을 보이는

부이를 분석한 결과, 일본 분지내 순환은 일본분지 전 해역을 순환하는 고리

와 동일본 분지를 순환하는 고리순환으로 구분되는 것을 발견하였음. 이같이 

700~800m 수심에서 나타나는 중층순환이 계절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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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이며, 향후 겨울철 바람특성이 기후변화에 따라 유의할만하게 변화할 때,

기후변화에 의한 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음

○ 이러한 동해 중층 순환은 동해의 대표 분지인 일본분지내의 심층수 생성과 분지

내 순환, 이와 연계된 물질 순환과 관련하여 유의하게 해석, 활용될 수 있음.

블라디보스톡 앞바다에서 2000/2001년 겨울에 생성된 심층수(Kim et al.,

2002; Talley et al., 2003)가 일본분지내에서 어떻게 이동/확산될 수 있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순환류 자료라고 할 수 있음

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아고 플로트의 지속적 투하와 동해 남서부 중층수의 거동 이해

○ 울릉분지 상부/중층해양의 생지화학과정 변화와 연계된 순환 이해

○ 일본분지내 계절별 중층 순환 특성의 지속적 모니터링

○ 동해 동계 혼합층 이상 변화 기작 이해

○ 국제공동조사 프로그램에 국가 종합해양연구원으로서 적극적 기여

1.3.2. 연구 내용

○ 울릉분지 주변 해에서 아고 플로트의 지속적 투하

- 특별조사 해역 관측 시 일반아고/바이오 아고 병행 투하

- 평년 10대 규모 일반 아고 울릉분지 해역 인근 투하 

○ 동해남서해역 중층 순환 궤적 분석 

○ 일본분지 순환 및 해수특성 분석 

- 2001년이후 일본 분지내 순환특성 장기 플로트 자료 궤적 분석

- 수렴대 존재 가능성 연계한 해수특성 분석

○ 순환 연계 동해 장기 기후변화 요인 분석

- 위성 자료 등에 기반 하여 장기 바람장 및 Wind stress curl 분석

- 기후변화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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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o 자료 활용 동계 상부 혼합층 특성 분석

- 100m 이상 발달하는 혼합층 분석

- 혼합층 장기 변동성 분석

○ 동해 울릉분지 특별조사 해역 관측 프로그램 

- 2, 3차년도 울릉분지에서 종합 특별조사 실시

- 2차년도에 국내조립 내지 구입 바이오 아고 투하

- Glider와 아고 플로트 병행 투하를 통한 울릉분지 해역 모니터링 

- 대학(서울대, 부경대, 경북대)-KIOST 연계 프로그램으로 실시 

[그림 4-1-6] 2, 3차년도 동해 특별조사 종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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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단계

1차

년도

○ 아고플로트 투하

○ 일본분지 중층순환 

특성/바람장 연계성

이해

- 울릉분지해역에 10대 규모 아고플로트 투하

- 동해 남서부 해역 및 일본분지 장기 아고플로트 자료 분석

- 동해해역 바람장(풍속,curl) 변동성 분석

2차

년도

○ 아고플로트 투하

○ 동해남서부 중층순환

이해  

- 울릉분지 특별조사 학연 프로그램일환 플로트 투하

- 남서부 중층순환 이해위한 아고플로트 궤적 분석

- 2003년 이후 중층 순환 특성 장기 변화 분석

3차

년도

○ 아고플로트 투하 

○ 혼합층 변동성 이해

- 울릉분지 특별조사 학연 프로그램 실시 

- 울릉분지 해역 아고플로트 투하

- 혼합층 변동성과 기후변화 요인 연계성 분석

4차

년도

○ 아고플로트 투하

○ 일본분지 중층순환 

장기 변동성 이해 I

- 울릉분지 인근해역 아고플로트 투하

- 일본분지 15년 변동성 및 기후변화 연계성 분석 I

5차

년도

○ 아고플로트 투하

○ 일본분지 중층순환 

장기 변동성 이해 II

- 울릉분지 인근해역 아고플로트 투하

- 일본분지 15년 변동성 및 기후변화 연계성 분석 II

및 동해 중층 순환도 작성

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동해 중층 순환 장기

변동성 이해 및 기후

변화 상관성 이해

- 울릉분지 인근 지속적 투하

- 바람장 장기 변동성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중층 순환 장기 변동성과 바람

변동성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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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전략

○ 동해 울릉분지 인근해역에서 아고 플로트를 매년 지속적 투하하여 동해내 플

로트 수를 60대 이상 수준(2013년 현재 48대)으로 유지. 현재의 평균 이격거리 

평가 기반 재검토

○ 보다 새로운 아고 통신방식을 채용(Argos 3 혹은 Iridium)을 통해 자료송신을 

위한 해표면 체류시간을 40분 이내로 유지하여 2014년 투하하는 아고플로트

의 궤적 정확도 유지

○ 해양과기원, 대학과 연계하여 아고자료 활용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특별해역 

관측 프로그램시 바이오 아고 병행 투하 고려

○ 동해 전해역 모니터링을 염두에 둔 아고플로트 투하위치 고려 및 유사 자동 

관측기기인 Glider를 병행 사용하는 전략 추진

○ 2~4차년도 중에 국내아고 프로그램 활성화와 아고연구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를 위한 국제워크샵 내지 Argo관련 국제회의 유치 노력 

1.5. 기대성과

1.5.1. 연구 목표

○ 장기 관측자료에 기반한 동해 새로운 중층해류 순환 특성 발견 등 학술적 성과

기대 

○ 향후 3~5년 내에 동해 장기 아고 관측결과에 기반한 동해 중층 해류 순환도 

작성 예상 

○ 국내 아고자료 연구 활성화 촉진 

○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이슈와 국제공동조사에 국내 종합해양연구소로서 해양

과기원의 능동적 참여 및 국가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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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go 플로트를 이용한 동해에서의 물리적 강제력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 연구

2.1. 연구의 필요성

○ 해양 생태계를 포함하는 생지화학 과정의 주요 파라메타들은 물성과 해류와 

같은 물리적 파라메타와 동일하게 난류 레벨로부터 기후변화 시간 규모까지 

다양한 시간규모의 변동을 보임(그림4-2-1). 또한 공간규모도 아중규모 (로스비

수 ~ O(1), 수 km 이하)로부터 (플랭크톤 patch나 filaments 등) 수백 km의 분지

규모 (플랭크톤 번성 등)까지 다양함(그림 4-2-2). 해양 생지화학 과정의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지화학 현상의 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공간 규모의 현상을 밝히는 관측이 필요함

[그림 4-2-1] 해양 상층의 중요한 물리적, 생태학적 과정들의 시간(y-축) 및 공간(x-축) 규모

(NAP,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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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Ocean color image in the East Sea showing various features of 

different spatial scales

○ 현재까지도 계속 해양관측에 대한 보다 더 큰 요구가 제안되지만, 다양한 플

랫폼을 이용하여 물리 파라메타에 대한 다중규모의 현상을 관측하는 방법은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었음. 대표적으로 Eulerian 관측 방법을 이용한 물리 파라

메타의 관측은 고정점에서 다양한 시간 규모의 (난류 규모로부터 계류 기간에 

따라 수 십년 변동에 이르기까지) 현상을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반면

에 계류 위치를 많이 늘리지 않는 한 현상에 대한 공간적 규모를 밝히는 데에

는 큰 한계가 따름

○ 전 지구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Lagrangian 관측 방법은 1990년대부터 표층 뜰개

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ARGO 플로트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중 글라

이더를 이용한 관측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국제협력을 통한 표층 뜰개와 ARGO 플로트를 이용한 관측은 전 대양 및 지역해

의 표층과 심층해류의 평균장과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특히 

ARGO 플로트는 수층의 수온, 염분을 프로파일링하는 기능이 더해지면서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고, 국제 해양 community는 앞으로도 해양 현상을 이해

하고 예측하는데 ARGO 플로트가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이해와 함께 국제 

ARGO 프로그램의 지속 혹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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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O 플로트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장기간 축적 되는 경우 현상의 공간적인 

패턴 뿐 아니라 시간적인 변동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물론 자료 

획득의 시간적인 해상도에 따라 ARGO 플로트를 이용하여 시간 변동을 연구

하는 경우 파악 가능한 시간규모의 제한이 따름   

○ 생지화학 파라메타 관측은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간헐적이고 일회성으로 수행

되어져 왔던 관계로 물리 파라메타에 비해 시간적인 해상도가 떨어졌었음. 이는

물리 파라메타를 측정하는 수온, 염분, 유속, 유향 센서들의 개발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이러한 센서들이 비교적 내구성이 좋고 안정도가 높아 일찌감치 계류

관측 등이 용이했던 반면에 생지화학 센서들은 (용존산소, 영양염, 엽록소 센서

등) 안정도가 높지 않고 biofouling에 의한 훼손 등으로 내구성이 적었기 때문임

○ 시간적인 해상도가 떨어지는 자료는 aliasing 등으로 인하여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많은 생지화학 현상들이 간헐적인 event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에 고전적인 관측 방법으로는 이러한 event를 관측하기가 어려움

○ 생지화학 센서는 1) 해양에서 이용이 수월하도록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하고,

2) 해양내에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3) long-term drift가 

없어야 하고, 4) bio-fouling이 없어야 함

○ Bio-mooring이라는 생지화학 센서들 계류는 1987년 대서양 Sargasso Sea에서 

최초 이루어졌으며 (Dickey et al. 1991), 이 후 해양 시계열 관측망에 활발하

게 이용되고 있음. 생지화학 파라메타의 시계열 관측은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해양 생지화학 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예상한 바와 같이 실측 

결과는 난류 레벨로부터 일변동, 저주파 변동, 계절 변동 및 연변동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생지화학 파라메타 변동을 보임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양 파라메타들은 시간적으로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도 다양한 규모의 변동을 보이며, Eulerian 방법의 단점은 이러한 공간변동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것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ARGO 플로트에 생지화학 센서를 부착하여 생지화학 

파라메타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ARGO 플로트

에 생지화학 센서를 부착하여 해양 생지화학 현상을 관측하는 것은 용존산소 

부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해양 생태계의 이해와 예측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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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생지화학 및 광학 센서를 부착하여 관측하는 노력

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동해는 봄철과 가을철 플랑크톤 번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번성의 

시기와 지역적 발생순서 및 번성의 연변동 등이 바람, 성층 등 기상 및 물리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음(Kim et al., 2000, Yamada et al.,

2004; Yoo and Park, 2004). 특히 동해 남서부 울릉분지 해역은 동해를 구성하는

세 개의 심해분지 중 가장 생물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Yamada et al., 2005), 현장 시료채취에 의해 산정된 생산력은 273.0 gC/m2/yr

임(Kwak et al., 2013). 이는 동해 연안을 따른 용승과 분지 규모의 해수순환 

및 중규모 소용돌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음(Ahn et al.,

2005; Kang et al., 2004, Hyun et al., 2009)

○ 동해에서의 현재까지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생지화학 과정 연구는 대부분 월,

혹은 격월 간격의 선박을 이용한 시료 획득과 인공위성 해색 영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음. 선박을 이용한 시료 채취는 수층별 sampling이 가능하고 다양한 

파라메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인 단점이

있으며,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료 획득은 표층에 국한되는 단점이 있음. 특히 

동해의 경우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Rho et al., 2012), 연중 구름에 의해 위성자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는 관계로 위성자료 사용에 제한이 따름

○ 동해는 내부파와 조석 및 준관성주기 운동, 중규모 소용돌이 등 다양한 시간 

변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동해에서 생지화학 파라메타 시

계열 관측은 매우 드물게 수행됨(Ishizaka et al., 1997)

○ 동해의 생물 생산력을 정량화 하고 그 변동을 이해하며 물리적 강제력에 따른 

생태계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지화학 파라메타의 시공간 변동 관측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동해를 대상으로 ARGO 플로트에 생지화학 센서를 부착

하여 관측하는 Korea Bio-ARGO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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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연구동향

2.2.1. 국내 연구동향

○ 동해 생지화학 파라메타 조사 현황

- 국립수산과학원 : 짝수달 격월 간격 정기 조사 (용존산소 관측, 동물 플랑크톤 채집).

장기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주로 계절변동보다 시간규모가 긴 변동성 연구

- 인공위성 해색 자료 생산 : KIOST 위성센터, 국립수산과학원

- 한반도 주변 해역 탄소 지도 제작 (해양수산부 R&D) : 현장 조사 및 MODIS 위성 

기반 생물펌프에 의한 탄소지도 제작

- 고정점 계류 및 profiling 관측 : 서울대학교 (UBIM, E-RAP, ESROB), EAST-I 과제 일환 

2.2.2. 국외 연구동향

가) Bio-ARGO 플로트 운영

○ 2013년 2월 현재 전 대양에서 운용중인 Bio-ARGO 플로트. 용존산소 센서를 

부착한 플로트는 193대가 있으나, 복합적인 생지화학 센서를 부착한 플로트 

운영은 아직 미미함(그림 4-2-3)

○ 미국 UW/MBARI에서 2013년 3월 현재 운영 중인 ARGO-type 플로트 (붉은색

- 질산염 센서와 용존산소 센서 장착; 노란색 - Bio-optical 센서 부착된 플로트)

(그림 4-2-4)

[그림 4-2-3] 2013년 2월 현재 운영 중인 Bio-ARGO 플로트 (Ocean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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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2013년 3월 현재 미국 UW/MBARI에서 운용 중인 ARGO-type 플로트 분포

2.3. 연구 목표 및 내용

2.3.1. 연구 목표

○ 생지화학 센서를 부착한 ARGO 플로트 운용 및 자료의 검교정 protocol 수립 

(Korea Bio-Argo 프로그램)

○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의 물리적 강제력에 따른 생태계 반응 연구. 특히

동해의 봄철과 가을철 발생하는 플랑크톤 번성 메카니즘 규명과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시간적 천이의 규명에 초점

○ 국제적 Bio-ARGO 프로그램과 연계 및 협력  

2.3.2. 연구 내용

○ Korea Bio-ARGO 프로그램 수립

- ARGO 플로트에 가용한 생지화학 센서를 부착하여 수온, 염분 프로파일 자료 및 

해류와 생지화학 파라메타를 동시에 관측함으로써 물리적 강제력에 따른 생태계 

반응 연구

- 수온, 염분 센서가 장착된 ARGO 플로트에 형광 센서, 용존산소 센서, 질산염 센서,

식물 플랑크톤 양을 정량화 할 수 있는 탁도 센서, 엽록소 a의 양과 CDOM을 간접적

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하향 광량 측정 센서, PAR 등의 생지화학 센서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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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지화학 센서 장착 이전의 pre-calibration 및 일정 기간 후 플로트를 회수하거나 

플로트 운용 중 현장 조사를 통하여 post-calibration 수행하는 protocol 작성 (국제적

calibration protocol과 연계)

- 현재 동해에서 운용 중인 생지화학 시계열 관측망과 (예, E-RAP 등) 연계하여 

Bio-ARGO 플로트 운용    

○ 물리적 강제력에 따른 생태계 반응 연구

- 봄철과 가을철 번성 시기의 수층의 생지화학 파라메타 관측을 통한 번성 메카니즘 규명

- 분지규모의 해수순환, 중규모 소용돌이, 필라멘트 등 아중규모 현상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울릉분지 연안 용승과 외해역 생산력의 상호 관련성 규명

- SCM 층의 형성, 발달 및 소멸 과정 파악

- 표층 엽록소와 SCM 층 엽록소의 상관관계 파악

○ 국제 Bio-ARGO 프로그램과 연계

- OceanObs'09, 2012 OSM (Ocean Science Meeting) 등의 특별 세션을 통해 국제적

으로 Bio-ARGO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2014년 OSM에서도

Bio-ARGO 특별 세션이 개최될 예정임

- 2012 ADMT 13(ARGO Data Management Team Meeting)에서 Bio-ARGO workshop

이 있었고, 2013년 10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ADMT 14에서도 제2차 Bio-ARGO

workshop이 개최될 예정임. ARGO의 Data Management Team에서 주도하는 이 

workshop은 Bio-ARGO 플로트에 장착되는 센서들에 대한 정보, 관측 자료의 질 

검증 및 자료의 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ADMT 13에는 국내에서 KIOST

의 석문식 박사와 NFRDI의 이준수 박사 등이 참석한 바 있음

- UNESCO의 SCOR에서는 Bio-ARGO 관련 Working Group (142: Quality Control

Procedures for Oxygen and Other Biogeochemical Sensors on Floats and

Gliders)이 2012년 10월에 결성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KIOST 강동진 박사가 

associate member로 참여하고 있음

- IOCCG (International Ocean-Color Coordinating Group)와 협력 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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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적 생지화학 센서를 ARGO 플로트에 장착하는 국제적 Bio-ARGO 프로그램은 

이제 태동 단계로서 국제 사회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회의를 통해 동 프로그램의

진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Korea Bio-ARGO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용

을 위하여 가장 중요시 되는 생지화학 센서의 calibration과 자료의 질 검증에서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함

2.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단계

1차

년도

○ 사전 연구

. 국제 협력 구축

. 센서 특성 및 

calibration 방법 파악 

. 생지화학 센서 ARGO

플로트 integration

기술 개발

- Bio-ARGO 프로그램의 국제적 동향 파악 및 협력 

partnership 구축

- 국제 기구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ARGO

플로트에 부착 가능한 생지화학 센서 list 및 calibration

protocol 파악

- ARGO 혹은 ARGO-type 플로트에 선정된 생지화학

센서 부착 디자인 및 제반 자료 실시간 통신 모듈 개발

2차

년도 

~

3차

년도

○ Bio-ARGO 플로트 

시험 운영

. 현장 조사를 통한 

생지화학 센서 

pre-calibration

. 플로트 회수 및 

post-calibration 수행 

- ARGO 플로트 부착용 생지화학 센서 선정 및 선정

된 센서 플로트 부착 이전에 현장 조사를 통한 센서

calibration 수행 (해수 시료 채취, 분석을 통해 센서

값과 비교, factory calibration과 비교)

- 생지화학 센서가 부착된 Bio-ARGO 플로트 2대를 

봄철 번성 기간 중 울릉분지에 시범 투하. 목표 수심:

300m, power consumption을 고려하여 profiling

빈도수 결정  

- 플로트를 회수하여 수중 및 수면 하에서 플로트 

motion 분석. 장착 센서들 분리 후 현장 시료 채취

를 통해 post-calibration 실시. 센서별 drift 파악 

- 2년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Bio-ARGO 플로트 

시험 운영

- 획득 자료 분석을 통한 번성 기간 중 생지화학 파라

메타의 수직구조 물리 강제력과의 (해류, MLD, 성층

등) 연관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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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4차

년도 

~

5차

년도

4차

년도

○ Bio-ARGO 플로트를 

이용한 동해 해양 

생태계 연구(울릉분지)

- 실험 방법

. Bio-ARGO 플로트를 기존의 시계열 관측망과 연계

하여 활용 (E-RAP 등)

. 플로트 투하 후 선박을 이용한 조사와 연계

. GOCI 혹은 MODIS 인공위성 해색자료 활용

. 4차년도 5대 Bio-ARGO 플로트 운영

- 해양과정 연구

. 봄철과 가을철 번성 메카니즘 파악

.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시간에 따른 천이 파악

. 중규모 소용돌이 해역에 플로트를 투하하여 소용

돌이에 의한 생태계 영향 파악

. 표층 엽록소 농도와 아표층 엽록소 수직구조 관련

성 파악

- 인공위성 자료 calibration

. 인공위성 해색 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위성 자료 

calibration에 자료 활용 

○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Bio-ARGO 플로트를 

이용한 동해 

해양생태계 연구 

(일본분지 및 

울릉분지를 포함한 

동해 전역)

- 수층의 수직구조가 다른 동해 극전선 북쪽의 일본

분지와 남쪽 울릉분지에 플로트를 투하하여 양 

해역에서 물리적 강제력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

비교 연구 (한러 공동연구)

- 난류 (turbulence) 측정이 가능한 Bio-ARGO 플로트 

운용을 통해 해양혼합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 Bio-ARGO 플로트 상시 운영을 통한 동해 해양 

생태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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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추진전략

○ 국제협력 기반 구축

- 국제적 ARGO 프로그램과 연계: SCOR Working Group 활동, ARGO DMT의 

Bio-ARGO 활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Korea Bio-ARGO 프로그램 의 국제화 및 생

지화학 센서 calibration과 운용 및 자료 관리 등 선도 기술 도입 (예, IOCCG에서 

2011년 발간된 ‘Bio-optical sensors on ARGO floats')

- Bio-ARGO 플로트 운영을 하고 있거나 운영 계획 중인 국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 등)와 협력 관계 구축

- Bio-ARGO 관련 국제 학술회의 정기 개최 (1회/2년)

○ 생지화학 센서의 검교정 및 센서 integration

- 대부분의 생지화학 센서들은 해당 파라메타 값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값을 측정함. 많은 센서들이 생산 과정에서 1차 calibration

을 거치지만 보다 정확한 자료 획득을 위해서는 센서 구비 후 현장 calibration이 

중요함

- ARGO 플로트에 부착하기 전 해수 시료 채취 및 분석 결과와 제반 센서들 기록값

을 비교하여 센서를 pre-calibration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함(그림 4-2-5)

  

[그림 4-2-5] Bio-ARGO 플로트에 부착할 센서들과 해수 시료를 위한 채수병을 결합하여 

현장 실측을 통해 플로트에 장착하기 전 제반 센서들의 pre-calibration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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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Standard Bio-ARGO float with variuos biogeochemical and optical sensors 

(Courtesy, Xiaogang Xing, at Ocean University China) 

- 센서 검교정 후에는 플로트의 수용 가능 하중 (payload)과 플로트의 균형 등을 고려

하여 플로트 package를 디자인(그림 4-2-6)

- 시범 운영 시 플로트는 일정 기간 실해역에서 운영 후 회수하여 pre-calibration 방법

과 동일하게 post-calibration을 실시하여 센서별 drift 등을 파악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Bio-ARGO 플로트 투하 및 운영 

- 울릉분지에서의 봄철과 가을철 번성 시기에 플로트를 투하하며, 투하 위치는 인공

위성 해색 영상과 기존 생지화학 시계열 정점들 (E-RAP, ESROB, KIOST 부이 등)

위치를 고려하여 투하 

- 일부 플로트는 번성 시기 이전에 투하하여 장기간 운용함으로써 번성의 pre-

conditioning을 파악하는 한편,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의 발달과 소멸 과정 등을 관측

할 수 있도록 함

- 플로트 투하 시점과 이 후 플로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적절하게 선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플로트 자료의 calibration과 생지화학 현상의 공간적 

패턴을 파악

- 자료의 질 검증과 분석 및 DB 구축은 ARGO DMT의 protocol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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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공동연구로 추진

- 물리해양, 해양 생지화학, 해양 저차생태계, 해양 광학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팀 구성

- 국립수산과학원의 동해-울릉도간 ship-of-opportunity 프로그램과 연계

- EAST-I 사업 (서울대), EAST SEA 사업 (KIOST) 의 생지화학 시계열 관측망 구축 

프로그램과 연계 

- 플로트에 생지화학 센서 integration 및 실시간 통신 시스템 구축 등은 산업계와 

공동 기술개발 추진 

2.5. 기대성과

가) 국제 협력 증진 : 국제공동 프로그램 (ARGO)에 Korea Bio-ARGO 프로그램

으로 등록, 홍보하고 실질적 협력을 이룸으로써 국제적 위상 증대 및 

Bio-ARGO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 특히 동해에서는 아직 Bio-ARGO 플로트를

운영 중인 국가가 없으므로 국제 사회에서 지역해 Bio-ARGO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용이

나) 후학 양성 : Bio-ARGO 프로그램은 새로운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향후 

Bio-ARGO 플로트를 이용한 생태계 연구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견되어 

동 분야의 후학 양성이 필요한 바 본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의 후학을 양성  

다) 적조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 증진 : 2013년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는 대마난류

와 함께 동해로 유입되어 동해 광역에 걸쳐 적조 현상이 나타남. 적조 재발생 

시 플로트를 현장에 투입하여 적조의 이동과 소멸 과정 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 

라) 산업체 참여를 통한 기술력 조기 확보 및 경제적 기여에 달성 : 사업 초반부터

기업체를 참여시켜 아직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Bio-ARGO 플로트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 및 개선하고 이를 특허화하며 가능하면 관련된 제품의 

생산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 특히 플로트의 dive/surface 모드

와 drift 모드를 구분하여 sampling interval을 조정하여 power 소모를 최소화 

하거나 측정되는 자료의 최적 통합 실시간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플로트의 

장기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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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미래 전망의 기반 자료로 활용 : 동해는 생물 

생산력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지역해로 알려져 있으며, 생태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생태계 변화 전망 혹은 예측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바) 인공위성 해색자료 검, 교정용으로 활용 : GOCI 위성자료의 정확한 해색자료 

생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 

사) 모델의 검증 및 입력자료로 활용 : 동해를 대상으로 하는 전 지구적 생지화학 

모델 및 지역 생태모델 결과의 검증에 활용하며, 특히 물리-생태 접합모델 구축

을 위한 입력자료로 플로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3 전선역 프로세스가 탄소/질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 연구  

3.1. 연구의 필요성

○ 봄에 일어나는 식물 플랑크톤의 번성은 생물학적 펌프로서 대기중 이산화탄소

를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짧은 시간 스케일

과 작은 공간 스케일을 갖는 물리 현상들이 이러한 봄 번성 시기의 생태 시스템

스케일을 결정한다고 함

○ 그러나 배를 활용한 연구는 이러한 작은 스케일을 물리 현상을 잡아내는데 근본

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최근 개발되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무인 플랫폼

과 센서들은 작은 스케일의 물리 현상과 연관된 생물학적 변동들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플랑크톤의 봄 번성 및 탄소 제거 과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

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해상도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짐  

○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서 고정된 대기 중의 탄소가 심해로 이동하는 과정은 다

양함. 식물 플랑크톤의 사체는 주로 transparent exopolymer particle들에 의

해서 집적이 일어나며 흔히 알려져 있는 marine snow를 형성하며 심해로 떨

어져 내림

○ 또한 바이오광물질 역시 탄소 플럭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바이오광물질은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고정된 탄소 입자가 물보다 무거워지게



Ⅳ. [세부과제Ⅰ] 동해 Argo 활용 연구

41

만들거나, 분해되어 재활용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기 

탄소 입자가 심해로 유출되는 것을 도움

○ 그러나 이러한 생화학적 과정은 해수의 수직 이동이 매우 느린 중층에서 중요

한 것이며, 유광층에서 무광층으로 유기 탄소 입자가 이동하는 과정은 해수의 

수직적인 운동이 상대적으로 큰 바다 상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직 운동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해양에서 강한 수직 운동은 submesoscale과 같은 10km 이내의 작은 스케일에

서 일어남. 이러한 수직 운동은 공간 스케일이 작은 데다 간헐적으로 일어나

며, 대부분의 경우 수평적인 운동을 동반함. 최근 해색 위성의 공간해상도가 

높아지면서 해표면 염록소를 작은 스케일의 분포까지 관측하는 것이 가능해

짐(그림 4-3-1). 수 km의 얇은 띠 모양을 이루면서 플랑크톤 번성이 일어나는 

형태는 고해상도 인공위성 자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음

[그림 4-3-1] 인공위성 해색 자료에서 나타난 submesoscale front에서의 Chl-a 

concentration 분포 (Mahadevan et al., 2013) 

○ 이러한 띠 모양의 플랑크톤 번성은 수평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도 하지만, submesoscale 전선을 따라서 발생하는 수직 운동에 의해서 직접 

번성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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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esoscale 구조는 mesoscale (중규모) 현상과 동반되어 나타나며 중규모 

현상의 에너지를 줄이는 과정(dissipation)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것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규모 전선역에 수직하여 심층으로 섭입되는 과정이 새롭게 

밝혀졌고(Thomas), 또한 플랑크톤 사체들이 중규모 전선역에서 등밀도선을 

따라서 심층으로 섭입되는 현상이 North Atlantic Bloom Experiment의 관측 

결과 발견됨

○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큰 크기로 집적된 탄소 입자가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과정과는 달리, 1~10km의 크기를 같은 전선이나 와류와 연관된 탄소 

입자의 침강 혹은 섭입이 100km 이상의 중규모 전선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나타냄. 이것은 현재 활용중인 전지구 탄소 순환 모형에서 전

혀 분해할 수 없는 물리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지배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submesoscale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전지구 탄소 순환 모형의 예측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함 

○ 중규모 전선역에서 일어나는 submesoscale 수직 운동에 관한 역학 연구를 통해

침강하는 탄소 입자의 수송량을 측정하고 그 수송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들을 찾아냄으로써 전체 해역의 총 탄소입자 수송량을 추산하는 것이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중규모 전선역의 통계적 특성과 submesoscale 수직 운동에 관

련된 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함 

3.2. 국내외 연구동향

○ mesoscale eddy나 front에서 식물플랑크톤 생산성 증가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

부터 진행되어 왔음(e.g. Flierl and Davies, 1993; Mahadevan and Archer,

2000; McGillicuddy et al., 2007). mesoscale 물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 운동

이 영양염을 유광층으로 공급함으로써 플랑크톤 번성이 일어나는 것임. 수치 

모형 결과에 따르면 mesoscale 과정의 도움으로 식물 플랑크톤 생산성은 30%

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은 모형의 결과를 실제와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어준다고 보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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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연구에서 mesoscale front/eddy내에서 유광층으로의 상승 흐름은 영양

염을 공급하여 플랑크톤 번성을 일으켜 대기 중의 탄소를 더 많이 고정할 수 

있도록 돕고, 반대로 침강 흐름은 이렇게 고정된 탄소를 심층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상승 흐름에 의한 식물 플랑크톤 

번성의 경우에는 mesoscale 현상과 연관된 번성 특성을 인공위성으로 쉽게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대표적인 연구로는 McGillicuddy et al. (2007)으로 북대서양 중규모 eddy내에

서의 상승 흐름에 의한 식물 플랑크톤 번성 기작에 관한 관측 결과가 있음.

eddy 위에서 부는 바람은 eddy의 회전하는 해류 성분과 연관되어 해표면 바람

의 응력이 eddy 회전에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wind stress curl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eddy 내부에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게 됨. 이 상승 

흐름이 심층에 존재하는 영양염을 유광층으로 끌어올려 eddy 내에서 식물 플

랑크톤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임(그림 4-3-2). 또한  eddy 내부

와 바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가는 바람의 안정도가 달라짐으

로써 바람의 발산과 수렴이 발생하여 eddy 주변부 즉 전선역에서 상승 혹은 

하강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됨. 이러한 수직 운동 역시 식물 플랑크톤 번성

에 기여할 수 있음(그림 4-3-2)

[그림 4-3-2] (위) 북대서양 warm eddy 내에서 선박으로 관측한 Chl-a 

concentration (McGuillicuddy, et al., 2007), (아래) warm eddy 주변부에서의 

수직 흐름 모식도 (Mahadeva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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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North Atlantic Blooming Experiment (NAB)가 북대서양 subpolar 지역

에서 실시되었음. 이 관측 프로그램에서 Lagrangian float, underwater glider,

Argo float 등과 같은 첨단 무인 관측기기가 활용되어 전선역에서의 봄철 플랑

크톤 번성 현상에 대해 관측이 실시됨

○ Lagrangian float들은 혼합층 내에서 water parcel을 쫓아가도록 고안되었으며 

동시에 underwater glider가 이 float들을 따라가면서 단면 관측을 수행하였음.

float와 glider는 시간에 대해 3차원으로 수직 그리고 수평 혼합을 측정하고,

중요한 탄소 순환 관련 요소들과 변화량을 측정하였음. 식물 플랑크톤과 유기 

탄소량은 광학 센서와 산소 측정 센서들을 통해 정량화하였고, 또한 자외선을 

활용한 질소 센서를 탑재함으로써 정확한 생물 생산량 측정이 가능하였음. 기준

수심 관측과 관측 기기간의 상호 일관도 조사, 그리고 해수 샘플 조사를 통해 

무인 관측 기기에서 얻어진 관측값들을 보정하고 검증하였음.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을 통해 관측된 조건에 맞춰서 샘플링 방법을 유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관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음

○ 관측은 2008년 8월 부반부에 봄철 번성이 일어나기 진적에 시작하여 7월 초순

까지 진행되었음. 식물 플랑크톤의 일차 생산성과 탄소 플럭스는 용존 산소량,

질소량 및 생물량 프록시의 변화를 통해 추산되었으며, 수평 및 수직 혼합의 

효과를 관측치를 바탕으로 보정하였음

○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science 논문에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

는데, Mahadevan et al. (2012)는 북대서양에서 나타나는 봄철 번성 현상이 

sverdrup theory에서 제시한 번성 기작과 비해서 시기적으로 좀더 빠르게 일

어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음. sverdrup theory는 겨울철 buoyancy forcing과 

wind forcing의 영향으로 혼합층이 두꺼워지고, 두꺼운 혼합층 내에 혼합 과정

이 강하게 일어남에 따라 식물 플랑크톤이 쉽게 번성하지 못하지만, 겨울철에 

심층에서 올라온 영양염이 풍부한 상태로 봄철이 되면서 수층이 안정화되어 

식물 플랑크톤이 유광층 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을 때 번성이 일어난다는 

기존의 학설임. 그러나 실제 관측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학설에 기반하여 유추한

번성 시기보다 수 주일 일찍 번성이 일어남이 밝혀졌는데, 관측 결과 중규모 

전선역 부근에서 이러한 이른 번성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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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adevan et al. (2012)는 NAB 관측 결과와 수치 모형을 통해 전선역에서 

발생하는 submesoscale eddy가 중규모 전선을 relaxation 시키는 과정에서 전선

북쪽의 두꺼운 혼합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재성층화 시키면서 buoyancy

flux에 의해 봄철로 가면서 표층이 안정화되는 것보다 더 빨리 안정한 층을 

형성함으로써 식물플랑크톤 번성을 조기에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음. 이러한 전선역에서의 조기 번성은 전지구 총 일차 생산성을 유추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과이며, 또한 기존의 기후 모형에서 이러한 전선의 재안정화 

과정에 기여하는 submesoscale eddy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전체 탄소 

순환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4-3-3] (왼쪽) North Atlantic Blooming Experiment에서 관측된 조기 

봄철 번성 현상. 색깔로 표시된 것은 Chl-a concentration이며, 실선은 

potential density 임. (오른쪽) 중규모 전선역에서의 재안정화 과정의 모식도 

(Mahadevan et al., 2012)

○ 이러한 최근 결과와 연관되어 전선역에서의 식물플랑크톤의 번성은 보다 효율

적인 탄소 침강과 직결될 가능성이 있음. Thomas et al. (2010)은 동해 subpolar

front에서 relaxation 과정 뿐 아니라 frontogenesis 과정도 침강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음. 전선을 따르는 바람이 불 경우 이 바람에 의한 

nonlinear ekman transport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전선이 강화되는 

frontogenesis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때 전선역의 등밀도선이 수직으로 일어

나면서 Potential vorticity가 음의 값을 갖게 됨. 전선역을 가로지르는 방향으

로 발생한 Potential vorticity 경도는 submesoscale intrathermocline eddy를 

형성하면서 등밀도선을 따라 전선역 남쪽으로 섭입되는 과정이 생기며 이때 

표층에서 고정된 탄소가 심층으로 이동할 수 있음. 또한 바람이 불어서 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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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기 내부파가 형성되면, 이 내부파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선역이 relaxation

되는데 이 때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전선역에서 위상의 변형이 생기면서 비지

형류적 수직 흐름이 만들어지게 됨. 이 흐름 역시 전선역 남쪽으로 표층 해수

가 섭입되는 침강류가 만들어 지는데, 이러한 침강류도 유광층 내의 탄소를 

심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작이 됨

○ 또한 Nagai et al. (2006)는 전선역 위를 지나는 바람이 수직적으로 전선역 남

쪽과 북쪽에 turbulent mixing을 강화시키는데, 남쪽이 북쪽보다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의 경우 더 쉽게 혼합이 발생함. 이런 이유로 북쪽의 

potential vorticity가 감소하게 되어 전선역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potential

vorticity gradient가 증가하면, submesoscale eddy가 형성되면서 전선역이 불

안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submesoscale eddy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

로 표층의 해수를 심층으로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이러한 전선역의 독특한 수직 운동 들은 표층에서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고정된

탄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심층으로 전달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아직까지 전선역에서의 이런 과정을 실제 관측한 예는 아직 

없고, 더구나 이러한 수직 운동에 따른 탄소 플럭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함. 따라서 전선역에서 무인 관측기를 활용한 종합 연구는 

전지구 탄소 순환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4-3-4] (a) 동해 subpolar front에서의 염분 (b) Chl-a concentration. 

검은색 실선은 inverse method로 계산한 ageostrophic secondary circulation으로 

submesoscale flow를 나타냄. 검은색 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물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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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동해 중규모 전선역에서 eddy-driven subduction의 물리적 과정의 이해

○ 전선역에서 혼합층으로부터 심층으로 전달되는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의 

이동 경로를 파악 

○ 중규모 전선역에서 eddy-driven subduction에 의한 수직 탄소 플럭스를 정량화

○ 중규모 전선의 통계적 특성 및 submesoscale eddy-driven subduction의 통계적 

특성을 규명 

3.3.2. 연구 내용

○ 간단 수치 모형을 통한 전선역의 수직 순환 연구

- heatflux에 따른 전선역 수직 순환 실험

- along-frontal wind stress 및 local wind stress curl forcing에 따른 전선역 변동 실험

- 준관성주기 내부파에 따른 전선역 ageostrophic secondary circulation 특성 연구

- 가상 Lagrangian float를 모형에 투하하여 ageostrophic secondary circulation 연구

- 수치 모형 결과를 토대로 정밀 관측 계획 수립 

○ 해양 무인기를 활용한 동해 중규모 전선역에서의 종합 관측 

- 바람의 변화에 따른 중규모 전선역의 변동 관측

- high frequency 관측을 통한 준관성주기 내부파의 전선역 부근 위상 변화 측정

- 해양 무인기에서 측정 가능한 염료를 투하하여 추적 실험 

- 해색, 해표면 수온, 해표면 고도 등의 자료를 활용한 관측 기간동안의 중규모 전선 

변동 분석

- 수중 글라이더 및 플로트를 활용한 수평/수직 혼합 계수 측정

- 전선역에서 수중 글라이더 및 플로트를 활용한 물리 변수 및 생화학 변수 관측

○ 전선역 물리적 과정과 연관된 탄소 플럭스 산출을 위한 자료 분석

- inverse method를 활용한 ageostrophic secondary circulation 계산 

- 바람 방향에 따른 전선역에서의 Ertel vorticity 변동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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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플럭스 정량화 및 물리적 침강 속도와 비교 연구 

- 봄철 및 가을철 번성 시기에 따른 전선역 탄소 플럭스 및 물리 과정과의 연계성 분석

3.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전선역 수치 모형 

실험 연구

○ 해양 무인기 준비 

작업

○ 생화학 센서 검교정

작업

- 전선역을 모사한 수치 모형 준비 

- 다양한 forcing 환경에서 전선역에 발생하는 

ageostrophic secondary circulation 분석

- 수중 글라이더 및 Argo 플로트 도입, 준비 및 사전 테

스트 작업

- 생화학 센서 선정 및 도입

2차

년도

○ 전선역 수치 모형 

실험 연구

○ 글라이더 시험 투하 

○ 관측 실험 계획 수립

- 준관성주기 내부파와 전선역 수직 순환 역학 관계 해명

- 수치 모형 내에 가상 Lagrangian particle를 이용한 

ageostrophic secondary circulation 연구

- 동해에서 글라이더 시험 투하

- 수치 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관측 실험 계획 수립

3차

년도

○ 동해 전선역 종합 

관측 실험 (1차)

○ 생화학 센서 탑재 

시험 운용

- 동해 울릉 분지에서 플로트와 글라이더를 활용한 관측

실험 실시

- 생화학 센서를 탑재한 해양 무인기의 24시간 시험 운용

- 관측 자료 처리 및 실험 계획 수정 보완

- 선박 관측 자료와 비교 검정

4차

년도

○ 동해 전선역 봄철 

종합 관측 실험 (2차)

○ 남극해 전선역 종합

관측 실험 (1차)

○ 동해 전선역 가을철

종합 관측 실험 (3차)

- 플로트, 글라이더, 특수 뜰개 등 전선역 장기 종합관측

수행

-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

- 남극해 전선역 종합 관측. 플로트 및 글라이더, 계류선

관측을 활용 

- 물리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한 secondary circulation 추산

- 생화학 자료 처리 및 초기 분석

5차

년도

○ 남극해 전선역 종합

관측 실험 (2차)

○ 동해 관측 및 남극해

관측 자료 분석

- 남극해 전선역에서의 2차 종합 관측 수행

- 전선역 secondary circulation의 역학 분석

- 관측 자료 분석 및 종합을 통한 탄소 플럭스 산출

- 중규모 전선의 통계적 특성 분석 



Ⅳ. [세부과제Ⅰ] 동해 Argo 활용 연구

49

3.4. 추진전략

○ 천해용 및 심해용 글라이더 5기, 이리듐 Argo 플로트 10기 (이 중 2기는 

EM-APEX), 각종 생화학 센서 (산소, 탄소, 질소, Chl-a) 및 물리 센서 (CTD,

ADCP, turbulent)를 전선역 실험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도입(그림 4-3-5). 기상 

조건은 superstation이나 기상청 부이의 기상 자료를 활용

○ ROMS를 활용한 수치 모형을 셋업하고 wind stress forcing field 및 heat flux

field 등을 준비하여 전선역에서의 수직 순환 특성 연구를 위한 수치 실험 실시

○ 수치 모형 결과를 토대로 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울릉 분지 주변 내에서 관측 

해역을 선정

○ 이리듐 Argo 플로트 3기는 상층 100m 이내를 빠르게 관측하고, 글라이더 3기는 

교차하며 플로트를 추적하여 전선역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단면 관측(그림 

4-3-6). Argo 플로트는 배경 해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고 Quasi-

Lagrangian 방법으로 glider 관측을 수행을 계획. turbulent mixing 관측은 

glider와 EM-APEX 형태의 이리듐 플로트 (1기)로 동시 관측 수행. 종합 실험

이 끝난 후 Argo 플로트는 종래의 미션인 7일이나 10일에 한번 관측을 수행

하는 모드로 변경

○ 생화학센서는 주로 글라이더에 탑재하여 가능한 한 2세트가 동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리듐 플로트에 탑재할 가능성도 있음. 추후 

센서값을 교차 비교하며, 선박에서 샘플링한 자료와 비교 검증. 관측 기간은 

대략 1주일 정도로 Argo 플로트 타입을 제외하고는 EM-APEX와 글라이더 회수.

초기 관측의 경우 생화학 센서를 탑재한 글라이더는 24시간 테스트 관측을 먼

저 수행

○ 전선역에 글라이더와 플로트에 장착된 optical sensor로 감지할 수 있는 염료

를 선박 이용하여 투하한 뒤 24시간 혹은 48시간 염료 추적 관측

○ 동해 전선역 관측은 총 3번에 나눠서 진행하며 처음은 물리 관측 위주로 중규모

전선역에서의 submesoscale 현상에 집중하며, 해양 무인기 관측 시스템 검증 

및 생화학 센서 관측 시험을 목적으로 함. 나머지 두 번은 봄철 번성 시기와 

가을철 번성 시기로 나누어 본격적인 종합 관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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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해 전선역 관측은 총 2번에 걸쳐서 진행하며 같은 해역에 봄철 번성 시기

에 맞춰 서로 다른 해에 관측을 수행  

 

[그림 4-3-5] 해양 무인기 및 물리/생화학 센서 

(위왼쪽) Iridium float (위중간) EM-APEX (위오른쪽) Slocum electric glider (중간왼쪽) 

MicroRider turbulence sensor (중간) Optical backscatter (중간오른쪽) Nortek Aquadopp 

ADCP (아래왼쪽) UV spectral nitrate sensor (아래오른쪽) CTD&Oxygen sensor 

3.5. 기대성과

○ 배를 활용하여 관측하기 어려운 물리적 과정과 생지화학 과정의 연결 고리를  

해양 무인기를 활용하여 밝힘으로써 해양의 중규모 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 해양의 이산화탄소 고정에 있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음.

그 뿐 아니라, 해양이 전 지구 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및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교환, 산소 budget, 그리고 짧은 스케일을 갖는 해양 섭입 과정들

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보다 중요한 점은 중규모 전선역 

혹은 중규모 소용돌이가 전 지구 탄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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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탄소를 해양 심층

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이러한 산출 결과는 기후 

예측 모형 및 생화학 결합 모형을 검증하고 예측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며, 특히 생태계 모형에 관련된 주요 파라미터들을 보다 현실적인 값

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그림 4-3-6] 대서양에서 2008년 춘계 대번성 모니터링용 수중글라이더 관측 궤적

○ 또한 동해 전선역에서의 집중 관측을 통해 동해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발전

시키는 계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극해에 유사

한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해양 연구의 범위를 대양으로 쉽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임

○ 무인 관측 기기인 글라이더와 플로트를 종합 활용한 관측 실험은 심화된 해양 

무인기의 운용 기술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국가 해양 관측망 

구축에 있어 기여할 수 있음.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검증한 센서와 글라

이더의 조합은 새로운 관측 장비를 만들어내는데 기초가 되므로, 새로운 기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센서-글라이더 조합만으로도 해외 장비 시장에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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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세부과제Ⅱ] 남극해 Argo 활용 연구 

1 남극해 P16지역 물리/생지화학 연구 프로그램

1.1. 연구의 필요성

○ 남극해는 수평적으로 남극순환해류(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ACC)에 

의해서 전세계 바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그림 5-1-1a), 남북 방향으로

는 수층 내부 급격한 경사를 가진 등밀도선에 의해서 극지방의 표층부터 저위도

의 심층까지 연결함(Rintoul et al. 2001). 따라서, 대기 변동의 영향으로 형성

된 남극해 표층 변동은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평적으로 전세계 바다와 

수직적으로 저위도 심층까지 전파됨 

○ 남태평양 150°W를 따라 관측된 P16 해역은 이러한 수평 순환 및 심층 순환의 

변동을 관찰하는데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그림 5-1-1a). 단면의 남쪽에 

위치한 로스해 환류(Ross Sea Gyre)에서는 해수 중 가장 무거운 남극바닥수 

(Antarctic Bottom Water, Orsi et al. 1999)가 표층에서 형성되고 침강하여 심층

자오면 순환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을, 단면의 북쪽에 위치한 

SAF(Subantarctic Front, Orsi et al. 1995) 북쪽 방향으로 남극중층수 (Antarctic

Intermediate Water, Talley 1996)가 침강하여 중층 자오면순환을 형성함. 이 

두 개의 심층 중층 순환이 전세계 해양 컨베이어 벨트(Ocean Conveyer Belt)

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극에서의 조금만 기후 변동은 전세계 바다에 영향

을 미침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남극 대륙 주변의 일부

에서 해빙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 해빙의 감소는 기온 및 

수온의 증가와 함께 상당량의 담수의 유입을 뜻하는 것이며, 침강 해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침강 해수의 밀도 감소를 유발함(Wong et al. 1999; Johnson

and Doney 2006; Purkey and Johnson 2012; Sloyan et al. 2013). 이는 전체적

인 자오면순환의 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열, 염분의 효과

적인 전달을 늦출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의 농도를 낮추던 그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저하될 수 있음을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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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함. 이렇게 형성된 positive feedback으로 인해 미래에 온난화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이 해역에서의 최초의 관측은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WOCE)의

일환으로 1992년에 이뤄졌으며, 이 후 WOCE의 후속 사업인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CLIVAR)의 일환으로 2005년에 반복하여 관측되었음. 1992년

관측 이후 물성 분성을 통한 아남극모드수(Subantarctic Mode Water), 남극 

중층수 및 바닥수의 존재와 이 해역에서의 ACC 전선들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연구되었음. 2005년 재관측 이후로는 바닥수의 변화(Johnson and Mecking

2007; Downes et al. 2012; Sloyan et al. 2013), CFC12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중

층수 총량의 변화(Waugh et al. 2013)가 연구되었음

○ 12년의 차이를 두고 이뤄진 단 두 번의 해양 관측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관측

결과를 선형적 변동을 가정하여 이해하려 하였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현재 남

극해의 기후 변동이 가속화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가속화된 변화가 장기간

해양 내부 진동의 영향에 의해서 조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서 향후 관측

을 통해서 비선형적인 장기 변동의 연구가 필수적임. 따라서, 향후 P16해역에

서의 현장 관측을 통해서 얻어질 물성 변화를 기존의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

써 본 연구의 일차적 목표인 남태평양에서의 장기간 기후 변동 mechanism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그림 5-1-1] (a) 남극해에서의 ACC 전선의 수평 분포 및 P16 관측선의 위치, (b)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존재하는 ARGO 자료를 통해 얻어진 수심 1000db에서의 해류의 수평 분포도. 

회색으로 채워진 부분은 해저지형(Smith and Sandwell, 1997)이 2,500m보다 낮은 지역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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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a) SAF, PF 그리고 sACCf의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위치와 (b)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동일한 기간 동안의 총 이동 거리.

각각의 점은 student-t 실험을 통하여 95%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 P16해역에서의 현장 관측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음. 무엇보

다도, P16의 남쪽인 Ross 해는 장보고 기지로 들어가는 아라온호의 남극항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추가의 비용 없이 반복되는 관측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지형학적으로 본해역은 ACC 전선들이 Eltanin/Udintsev Fracture Zones이라는

해저지형에 따라 수렴하는 해역으로, 아한대 환류와 아열대 환류의 완충지대

의 역할을 하는 ACC의 남북방향의 폭이 가장 좁음. 이는, 세 개의 다른 특성

을 가진 해역을 가장 짧은 거리 내에서,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측할 수 

있음을 의미함

1.2. 국내외 연구동향

○ 정압류인 ACC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되어졌다고 알려져 왔음. 남극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써, 편서풍은 최근 1960년대 이후로 1990년대 후반까지 극

지역에서의 오존 감소와 저위도에서의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하여 극 방향으로

수축하고 그 크기가 심화되었음(Marshall 2003). 바람의 변화로 인하여 해양 

순환류 또한 이론적으로 그 크기가 강화되며, 그 중심 위치가 극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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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졌을 것이라 예상되었음. 실제로 대기와 해양 연계 수치 모델에서 동일한 

결과가 관측되었음(Hall and Visbeck, 2002)

○ 그러나, Kim and Orsi (2013, submitted)가 제시한 위성 해수면 자료를 이용하여

ACC 전선을 위치 추적한 결과, 남서 인도양의 경우 최근 약 20년 동안 ACC

전선들이 예상대로 지속적으로 극방향으로 이동하였으나, 남서태평양의 경우

에는 그 경로에 있어서 남북방향의 변동은 크지만 그 어떠한 유의성을 가진 

이동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음(그림 5-1-2). 흥미롭게도, P16 근처 해역에서 

SAF(그림 5-1-2b의 빨간선)은 통계적으로 95% 유의도를 가지고 약 30km 가량 

적도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되었음

○ 동일한 현상, 즉 ACC 전선들의 북쪽 이동이 1992년과 2005년의 반복 관측에

서도 드러났음. 두 연속 관측에서의 염분(a)과 수온(b) 변화를 그린 그림 5-1-3

에서 수직의 점선은 2005년의 경우를 실선은 1992년의 경우의 전선의 위치를 

나타냄. SAF와 PF(Polar Front)가 약 50km 가량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sACCf

(Southern ACC front)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ACC가 약 13년 동안 50km가량 북쪽으로 팽창하였음을 보여줌. 그 결과 ACC

내에서의 등밀도선(그림 5-1-3에서 검정색선)이 하강하였으며, 이로 인해 ACC

system 내의 해수면이 4.28cm 가량 낮아졌음(그림 5-1-4b). 이는 이론적으로 

예상되었던 것과 반대로 ACC의 전체 수송량이 이 해역에서 감소하였음을 뜻함

○ 반면, P16해역의 북쪽에 위치하는 STF(Subtropical Front)의 위치는 1992년에

는 P16 관측선 내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가 2005년에는 46번 정점에서 관측

되었음. 이는 STF가 13년의 시간동안에 약 100km 이상 남쪽으로 이동하였음

을 의미함

○ 종합적으로, ACC 북쪽으로 50km 팽창하였으며 STF가 남쪽으로 100km 가량 

이동함으로써, 중간에 위치하는 남태평양 아열대 환류 (Pacific Subtropical

gyre)가 동일한 기간 동안 남북방향으로 약 150km 가량 수축하였다고 결론지

을 수 있음. 이 기간 동안 환류내에서 해수면이 6.5cm 상승하였으며, 남태평양 

환류의 속도가 증가 (spin-up)하였음

○ 동일한 해수면 상승이 1992년 이후 매주 관측되는 인공위성 해수면 자료를 통해

서도 관측되었음(그림 5-1-5b). Roemmich et al. (2008) 12년의 기간 동안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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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20% 정도의 spin up을 보고하였으며, 바람장의 변동을 그 주 원인으

로 제시하였음. 바람장 변동이 남반구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spin-up이 대서양과 인도양의 아열대 환류에도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

였음.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림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태평양 아열대 환

류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규모의 해수면 및 수온 상승은 관측되지 않았음.

특히, 남태평양 아열대 환류 중앙에서 관측된 최대 0.65°C/10yr 이상의 수온

상승(그림 5-1-5a, Kim et al. submitted)은 다른 어떤 해역에서도 발견되지 않

았음. 이는 해수면 상승 및 환류의 spin up이 바람장의 영향이 아닌 남태평양 

내에서의 국지적인 해양변동 mechanism에 의한 결과일 수 있음을 암시함

[그림 5-1-3] 1992년과 2005년에 관측된 P16 단면에서 (a) 염분과 (b)수온의 차이

수직으로 그어진 선은 1992년(실선)과 2005년(점선)에의 ACC 전선의 위치를 표현한 것임. sACCf

의 경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으며, 1992년에는 STF가 본 단면의 북쪽에 위치하였음. 검정

색선은 위부터 27.0, 28.0, 28.27, 그리고 28.0kg/m3 등중립밀도선 (neutral density)을 뜻하며, 

AASW(Antarctic Surface Water), AAIW, AABW, HSSW(High Salinity Shelf Water)의 경계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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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a) 지형류 계산을 통해서 얻어진 1992년 (파란색)과 2006년 (빨간색)에서 

관측지점별 수송량(막대그래프). 총 누적 수송량 (실선과 점선)과 그 둘 사이의 차이 

(검정색 실선). (b)는 계산된 역학적 고도임

○ 그림 5-1-3은 이를 일부 증명함. sACCf와 SAF사이 표층에서 관측된 저염/고온

이상이 SAF 북쪽에서 수심 1,000m 이상 깊은 곳으로 침강하여 아열대환류의 

중층수부분의 변동을 일으킴. 아열대환류지역의 전체 해역을 수심별로 평균할 

때, 1,250m 깊이에서 평균 -0.03의 염분 감소가, 수온의 경우 1,000m 깊이에서 

+0.32°C의 상승이 관측되었음. 이는 SAF 북쪽에서 표층 해수가 침강하여 수심

1,000m 깊이에 위치하는 남극 중층수가 과거에 비하여 수온이 상승하였으며,

염분이 감소하였음을 뜻함. 수온 상승과 염분의 감소는 동시에 열염분팽창을 

일으켜서 해수면 상승을 일으킴. 반면, ACC 영역에서는 전선의 북쪽으로 이동

함으로써 ACC 전체 수온이 감소하고, UCDW(Upper Circumpolar Deep Water,

28.0kg/m3 보다 밀도가 낮은 해수)의 수층에서 염분이 확연히 증가했음. 이는 

열염분수축을 일으켜서 해수면 하강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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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기존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P16관측선을 포함한 남태

평양에서의 해수면의 장기 선형 변화는 바람장의 변동에 의한 대기변동의 효과

이외에, ACC 전선의 이동으로 인한 물성의 변화 및 침강하는 AAIW의 물성 

변동이라는 해양학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음. 본 연구

프로그램은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5-1-5] (a) OISSTv2를 이용한 해양표층수온과 (b) AVISO 격자자료를 

이용한 해수면 높이의 선형 변동성

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반복 해양 관측 탐사를 통해 얻어진 물성의 기후 변동 분석을 위한 최적화된 

기후 분석 알고리즘 개발

○ P16해역에서의 연속 관측을 통하여 전선면의 이동과 해수의 물성의 장기변동

을 수치적으로 측정하여 남태평양 해역의 기후 변동의 mechanism을 제시

○ P16 대기 변동의 포괄적 이해를 위하여 수면온도, 바람장, 대기온도 등 해양 

대기 data base를 구축 후 해양-대기간 열수지 교환량 계산

○ WOCE 기간(1990년대)과 ARGO 기간(2000년대)의 관측 자료를 종합하여 기후 

격자자료를 구축 후 제시된 mechanism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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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6해역에서 제시된 mechanism이 다른 남극해역에서 적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기후 변동 분석 알고리즘을 대서양과 인도양 등 모든 해역에서의 얻어진 

반복 관측선에 적용하여 남극해 전체에서의 장기 기후 변동 모델 제시

1.3.2. 연구 내용

○ 반복 해양 관측 탐사에서의 기후 분석 알고리즘 제시

- 1992년과 2005년에 관측된 P16 해역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 자료를 보정한 후 수온,

염분, 용존산소, 밀도, PV(Potential Vorticity), 지형류, TS 분포도 등의 물리적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자동 알고리즘을 개발

○ P16 해양 관측

-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P16 해역에서 CTD (Conductivity/Temperature/ Depth)와 

LADCP (Lowered Acoustic Dopo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 해수의 물성 및 해류

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거의 물성 관측 자료와 비교 분석

- P16 해양관측 시에 ARGO profiler를 투하하여 Ross Sea 환류와 남태평양 아열대 

환류의 중층에서의 세기 측정

- 해양관측 시 표층 부이를 운용하여 표층에서의 순환 시스템 규명

- 남태평양에서의 환류 spin-up의 mechanism을 제시

○ 남극해에서의 해양-대기 자료 구축

- 해양 수면온도, 바람장, 대기 온도 등 해양 대기 database 구축 후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동의 시공간적 변화 이해

- 남극해역에 투하된 모든 ARGO의 궤도와 profile 자료를 통한 database를 구축한 

후 객체 내삽 방법을 통해 격자 기후 자료 개발

- WOCE 시기의 관측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과거의 격자 기후 자료 분석

- 관측치와 CMIP5 등의 기후변동 모델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을 검증 후 향후 미래 

기후 변동 예측

○ 대서양-인도양에서의 기후 변동 mechanism 제시

-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관측된 모든 반복 관측선에서의 관측자료를 확보하여 품질 

검사 및 보정하여 남반구 전체의 해수면 상승 및 수온 변화를 연구를 위한 표준화

된 데이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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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6에서 개발된 자동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해역의 기후 변동을 수치적으로 분석

하여 각 해역별 장기 기후변동 모델 제시

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P16 해역의 과거 관측 

자료 분석

○ 관측된 물성의 장기

간 변동을 분석하는 

자동 알고리즘 개발

○ WOCE 시기의 격자

자료 분석

- 연구 해역에서 기존 해양 물성 관측 자료 구축 후 

분석하여 해역 특성 이해

- 1992년과 2005년의 관측된 P16 자료를 통해서 물성

의 장기 변동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 남극 해역에 투하된 ARGO 자료 정리 후 독자적으

로 개발한 quality control system을 통해서 새롭게 

database를 구축 

- WOCE 시기의 관측자료를 이용한 격자자료 분석

2차

년도

○ P16 정선 관측을 통

한 해황 및 해류 탐사

○ 해양-대기 데이터베

이스 구축

- 아라온호를 운용하여 P16 해역에서 CTD/LADCP

관측을 통해 해수의 물성 및 해류를 탐사

- 1차년도에 분석한 과거 정선 관측 자료와 비교 분석

후 최근 30년간의 물성 변동을 수치적으로 제시

- ARGO와 surface drifter를 투하하여 중층과 표층

에서의 순환 시스템 규명

- 해양-대기 자료인 바람장, 해수면수온, 대기 온도의 

자료를 구축하여 열속을 계산하고, 각각의 데이터

에 대해 시계열 분석

3차

년도

○ P16 정선 관측 자료 분석

○ 남극 해역에 투하된 

ARGO의 database

구축

○ 남극 전선의 시계열 

변동성 연구

- 물성 변동이 환류의 세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ARGO database로부터 객체내삽법을 이용하여 기후

격자자료 구축 

- WOCE 기후 자료와 ARGO 기후 자료의 비교 분석

- 표층수온, 표층 해수면 자료와의 비교 분석

- 남태평양 아적도 환류에서의 spin-up mechanism제시

- 남극해역에서의 전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개발한 후, 기후 변동에 따른 전선의 변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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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4차

년도

○ 인도양/대서양에서의

정선 관측 자료 분석

○ 해양/대기 연합 기후

변동 모델 개발

-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관측된 모든 repeated section

의 관측자료 확보 및 품질 검사

- 남반구 전체의 해수면 상승 및 수온 변화를 연구를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확보

- P16에서 개발된 자동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해역

의 기후 변동을 수치적으로 분석

- 각 해역별 해양-기상 인자의 상호연관성 규명으로 

장기 기후변동 모델 제시

- 남반구 전체에서 관측으로 얻어진 대기/해양 자료 

시스템 구축

- 구축된 대기/해양 자료를 기후변동 수치 모델의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 대입

5차

년도

○ 기후 모델 결과를 통한

기후변동 mechanism

검증

○ 향후 미래 기후 예측

- 해양/대기 연합 기후 변동 모델의 결과를 관측치

를 통해 검증

- 모델을 통해 남극해역에서의 향후 미래 기후 예측

- 2단계 연구 장기 전략 수립

○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P16을 포함한 대서양

/인도양에서의 반복 

관측을 통한 지속적

인 해양변화 감시 및 

변동성 연구

- CLIVAR 국제 프로그램에 등록, 국제적인 공동 연구

를 통한 남극해역에서의 기후 변동 연구

- 대서양/인도양에서의 반복 정선 관측 수행

- Weddell/Ross 해의 대륙사면 내의 관측을 통하여,

AABW의 형성에 있어서의 물리적 기작 연구

- 대기변동으로 인한 AABW 변화 및 자오선 순환의

크기 변화의 정성적 관측

1.5. 기대성과

○ P16 해역은 남극해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는 지역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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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서 20년의 시간동안 ACC는 적도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태평양 아열대 환류가 수축하였음. 이 환류 중앙부에서는 과거 30년 동안 

남극해역 중에서 가장 급격한 수온 상승이 관측되었으며, 최근 12년 동안 약 

20%의 환류의 세기가 증가하였음. 지금까지 이 해역에서의 기후를 연구한 논문

에서는 이러한 변동의 원인을 대기 변동 즉 바람장의 회전 증가로 해석되어 

왔으나, 이는 최근 10년 동안 바람장의 세기가 약화된 것과 부합하지 않음. 본 

연구진은 바람장의 변동이 아닌 해양의 수직 순환에 있어서 변동, 즉 남극 중

층수의 물성 변동 및 해수 순환 변동이 본 해역에서의 특징적인 기후 변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제안하였음 

○ 일차적인 목표는 이 가설을 통해서 남태평양 해역에서의 기후 변동의 mechanism

을 설명하는 것임.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왔던 해양

중층 순환 시스템의 변동이 남태평양의 기후 변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최초로 밝히게 될 것이라 기대되며, 이 후 남극에서 이루어질 기후

변동 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진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라 확신함

○ 일차적 목표 달성 후, 남태평양 연구를 확장시켜 동일한 기술과 mechanism을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적용시켜, 다른 해역에서의 해양 중층 순환의 변동이 기후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시험할 것임. 또한, 얻어진 자료를 해양/대기

/빙하 연계 모델에 경계/초기 조건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해역

에서 제기한 기후 변동 mechanism을 검증할 예정임. 이 이차 연구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남극해의 기후 변동에 있어서 해양의 역할을 조명하는 계기를 가

져올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가 연구의 범위를 전 세계 기후변동으로 쉽게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본 연구를 국제공동 기후연구 프로그램인 CLIVAR에 등록하여 국제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해외 우수 과학자들이 본 연구

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또 국내의 젊은 과학자들 또한 외국의 관측 현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국의 우수한 해양 과학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 이는 미래의 극지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한 전문 연구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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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go 활용 남극해 UFZ 해역 남극순환류 연구

2.1. 연구의 필요성

○ 전 대양의 순환 시스템과 연결된 남극순환류(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ACC)는 지구상 가장 큰 해류로서 흐름의 축인 세 개의 전선을 형성하여 남극

대륙을 끼고 동쪽으로 흐르고 드레이크해협의 경우 약 135Sv의 수송량을 보여

주며 전지구 해양순환과 기후계에 영향을 미침(그림 5-2-1). 이러한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제약으로 ACC에 대한 해양과학 조사는 드레이크해협,

남아프리카 남부, 인도양 Kerguelen 섬 주변, 호주 남부 등에 국한되어 왔음.

Udintsev Fracture Zone (UFZ)은 최저 수심 약 2,500m 정도인 해저 산맥에 

해당하는 태평양의 East Pacific Rise와 남극해의 Pacific Antarctic Ridge의 경계

에 위치한 협곡으로 ACC가 통과하는 가장 좁은 길목에 해당함(그림 5-2-1, 그림

5-2-2)

[그림 5-2-1] 남극 순환류 모식도 (Orsi et al., 1995)

빨간 실선은 드레이크해협과 Udintsev Fracture Zone을 표시한 것으로 남극순환류가 가장 

좁은 폭으로 통과하는 해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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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남태평양과 남극해의 해저 지형 및 Udintsev Fracture Zone (타원 표시) 위치

○ 남극향 열속(heat flux)의 정량적 산출과 이동 과정에 대한 물리적 기작의 이

해는 해양내부의 에너지 이동과 및 기후계 역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 북극해의 경우 대서양으로부터 연결된 북향의 해류에 의하여 북극해 

해역으로 열이 직접 수송되지만 남극해의 경우 ACC는 오히려 극향 열속의 

벽 역할을 하고 있음. 그 동안 극향 열속의 기작으로 ACC의 사행이나 위치의 

위도 차이에 의한 이류 영향과 ACC 전선역에 형성된 소용돌이(eddy)에 의한 

기작이 극향 열속의 지배적인 기작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해저 지형의 

영향을 받은 해류의 수직구조(수심에 따른 유향 회전)가 새로운 기작으로 제

시 된 바 있으며 UFZ는 이러한 열속 기작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곳으로 인식

되고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극지연구소의 아문젠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면서 남

극향 열속의 물리적 기작의 연구를 목적으로 UFZ의 해양 조사를 기획하여 해

류계 설치 등 관측을 수행할 예정인 바, 보다 집중적인 해양 조사를 위하여 본 

ARGO 활용 사업의 기획을 추가하게 되었음 

○ 또한, UFZ 해역의 해양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해양물리학적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 ACC 순환 형태의 연구 : Pacific Antarctic Ridge의 영향으로 ACC와 Ross Sea

Gyre가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UFZ를 통과한 ACC는 아문젠해까지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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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대륙사면역까지 ACC 수괴가 영향을 주어 아문젠해 인접 빙하의 급속 해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정량적 분석에는 관측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표층 뜰개와 ARGO float를 이용한 라그랑쥐안해류 관측이 필요한 상태임

- ACC 수송량 변동성 연구 : UFZ에서 수송량 변동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태평양

으로 유입되는 ACC 수괴의 해수가 남태평양 서쪽과 동쪽에서 어느 정도인지의 

이해가 가능하고 드레이크해협에서의 수송량 변동성과 비교하여 ACC 변동 연구에

진전이 있을 것임

- 심층수의 이동 경로 파악 : 남극대륙 대륙 주변에서 형성된 고밀도의 저층수가 태

평양 심층으로 이동되는 경로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관측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만일 이동 경로로 확인 될 경우 유입량 산출 등 태평양 심층수

순환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2.2 국내외 연구 동향

2.2.1. UFZ 부근의 현 ARGO 자료의 상황 특성

○ 그림 5-2-3은 에 현재 ARGO float 분포도에서 Pacific Antarctic Ridge(붉은 실선)

의 동쪽에는 float가 전혀 없어 지형에 의한 자료 공백 해역임을 알 수 있음.

로스해순환과 관련된 자료 확보와 ACC가 UFZ를 통과한 후 자료 확보를 위한

ARGO float 투하 실험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음

 

[그림 5-2-3] ARGO floats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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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UFZ 실험 개요

○ UFZ 해양실험은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이용하여 다국이 참여하는 해양물리 중심

의 관측으로 남극행 열속기작 연구를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극지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아문젠해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UFZ와 드레이크해협 사이의 해역에서

순환 모식도를 생산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음. UFZ 실험의 내용 개요는 다음

과 같으며 그림 5-2-4에 현재 상황을 요약하였음

- 해류계 계류 : 3지점 (프랑스  LOCEAN 2, KIOST 1)

- Current-Pressure Inverted Echo Sounder 계류 : 15지점 (미국 URI)

- Surface drifter 투하 : 30개/년 (AOML/NOAA 제공, KIOST 투하)

- CTD/LADCP 조사 : 16지점 (해류계 및 CPIES 투하 지점 포함)

- ARGO floats : 본 사업 기획 

-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 : AVISO 특별 자료 처리 (프랑스 LOCEAN)

- 순환 모델 : 한-유럽 공동 연구사업으로 추진 기획중

[그림 5-2-4] UFZ 실험의 기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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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목표 및 내용

2.3.1. 연구 목표

○ 아고 플로트의 지속적 투하와 남태평양 Udintsev Fracture Zone 해역의의 심층

해류 거동 이해

○ Ross Sea Gyre 의 순환형태 이해

○ 남극향 열속 기작 연구

○ 국제공동조사 프로그램에 국가 종합해양연구원으로서 적극적 기여

2.3.2. 연구 내용

○ Udintsev Fracture Zone (UFZ) 해역 아고 플로트의 투하

- 특별조사 관측시 일반아고/deep 아고 병행 투하

- 평년 5대 규모 일반 아고 UFZ 해역 인근 투하 

○ UFZ 해역 심층 순환 궤적 분석 

- UFZ 통과 전후의 ACC

- Ross Sea Gyre

○ Deep 아고 실험 (별도주제로 기술함)

- 아고 통과 해역에서 남극 중층수 및 저층수 분포 여부 파악 

- 남극 저층수의 UFZ 통과와 관련된 자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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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연구해역 예비 조사 

- UFZ 실험 해류계 조사 참여

- UFZ 해역의 물성 분포 및 유동 상태 파악 

(기존 아고 자료 분석)

2차

년도
○ 아고플로트 투하  

- UFZ 실험 일환 (UFZ 서쪽 해역)

- 특별투하와 연계

3차

년도
○ 아고플로트 투하 - UFZ 실험 해류 자료와 연계 해석

4차

년도
○ 아고플로트 투하

- UFZ 해역 및 Ross Sea Gyre 북쪽 경계 해역 투하

- 해저 지형에 의한 심층 순환 분리 관측

- P16단면 특별조사와 연계조사

5차

년도
○ 아고플로트 투하

- UFZ 해역 및 Ross Sea Gyre 북쪽 경계 해역 투하

- UFZ 해역 심층 순환도 작성 

○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UFZ 해역의 해수 물성

장기 변동 경향 파악

- UFZ 해역 및 Ross Sea Gyre 북쪽 경계 해역 투하

- 표층 뜰개 자료와 연계 해석

- 기후변화에 따른 남태평양 심층 해수 물성의 장기 

변동성 분석 (심층 온난화 경향의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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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추진전략

○ 남극해 UFZ 해역에서 아고 플로트를 매년 지속적 투하하여 국제 아고 사업에서

남극해 분야 기여 수준 5% 유지

○ 보다 새로운 아고 통신방식을 채용(Argos 3 혹은 Iridium)을 통해 자료송신을 

위한 해표면 체류시간을 40분 이내로 유지하여 2014년 투하하는 아고플로트의 

궤적 정확도 유지

○ 국제 아고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고자료 활용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2차내지 4차

년도 특별해역 관측 프로그램시 Deep 아고 병행 투하 고려

○ UFZ 해역의 고정점 관측 유지와 병행하여 해양과학기술원의 남태평양/남극해

연구 핵심 해역으로 관리

○ 2-4차년도 중에 국내아고 프로그램 활성화와 아고연구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국제워크샵 내지 Argo관련 국제회의 유치 노력

2.5. 기대성과

○ 장기 관측자료에 기반한 남태평양 UFZ 해역의 심층 순환 특성 이해 등 학술적 

성과 기대 

○ 향후 3~5년내에 장기 아고 관측결과에 기반한  UFZ 해역의 해류 순환도 작성 

예상 (표층 뜰개 자료 병용)

○ 국내 아고자료 연구 활성화 촉진 

○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이슈와 국제공동조사에 국내 종합해양연구소로서 해양

과기원의 능동적 참여 및 국가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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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ep Argo 활용 남극해 심층 해수 특성 변동성 연구

3.1. 연구의 필요성

○ ARGO 프로그램은 약 3,500여개의 ARGO 부이로 전 세계의 바다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일반적인 ARGO 부이는 10일 간격으로 2,000m 혹은 이보다 얕은 

수심까지의 수온, 염분의 연직 프로파일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 세

계 해양의 상층 및 중층의 해수 특성 변동성을 모니터링 하는 성공적인 국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하지만 최근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의 변화 중 눈에 띄는 현상은 해양 심

층의 수온, 염분 변화와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효과임(그림 5-3-1). 따라서 

ARGO 프로그램이 진정한 전 세계 해양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심층의 해수 특성 변동 모니터링으로 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고 있

는 실정임

○ 하지만 전 세계 해양의 모든 ARGO 부이를 심층부이로 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기에, 특별히 해수의 대류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남극해에 투입되는 

ARGO 부이의 관측 수심이 현재의 2,000m에서 더 깊은 심층으로까지 확대된

다면 기후변화에 기인한 심층 해수 특성의 변동에 따른 전 세계 바다의 열수지

및 담수 변동성 및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의 영향 까지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심층 ARGO 부이를 이용한 남극해 심층 해수의 수온, 염분 관측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는 최근 기후변화와 연관하여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전 지구 해양

순환 및 해빙 변동 예측 모델링의 중요한 검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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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a) 4000m 이상 심해에서 관측된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평균 열수지. 

(b) 심해 열수지 변동에 따른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평균 해수면 상승

3.2 국내외 연구 동향

○ 국외에서는 미국, 일본 및 프랑스에서 심해용 ARGO 부이를 계발하고 있으며 

최근 실용화 성공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Teledyne Web Research

에서 주도적으로 심해용 ARGO 부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4,000m

관측에 성공하였고 2013년 2월에는 6,000m까지 관측이 가능한 심층 Argo부이

를 개발하여 현장관측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음(그림 5-3-2)

○ 일본의 경우는 일본해양과학개발기구(JAMSTEC)에서 심해용 ARGO 부이를 

차체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부이를 개량하여 4,000m 수심까지 관측이 가능한 

부이를 2012년 8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실제 현장관측에 성공하였다고 보고

하였음(그림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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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Teledyne Web Research에서 개발한 4,000m 심해용 ARGO부이

[그림 5-3-3] 일본해양과학개발기구(JAMSTEC)에서 개발한 4,000m용 ARGO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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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목표 및 내용

3.3.1. 연구 목표

○ 남극해 주변 Antarctic Bottom Water의 중장기 변동성 모니터링 및 변동 메카

니즘 이해

○ 남극해 해역 해양혼합 모수화 및 모델에의 적용

○ 남극해 주변 해양순환 및 탄소순환 재현을 위한 모델 검증 자료 축적

3.3.2. 연구 내용

○ 남극해 주변 Antarctic Bottom Water의 중장기 변동성 모니터링 및 변동 메카

니즘 이해

- 기존 이용 가능한 관측자료와 심해용 ARGO부이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심해용 

ARGO부이 자료의 보정

-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한 Antarctic Bottom Water의 중장기 변동성 도출 및 

그 변동 메카니즘 이해 

- Antarctic Bottom Water의 변동성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의 심해용 ARGO 부이 투

입점 및 투입시기 도출 및 이를 통한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남극해 해역 해양혼합 모수화 및 모델에의 적용

- 심해용 ARGO 부이 자료를 이용하여 남극주변 심해의 해양혼합 모수화 

- 자료로부터 도출한 해양혼합 계수를 적용하여 남극해 주변 해양-해빙 도델에 적용

하여 해양혼합 계수 변화에 따른 모델 성능 검증

○ 남극해 주변 해양순환 및 탄소순환 재현을 위한 모델 검증 자료 축적

- 심해용 ARGO 부이에 해수 중 용존 탄소 센서를 장착하여 표층부터 심층까지 탄소

분포 측정

- 남극해 주변을 포함하는 해수순환 모형의 검증 자료 제시 및 축적

- 검증한 해수순환 모형을 이용한 탄소순환 재현 검증자료 제시 및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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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심해용 ARGO 부이 

도입 및 성능 테스트

- 심해용 ARGO 부이 성능 조사 및 도입

- 부이에 추가장착 가능한 생지화학 센서 조사 및 도입

- 현장 관측을 통한 부이 성능 테스트 및 센서 정밀도 검증

- 남극해 주변 해역의 기존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2차

년도

○ 남극해 주변 현장 

관측 투입

- 남극 주변 해역의 기존 관측자료 분석 결과 및 해양-

해빙 접합 모델 결과를 이용한 심해 ARGO 부이 최적

투입점 

- 심해용 ARGO 부이의 투입 및 실시간 자료 획득 시작

3차

년도

○ 심해용 ARGO 부이 

자료의 축적 및 자료

분석 수행

- 심해용 부이 실시간 획득자료 보정 방법 개선 및 자동

운용 시스템 개발

- 획득 자료와 기존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자료 보정 검증

- 획득 자료의 분석 수행

4차

년도

○ Antarctic Bottom Water

의 계절, 경년 및 

장기 변동성 이해

- 심해용 ARGO 부이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Antarctic

Bottom Water의 계절 및 경년 변동성 이해

- 축적된 자료를 이용한 해양혼합 모수화 

- 해양-해빙 접합 모델의 검증을 위한 자료 제공 및 

모델 결과를 활용한 Antarctic Bottom Water의 계절

및 경년 변동 메카니즘 규명  

- 기존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Antarctic Bottom

Water의 장기 변동성 이해

○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심해용 ARGO 부이

의 지속적 투입 및 
운용

- 심해용 ARGO부이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일정 수 
이상의 부이 관측 유지

- Antarctic Bottom Water의 중장기 변동성 규명 및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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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전략

○ Deep Argo 프로트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시 연차별로 구매.

○ 남극해 최협수로 Udintsev Fracture Zone (UFZ) 해역 인근 저층수 이동과 관련

된 투하위치 결정 

○ 남극순환류 정밀 수치모델링 연구와 병행 추진하여 결과 입체적 분석

1.5. 기대성과

○ 심층아고 플로트 투하 3~5년후 심층류 거동에 관한 과학적 발견 예상.

○ UFZ의 심층수 이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 남극해 해양순환 및 탄소순환 재현을 위한 모델 검증 자료 축적

4 P16 해역의 CDOM 변동성 연구

4.1. 연구의 필요성

○ 해양환경 내 용존 유기탄소의 생성 및 분해와 관련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분야임. 해양에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와 비슷한 규모(750Gt)의 용존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가 존재하기 때문에(그림 5-4-1), 해양생태계 내 용존유기

탄소 농도의 미소한 변화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5-4-1] 전 지구적 탄소 순환 모식도 (IPC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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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서, 해수 중 용존유기탄소 순변화율이 1% 정도만 되어도 연간 화석연료에 

의해 대기로 방출되는 CO2 플럭스와 견줄 수 있는 양으로 인식됨(Hedges 2002)

 

[그림 5-4-2] 수층해양 생태계 무기탄소․용존 유기탄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수지 및 탄소순환 모식도

○ 기후 및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의 순환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량화

하기 위해서는 수층의  종속영양 박테리아의 생장 및 조절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해양생태계에서 종속영양 박테리아는 유일하게 용존

유기탄소를 생장을 위한 탄소 및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미생물 그룹이며,

해수 내 용존유기탄소를 무기탄소로 재순환킴으로서 해양의 미세생물 먹이망 

및 생지화학적 탄소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Cotner and Biddanda

2002)

○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종속영양 박테리아의 생산력은 일차생산의 20~30%에 

이르며, 이는 박테리아의 생장효율을 10~30%로 감안했을 때 일차생산자에 의해

생성된 대부분의 유기물이 박테리아에 소모됨을 의미함(Ducklow 2000)

○ 최근의 수온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내 미생물의 생산력 및 호흡량 증가는 수층

으로의 이산화탄소 재순환을 촉진하여, 해양의 생물펌프의 기능 및 이산화탄소

저장고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됨(Hoppe et al. 20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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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 융빙으로 인한 담수화 및 오존층 파괴로 인한 UV 노출

증가 등과 같은 극지해양의 환경변화 및 극지생태계내 각생물 그룹들의 반응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Ducklow et al. 2007, Molin et al. 2008),

극지해양 환경변화에 따른 용존유기물과 미생물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임 

○ 극지해양은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 흡수의 증가로 박테리아 DNA의 손상

을 야기하여 박테리아의 생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반면, UV에 의한 난분해성 

용존유기물의 분해는 박테리아에 유용한 유기물(labile organic matter)을 공급

하여 박테리아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킬 수도 있음(Moran and Zepp

2000, Visser et al. 2002)

○ UV 노출에 따른 극지해양 식물플랑크톤 유래 용존유기물 (MAAs)의 증가는 

박테리아 생장에 필요한 유기영양원으로 작용하여 micorbial loop를 통한 물질

순환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산화탄소로 최종 산화되어 극지해양의 CO2 저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동토, 빙하 그리고 해빙의 융해로 인한 남극해양생태계

반응과 생태계 에너지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극지해양환경에 의한 해양식물플랑크톤

1차생산력 및 주요 식물플랑크톤 종 조성, 해양미생물생산력의 변화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해 급격한 해빙의 융해로 인한 남극해 유기탄소 순환 변화에 

대한 정확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 지구적으로 식물플랑크톤이 고정한 탄소의 총량은 약 40~50Pg/yr이며, 이는

전 지구의 일차생산량의 약 50%에 해당함(Falkowsky et al., 1998) . 이 중 약 

10Pg/yr는 입자물질로 심층수로 제거되며, 대부분이 용존무기탄소로 존재함

○ 그러나 용존 유기탄소의 양은 약 740Pg/yr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총량과 맞

먹는 양이다. 이들 용존유기물의 경우, 해양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광

분해 작용에 의한 무기화 과정 결과 대기 중으로 유입될 가능성만 알려졌으나,

극지 해양환경변화에 의한 영향은 이러한 flux를 증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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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carbon pool과 연간 수송량에 대한 모식도 (from James K. B. Bishop) 

○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해빙의 융해는 극지해양생태계가 자외선에 대해 직접적

으로 노출되는 효과를 주며, 더욱이 해빙의 융해로 인한 저염분화는 수층의 안

정화로 이어져야 함

○ 자생적 용존유기물 생성과 분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매우 미흡함. 미생물에 

의한 식물플랑크톤을 기질로 한 분해산물로의 공급되는 것이 주요한 생성 메카

니즘으로 알려졌지만 이외에도 미생물과 식물플랑크톤이 직접 용출시키거나 

viral lysis, grazing을 포함한 과정이 있음. 아직까지 가장 주요한 공급원으로 

알려진 박테리아는 용존유기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소비

하기도 하므로, 용존유기물 생성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

○ Brophy (1989)등은 labile radio labled substrate를 박테리아가 활용하여 미생물

이 활용하기 힘든 radio labeled DOM을 생성한다고 발표하였고, Ogawa(2001)

은 해양박테리아에 의한 biorefractory DOM 생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biorefractory는 대부분 sugar, amino acid, amino sugar

등이 결합한 평범한 용존유기물로서 1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

을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주요한 membrane에서 비롯된 bacterial protein

(Porins)란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난분해성 용존유기물이 초미소 플랑크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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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미생물에 의한 작용으로 생겨났음이 틀림이 없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향후 해양에서 고정된 탄소의 가장 큰 저장고의 형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것임

○ 해양 내 DOM 중 humic 물질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DOM 순환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들의 fate는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식물플랑크톤 

기원 humic 물질이 실제 환경에서 재사용 되는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

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상태로 판단됨. 따라서 해양 식물플랑크톤 기원

humic 물질을 이용한 이들의 fate 규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극지해양의 용존유기 탄소와 이를 이용하는 미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극지해양생태계내 물질순환과 극지해양의 CO2 저장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함

○ 자외선 노출로 인한 난분해성 욘존 유기물의 분해 및 식물플랑크톤 유래 용존

유기물(MAAs)의 증가가 박테리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극지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이해에 필수적인 사항임

○ 이상으로 현재 극지 해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환경변화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 강화되거나 상쇄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생태계의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처럼 식물플랑크톤 기원 용존 유기물에 대한 

광분해 및 생분해를 통한 질적 변화와 부식화 및 재광물화를 연관시켜 연구한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본 연구를 통해 극지 해양 용존 유기탄소의 순환

에 대한 식물플랑크톤과 미생물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4.2. 국내외 연구동향

○ IPCC(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가 내놓은 4차 보고서에 의

하면, 21세기까지 극지의 해수 수온의 상승이 약 섭씨 4~5도 정도로 가을철에 

최대치를 보이며, 강우량의 증가로 인해 담수유입량이 2100년에는 약 10~30%

까지 증가하며, 동토층이 녹아 전체 면적의 약 30~50%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함. 이러한 예측 결과에 의하면 침식의 증가로 인한 퇴적물 공급과 빙하

와 빙붕이 해양으로 배출되는 양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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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로 Tree line의 북상과 일차생산이 가능한 시간이

해빙의 감소로 증가하는 점도 있으나,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특히 동토층의

융해속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와 그린란드에 존재하는 막대한 양의 얼음 

손실속도에 대한 것을 중요한 변수로 지목함

○ 지금까지 남극의 해양생태계는 일차생산으로 잉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생물

학적 펌프로 제거하는 점에 많은 기대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해역

의 일차생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음. 따라서 그림 5-4-1

에서와 같이 전 지구적인 탄소순환에 있어 unknown carbon sink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

○ 한편 육상기원의 유기물이 기후변화로 인해 점진적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유기

물이 주변의 동토층을 통과하면서 대부분 연안에서 50%이상 제거되므로 예상

처럼 높은 농도의 용존유기물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됨.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제거과정이 미생물분해와 침전, 광분해 중 어떤 기작으로 일어나는지 

잘 알려지지 않음

○ Kiber (1990) 등에 의하면 강물기원의 용존유기물질은 광분해에 더욱 쉽게 분해

되며, 광분해와 미생물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알려짐. 이러한 육상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량 외양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된다는 북극해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이들 용존유기물의 거동과 분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한 상태임

[그림 5-4-4] Mean concentration of DOC (uM C) in the deep ocean

(Hansell and Carls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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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수의 용존유기물은 과거에 매우 난분해성으로 알려졌으나, 방사능측정 나이

로 본 심층수의 나이가 대략 4,000년 ~ 6,000년 정도로 평균적인 심해 해수의 

혼합시간보다 길다는 점에서 미뤄 볼 때 제거되기 전 수 차례 표층으로 통과

하며 광분해와 미생물 분해를 겪으면서 일부가 분해된 결과로 간주 될 수 있음

○ 따라서 그림 5-4-3에 나온 것처럼 심층수의 유기물이 과거에 매우 난분해성이라

거의 분해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심층수 경로에 따른

약 30% 정도의 유기물 농도의 감소에서 더욱 뚜렷이 보여짐. Hansell과 Carlson

(1998)에 의한 심층해수의 대양별 용존유기탄소의 해류경로 상의 감소는 모두 

심층수의 이동경로를 따라 감소한 것으로 주요한 분해경로인 광분해가 아닌 

원인으로 감소한 것이므로 기존의 심층수의 용존유기물의 난분해성에 대한 

인식과 다른 결과임

○ 관련된 다른 연구 동향으로, Bergen 대학의 고정 정점 M에서의 2000년부터 

시행되어온 무기 용존탄소의 표층 해수와 심층수의 연 변동 Time series 연구가

있는데, 2007년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최근 북극해가 겨울․봄 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sink로서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함

○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극지 해역의 환경에서 빙하의 손실로 인한 해수

유동의 변화는 용존유기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향후 극지 해역

의 탄소 순환 중 유기용존 탄소수지의 균형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 이 외에, Amon등이 CDOM을 활용한 북극해의 담수유입에 관한 추적자로서의

연구를 통해 북극해의 순환과 CDOM의 분해에 관한 해양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AGU 산하 Chapman conference를 통해 CDOM의 분석 기법의 표준화

와 이를 활용한 연구내용을 Cobble과 Stedmon 등이 주도하여 출간함(2009년,

Birmingham Univ. Chapman Conferecnce). DOC에 관한 연구 내용은 Sweden

대학의 Leif Anderson이(2002년) 북극해의 ventilation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2007년 Arctic Forum을 통해 니알슨 기지의 연구시설을 이용한 연구결과 발표

에서 용존 유기탄소의 수지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 남극해에서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외선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 해양생물에 생리, 생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량의 자외선이 수심 25~35m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보고

됨(Karen et al., 1989; Smith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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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äder (2007) 등에 의한 최근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수중 생물에 유해한 UV-B

자외선에 의한 영향은 단순한 생체량의 감소보다 군집구조와 종조성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 자외선 특히 UV-B에 의한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영향

은 다양하여 성장률, 광합성, 단백질, 지질과 같은 기능과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거나 라디칼을 생성함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 

(Franklin et al., 1997; Davidson et al., 1998)

○ 특히 먹이생태계의 바닥에 있는 해양미세조류에 일어나는 변화는 전체 생물계

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많은 연구 노력이 집중되

고 있음

○ Hanamachi et al. (2008)은 Kasumigaura호에서 diatom이 우점하는 시기의 물

시료와 남조류가 우점하는 시기의 물시료를 이용하여 장기배양 한 결과 62일 

후 각각 약 40%, 20%가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refractory한 유기

물질 내에 조류기원 유기물이 상당량 기여한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음

○ 고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양에서 식물플랑크톤 용존무기질소를 사용하고 

미생물은 용존유기질소를 무기질소 형태로 재광물화 시켜 식물플랑크톤의 생산

을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30년간의 연구에서 볼 때, 미생물의 용존

유기질소 소비와 용존무기질소 소비가 균형을 이루며(Wheeler and Kirchman,

1986; Kirchman, 2000; Allen et al., 2002), 식물플랑크톤 역시 용존유기질소를 

이용한다고 보고되고 있음(Bronk et al., 2007; Berman and Bronk, 2003)

○ 해양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되는 DOM은, 해양미생물에게 잘 이용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식물플랑크톤 기원의 휴믹물질도 사용하는지 여부

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함

4.3. 연구 목표 및 내용

4.3.1. 연구 목표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극지 

해양에서 흡광특성을 측정하여 해양 용존유기물의 농도 분포와 변동을 해석

하여 극지 해양 용존유기물의 생지화학적 순환과 생태적 기능을 규명하는 것

을 최종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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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남극 특별해역(P16 해역)의 위치

4.3.2. 단계별 목표 및 내용

가) 1차년도(2014)

○ 극지 해양 용존유기물의 농도 분포 및 기원 규명 : 남극해역 항해에 승선하여 

P 16 특별해역의  ACC water와 subtropical gyre의 단면에서의 자외선흡수 

유기물인 CDOM농도 분포를 측정하고 각 해역별 용존유기물의 형광 분포를 

해석하고 기원을 규명함

○ 극지식물플랑크톤 유래 용존유기물(MAA와 CDOM)의 생성기작 규명 : 13C

추적자를 첨가하여 극지서식 식물플랑크톤을 저온 배양기에서 자외선에 노출

하고 생성되는 입자 및 용존유기물 내 MAA 조성과 각 MAA의 구조를 핵자

기공명기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CDOM을 구성하는 용존유기물에 MAA 분자

의 기여를 확인함

○ 극지 해양 미생물 생산력(용존유기물 분해) 및 조절요인 : 3H-Thymidine을 이용

하여 박테리아 생산력 분포와 용존유기물(CDOM, MAA 등)간의 상관관계와 생장

제한 요인(유기탄소, 철, UV 등)을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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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2015) 

○ 극지 해양 식물플랑크톤 유래 용존유기물의 광학 특성 및 화학적 조성  : 해양

식물플랑크톤 유래 용존유기물의 광학 특성을 파악하고 안정동위원소 추적자

를 사용하여 극지 해양 용존유기물의 화학적 조성을 해석함

○ 난분해성 용존유기물 (13C-label)의 생성 및 조절 요인 (온도, UV 등) : 현장 

배양 실험을 통한 용존유기물 및 CDOM 생성에 기여하는 미생물의 역할과 

자외선에 의한 난분해성 용존 유기물의 조성변화가 종속영양 박테리아의 생

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

다) 3차년도(2016)

○ 극지 해양 용존유기물 순환 및 생태적 기능 해석  : 극지 해양 식물플랑크톤 

기원 휴믹유기물 생성에 미치는 미생물의 영향을 자외선 차단 및 미생물 억제 

조건의 현장 배양 실험을 통해 식물플랑크톤 CDOM과 미생물 관여 CDOM을 

규명함  

○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른 생지화학적 용존유기물 거동 및 변화 예측 : 극지 해양

의 저염분화 및 수온, 자외선 증가로 인한 식물플랑크톤 1차생산력 및 생성유기

물의 생지화학적 거동 변화를 현장 배양 실험을 통해 예측함

4.4. 추진전략

4.4.1. 연구 목표

년도 연구 추진 전략 예상 결과

1차 

년도

ㆍ 극지 해양 용존유기물의 농도 및 안정동위원소비

분석

ㆍ 극지 식물플랑크톤 실내 배양실험 및 용존유기물

분석ㆍ극지 식물플랑크톤 유래 용존유기물 생성

기작 규명

○ 극지 해양 용존유기물 기원 

규명 

○ 용존유기물 생성 기작 요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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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구 추진 전략 예상 결과

2차 

년도

ㆍ 극지 식물플랑크톤 실험을 통한 용존유기물 광학

특성 및 화학적 조성 분석

ㆍ 극지 해양 현장 배양 실험을 통한 미생물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유래 (13C label) MAA 활용 해석 

○극지 식물플랑크톤 기원 난

분해성 용존유기물 의 생성 

및 조절 요인 (UV, 수온, 미

생물) 규명

○극지해양용존유기물의 미소생

태계내 역할 규명

3차 

년도

ㆍ 극지 해양 식물플랑크톤 기원 MAA 활용 미생물 군집 

조성 파악 

ㆍ 극지 해양 환경변화 (해빙 융해, 저염분화, 자외선

노출, 수온 상승 등)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1차

생산력 및 생성 용존유기물 거동 변화 규명

ㆍ 극지 해양 식물플랑크톤 기원 용존유기물의 휴믹

화 과정 및 미생물의 역할 규명 

○극지해양 용존유기물 순환 

및 생태적 기능 해석 

○ 급속한 극지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생지화학적 용존유기물 

거동 변화 예측

4.5. 기대성과

4.5.1.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남극해를 포함한 극지 해양에서 저염분화에 따른 해양일차생산력, 미생물

생산력의 변화와 유기탄소의 생지화학적 순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특히 용존유기물의 기원에 따른 순환 메커니즘과 그 생태학적 기능에 대해 이해

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끌게 될 것임

○ 또한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극지환경 변화 모니터링 연구와 연계하여 급격

한 극지 해양 환경 변화(저염분화, 자외선, 수온 증가 등)가 극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학술적인 기여를 함으로서 국내 극지연구의 수준

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지구

환경변화가 미치는 해양생태계의 반응을 고감도로 감지하기 위한 Long-term

Polar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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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기대성과

가) 학문적, 인력양성 측면

○ 본 연구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면 본 연구진과 관계되어 있는 공동연구망을 통해

국내의 석, 박사 과정의 연구보조원들이 극지 해역 공동연구조사 항해에 참여

하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향후 국내 극지연구가 쇄빙선의 적극적 활용 및 

제2의 남극기지 건설 이후 필요로 하는 전문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본 연구 완료시에는 극지해양 연구 인프라를 위해, 최소한 석사 5명과 박사 3명

을 배출하여 국내 극지 연구자 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이들은 국내 극지해양 연구에 전문 인력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극지 해역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 기술적, 경제․산업적 측면

○ 환경변화(UV 등)에 대응하는 미생물 종들의 환경적응 기작 (UV 차단 및 회복

기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한 산업화 기반 획득함

○ 또한 용존유기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현재 정지궤도 위성자료의 검보정 

작업에 꼭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우리나라 위성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엽록소 값을 얻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5 남극해 순환 연구 프로그램 

○ 남극해는 극전선(Polar front)를 중심으로 남부순환류전선, 북으로 아남극 전선

으로 구성되며, 극전선을 중심으로 남극순환류(ACC)가 흐름(그림 5-1-1)

○ 남극대륙 주변의 주요 전선(Front)의 변동성에 대한 관측 및 남극을 도는 시계

방향 순환류(Antarctic Count Current, ACC)의 짧은 기간내 단면 관측 및 해류

모니터링은 전지구 기후변화에 의한 남극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동성을 이해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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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이더가 0.25m/s의 이동속도를 가진다고 했을 때, 남극해 주변에 4대 정도

를 투하(그림 5-5-1)한다고 했을 때, 전체 남극대륙을 순환하여 자료를 산출하

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아주 단기간에 glider 관측이 수행된

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간에 해빙 등에 의해 남극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 5-5-1] 남극순환류(ACC)모니터링을 위한 아고플로트(청색)와 글라이더(노란색) 배치도

○ 남극해에서 Argo 플로트 및 글라이더를 활용한 입체적인 관측은, 남극해 주변

에서는, 1990년대 WOCE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 못지않은 

관측결과를 제시하고, 1990년대 초반 이후 20~25년 후의 변화 특성을 모니터링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프로그램의 별칭은 AOCE (Antarctic

Ocean Circulation Experiment) 프로그램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임

○ 상기 프로그램은 Argo 활용연구 기획상, 1단계 5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2단계 사업기간에 시도될 예정으로 상세한 연구계획은 현 단계에서 기술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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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과제Ⅲ] 저위도 북서태평양 Argo 활용 연구

1 온난화 수역 변동이 전지구 기후변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1.1. 연구의 필요성

○ 열대 인도양 및 서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온난 해수역(warm pool region)은 

전 지구 해양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기후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

온난 해수역은 해수면 온도가 28℃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되며 대략적으로 

90-180 E〫, 20 S〫-20 N〫 지역에서 강한 연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6-1-1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Hadley Center에서 재분석된 해수면

온도(SST, Sea Surface Temperature)의 연평균 값 중 28℃ 이상인 부분을 붉은

색으로 나타내 보인 것임

○ 온난 해수역은 인도양 중부에서 열대 태평양의 날짜 변경선까지 확장되어 있

으며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약간의 비대칭적인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음. 온난 해수역중 최대 온도지역은 적도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져서 나타남. 온난 해수역은 그 지역의 높은 수온 특성으로 인해 수증기의 응결

에 의한 잠열 방출과 해수면으로부터의 현열속에 의한 대기 중으로의 막대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공급은 대규모 대기 순환의 

주요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에 서태평양 온난 해수역에 나타나는 열대 대류는 

열, 수증기 그리고 운동량 등의 전 지구적 재분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Lin and Johnson, 1996)

○ 또한 온난 해수역의 연 변동 및 경년 변동성과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동성

중 가장 우세한 엘니뇨 및 남방진동(El Nino and Southern Oscillation, 이하 

ENSO)과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음(Sun, 1997, Sun and

Trenberth, 1998). 최근 30 여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ENSO는 전 

지구 기후시스템을 변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구이며 중위도 대규모 대기대

순환 변화 및 아시아 몬순순환의 변동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Horel and Wallace, 1981; Kang and Lau, 1986; Rasmusson and Carpenter,

1982; Yasunari, 1990; Webster and Yang, 1992; Yeh and Kirtm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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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최근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온난해수역의 표층수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현상이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

라는 논의들이 활발함. 즉 지구 온난화로 인해 표층수온이 증가하고 이에 대해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면서 장파복사량의 변화가 결국 표층수온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양의 feedback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임. 특히 표층수온

의 변화는 이 지역에서의 대류활동의 변화를 가져옴으로 궁극적으로 열대-중

위도 원격상관을 통해 중위도 지역에서의 대기 변동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처럼 온난 해수역의 이해와 온난 해수역의 변동성과 연관된 기후 변동성의 

특성 변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온난 해수역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임. 또한 온난 해수역의 영향을 열대 태평양에서의 변

동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및 동아시아 몬순 등과 같은 중위도에서의 

해양-대기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6-1-1] 1900년부터 2002년까지 해수면 온도의 연평균 값에서 28℃이상인 

지역을 붉은색으로 나타낸 그림. 선 간격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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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연구동향

○ 이러한 온난 해수역의 변동성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의 중요성과 전 지구 기후 

변동성과의 밀접한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온난 해수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함. 온난 해수역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온난 해수역상

에서의 적운 군집 변동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른 기후요소와의 연관성을 조사

하는데 국한되어 있음

○ 예를 들면 박혜숙과 김경익(1997)은 서태평양 온난 해수역에서 대류운의 형성 

및 발달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였지만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제시하지는 못하

였음. 최근 전종갑과 권민호(2001)은 열대 온난 해수역 부근의 적운 군집 변동성

이 동아시아 몬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그들은 해수면 온도자료 분석을

통하여 서태평양 온난 해수역 중심의 위, 경도방향으로의 이동 특성을 조사하

였고 상향 장파 복사량 분석을 통하여 온난 해수역 변동성과 동아시아 강수량의

상관성(teleconnection)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역학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온난 해수역의 물리적 특성연구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최근 국종성 

등(2004)은 간단한 해양-대기 통계 결합모형을 사용하여 서태평양에서의 온도

를 예측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음

○ 국외에서는 최근 열대 태평양 변동성 및 지구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온난 해수

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Sun(2003)은 온난 해수역의 

해수면 온도가 최근 30여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온난 

해수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엘니뇨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즉 온난 해수역의 해수면 온도가 증가 할수록 엘니뇨의 크기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간단한 해양-대기 결합모델을 사용하여 그 상관성을 보였음. 특히 Sun

(2003)은 최근의 온난 해수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온실 기체 증가에 의한 평균

지구기온의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 지구 기후변동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온난 해수역의 특성 및 역할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 Huang and Mehta(2004)는 또한  해양 대순환 모형을 통한 대기의 freshwater

flux 변동성에 따른 온난 해수역에서 염분 및 해수면 온도 특성변화에 대해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이들은 온난 해수역의 물리적 특성변화에 주목하여 이 

지역에서의 연직 혼합 및 이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Ⅵ. [세부과제Ⅲ] 저위도 북서태평양 Argo 활용 연구

91

○ 나아가 Su(2005) 등은 열대 온난 해수역에서 혼합층 두께(mixed layer depth)에

따라 열대 강제력에 따른 중위도 지역에서의 대기 반응의 정도가 서로 다름을 

지적하였음. 즉 열대 온난 해수역지역에서 동일한 표층수온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서로 다른 혼합층 두께를 가지는 경우 열대-중위도 원격상관을 통해 

중위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해양 동화 자료, 재분석 자료 및 Argo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온난 해수역 해

수면 온도의 특성 분석 및 내부 해양에서의 온난 해수역의 유지 및 변동에 대한

물리적 특성 규명 

○ 온난 해수역 열용량 변동이 중위도 원격 상관 패턴과 워커 순환, 해들리 순환

에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즘 분석 

○ 온난 해수역 변동과 동아시아 몬순의 상관성 규명

○ 온난 해수역 지역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 규명 및 온난해수역 지역 특성

과 Kuroshio current 와의 상호 관련성 변화 기작 연구

1.3.2. 연구 내용

○ 해양 동화 자료, 재분석 자료 및 Argo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온난 해수역 해

수면 온도의 특성 분석 및 내부 해양에서의 온난 해수역의 유지 및 변동에 대한

물리적 특성 규명 

- 관측 자료 분석

- 온난해수역의 물리 특성 규명 및 이해

○ 온난 해수역 열용량 변동이 중위도 원격 상관 패턴과 워커 순환, 해들리 순환

에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즘 분석 

- 온난해수역과 대기 상호 관련성 연구

- 온난해수역이 대기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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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 해수역 변동과 동아시아 몬순의 상관성 규명

- 온난해수역 변동성과 동아시아 몬순 변동성 규명

○ 온난 해수역 지역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 규명 및 온난해수역 지역 특성

과 Kuroshio current 와의 상호 관련성 변화 기작 연구

- 온난해수역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 변화 규명

- 온난해수역과 western boundary current 에 미치는 영향 연구

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온난해수역 물리 특성 

이해

- 해양 동화 자료, 재분석 자료 및 Argo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온난 해수역 해수면 온도의 특성 분석

- 온난 해수역 내부에서 온난 해수역의 유지 및 변동

에 대한 물리적 특성 규명 

2차

년도

○ 온난해수역과 대기 원격

상관성 관련성 진단

- 온난 해수역 열용량 변동 특성과 중위도 원격 상관

패턴 상관성 연구

- 온난 해수역 변동성과 주요 대기 대순환(워커 순환,

해들리 순환)과의 상관성 연구 

3차

년도

○ 온난해수역 변동성과 동

아시아 몬순 상관성 규명
- 온난 해수역 변동과 동아시아 몬순의 상관성 규명

4차

년도

○ 온난해수역에서의 해양-

대기 상호작용 특성 및

서안경계류와의 상관성

연구

- 온난 해수역 지역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 

규명 

- 온난해수역 지역 특성과 Kuroshio current 와의 

상호 관련성 변화 기작 연구 I

5차

년도

○ 온난해수역에서의 해양-

대기 상호작용 특성 및

서안경계류와의 상관성

연구

- 온난 해수역 지역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 

규명 계속

- 온난해수역 지역 특성과 Kuroshio current 와의 

상호 관련성 변화 기작 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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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전략

○ 온난해수역에서의 Argo 자료를 포함한 해양 재분석 자료, 관측자료 분석

○ 국내외 Argo 전문가와 활발한 공동 협력 체제 구축

○ 온난 해수역 물리 특성 규명을 위해 구름 물리 전문가인 NCAR 의 박성수 박사

와의 공동 협력 연구 추진

○ 온난 해수역 열용량 변동이 중위도 원격상관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역학 및 대기 역학 전문가 (서울대, 연세대)와 공동 협력 연구

○ 온난해수역과 Kuroshio current 와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western

boundary current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과 상호 방문 교류 연구 추진

1.5. 기대성과

1.5.1. 연구 목표

○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온난 해수역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함으로 현재 전 지구 

기후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ENSO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매년 강도

를 달리해서 발생하는 인도 및 동아시아 몬순을 포함하는 아시아 몬순의 특성 

변화 및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온난 해수역의 변동성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본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관성

연구를 통해서 향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은 정보는 농업, 수산, 삼림, 수자원, 보건, 에너지, 환

경기술 분야 등에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수립과 신기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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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서태평양 Argo 활용 연구

2.1. 연구의 필요성

○ 북서태평양지역(the western North Pacific region)은 전세계에서 가장 해수면

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SST)가 높은 지역으로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인도네시아 통과류가 존재하여 두 대양 사이의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함. 뿐만 아니라, 북서태평양 지역은 대기-해양 상호작용이 활발한 지역

으로서 몬순, ENSO(El Nino and Southern Oscillation), 그리고 IOD(Indian

Ocean Dipole) 등의 다양한 기후현상이 북동아시아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두보

역할을 함. 특히,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the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WNPSH) 변동성은 북동아시아 기후 및 몬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변동성은 ENSO 및 IOD와 역학적으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그러므로

이 지역에 대한 해양관측 프로그램 및 활용 연구는 북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게 하고, 나아가 북서태평양

지역의 대기/해양 연구의 주도권을 획득하게 할 수 있음

○ 특히,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Tropical Cyclone) 중 세기

가 강한 태풍은 가장 파괴적인 기상현상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동아시아

지역에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침. 태풍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 태풍 경로의 예측은 최근 수십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왔

지만, 태풍의 강도 변화에 대한 예측 능력은 아직 많이 부족함. 태풍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태풍 내부 코어의 수치모의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임.

그러나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에서도 태풍 강도를 예측하는데 이해가 많이 부족함

○ 태풍강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파라매터는 SST로 알려져 왔지만, 대기의 

안정도, 대기의 연직 바람쉬어 등의 대기 조건들도 중요함. 그러나 최근 들어 

대기조건 뿐 아니라 해양의 조건도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음(e.g.

Lin et al., 2011; 그림 6-2-1). 특히, 해양의 조건 중 혼합층의 두께와 열용량은 

태풍의 발달에 있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구들이 최근에 보고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양 

관측 프로그램이 크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임. Lin et al. (2009)는 같은 SST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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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해양 혼합층의 열용량이 큰 지역에서 태풍이 빠르게 발달할 수 있다고 

보였는데, 이는 태풍의 강도를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해양 혼합층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 한편, 수치모형의 태풍 모의 및 예측 능력이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 해양 

혼합층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태풍을 예측하는 연구진은 거의 없음. 왜냐하면,

관측자료의 부족으로 해양 혼합층에 대한 태풍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고,

태풍 강도 예측에 있어 해양 혼합층의 정보를 이용해야 된다는 인식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임. 이와 같이 해양 혼합층에 대한 자료와 인식의 부족으로 관

련된 연구는 일부 연구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6-2-1] 해양 혼합층 열용량과 태풍의 발달

2.

2.2. 국내외 연구동향

○ 태풍 강도 변화에 대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예측 능력은 

아직 많이 부족함. 태풍의 강도를 예측하는 문제의 일부는 태풍 내부 코어의 

모의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임. 이는 태풍 강도의 최대값을 예측하는데 어려움

을 줌

○ 그러나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에서도 태풍 강도를 예측하는데 이해가 많이 부

족함. 기본적인 열역학적 에너지 사이클 관점에서 태풍의 최대 강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음. 태풍 강도를 만들어내는데 하는 일은 열학적

인 관점에서 전환될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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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인 태풍의 최대강도는 수치모형에서 비대칭적 태풍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태풍의 실제 최대 강도의 예측치와 유사하게 보임(Emanuel, 1995). 그러나 

대부분의 실제 태풍의 강도는 이론적인 경계 아래에 있음. 왜냐하면, 태풍이 

주변배경과 3차원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국지적 해수면온도를 냉각시키고,

태풍자체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이론적인 경계값은 해양 경계

에서 열에너지, 수증기, 그리고 운동량의 교환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상당히

큰 부정확성을 가짐. 또한, 태풍강도의 통계적인 예측인자로서 해수면온도 자체

가 근사적인 값으로 사용될 수 있음

○ Bister and Emanuel (1998)의 연구에 따르면, 소산가열(dissipative heating)이 

보통 대기흐름의 수치적 시뮬레이션에서 무시되어 왔고, 대부분의 태풍강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에서도 종종 생략되었지만, 소산 가열이 태풍의 강도 발달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보였다. 그

들은 수치모형을 운동에너지의 강도가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음

○ 태풍의 생성(cyclogenesis)은 해수면온도(sea surface temperature)에 의해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왜냐하면, 더 높은 해수면온도는 태풍형성에 

더 많은 에너지와 수증기를 공급해주기 때문임. 특히, 수증기는 태풍에 잠열의 

형태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함. 태풍의 형성과 발달은 해수면온도 증가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증기량은 클라우지우스-클라

이페이론 관계(Clausius-Clapeyron relationship)에 의해 해수면온도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임.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은 태풍의 특성이 해수면

온도 뿐만 아니라 대기의 정적안정도, 상대습도, 상하층 바람쉬어 등과 같은 

여러 주변 대기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Gray, 1979, Tang

and Neelin, 2004)

○ 태풍의 잠재강도는 Emanuel (1995)에 의해 제시되고 Bister and Emanuel

(1998)에 의해 수정된 것을 보완한 것임. 잠재강도를 계산하기 위해 입력변수

는 해수면온도, 해면기압, 연직 프로파일을 가진 기압, 온도, 그리고 혼합비임.

이들 변수는 재분석자료의 각 격자점에서 계산이 됨. 이 계산을 위해 태풍 외류

에 있는 마찰에 의한 일은 무시됨. 만약, 태풍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이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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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태풍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크지 않는다면, 그 

값은 무시될 수 있음(Emanuel, 1986). 한편, 태풍의 강도가 최대로 발달되었을 

때를 가정함. 그리고 경도풍이 최대풍속 반경에서 선형풍을 가정함. 이들 조건

이 만족이 되면, 온도풍 관계와 태풍의 눈 근처 경계층에서의 엔트로피 관계

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최대 경도풍 풍속을 추정할 수 있음(그림 6-2-2)


      ln  ln 

○ 여기서 은 최대 경도풍 풍속이고, 는 정압비열, 는 해수면온도, 는 평

균외기온도, 는 엔탈피의 교환계수, 는 공기저항계수, 
는 해양표면에서 포

화상당온위, 는 경계층 상당온위임. 이 값들은 최대풍속반경에서 계산되는 

것임. 한편, 위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 여기서, 엔트로피   ln임. 그리고 위 적분은 주변경계층 에서 시작하여 

포화될 때까지를 의미함. 엔트로피는 해수면온도와 외기온도가 요구됨. 그리고

위 식은 태풍의 눈 벽 해면에서 공기가 실질적으로 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위 식은 대류가능잠재에너지(CAPE,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 여기서, CAPE*는 주변공기에 대해 해면에서 포화되어 올려진 공기의 대류가능

잠재에너지이고, CAPE는 경계층 공기의 대류가능잠재에너지임

○ 한편, CAPE를 계산하기 위해서 눈의 벽 경계층에 있는 공기의 혼합비와 온도가

필요한데, 표층온도는 해수면온도로, 그리고 상대습도는 눈의 벽 바깥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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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쪽 경계까지 상수로 고려할 수 있음. 눈의 벽에 있는 기압이 주변보다 낮기

때문에 혼합비의 안쪽으로 증가는 작기 때문임. 이런 이유 때문에 CAPE의 값

은 주변 대기 경계층 공기에 대한 CAPE 보다 약간 더 큼. 상대습도의 상수 

가정은 수치모형결과에서도 잘 성립함이 알려져 있음.이 열역학적 태풍의 잠

재강도 연구는 Zeng et al. (2007)의 연구에 의해 확장되었음. 즉, 태풍의 잠재

강도는 열역학적 인자뿐 아니라 역학적인 인자도 중요한데, 그들은 역학적인 

인자를 고려하여 태풍강도의 역학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도입하여 

태풍잠재강도를 정제하였음. 그들의 태풍 잠재강도는 연직 바람쉬어와 태풍의 

이동속도 파라매터가 포함되어 있다. 즉, 태풍 강도의 역학적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여기서,  
      임. 와  은 각각 바람의 연직쉬어와 태

풍의 이동속도임. 최적경로를 비롯한 관측자료에서는 태풍의 이동속도를 쉽게 

알 수 있지만, 태풍의 소용돌이(vortex)를 직접 추출할 수 없는 저해상도 기후

모형 자료 및 재분석 자료에서는 태풍의 이동속도를 알기 어려움. 그러나 태

풍은 이동은 주로 중하층의 평균바람인 유도바람(steering wind)에 의해 이루

어지기 때문에 중하층의 바람을 가중 평균한 바람을 이용하면 태풍의 이동속

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들의 연구에서는 로 60 m/s가 이용되

었고, 는 200 hPa과 850 hPa의 풍속 차이, 그리고  은 850 hPa에서 300

hPa까지 질량 가중 평균된 풍속이 이용되었음. 이들 결과에 따른 역학적 태풍

의 잠재강도에 역학적효율성을 결합하여 태풍의 잠재강도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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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태풍의 잠재강도에는 태풍의 발달의 열역학적인 요소 즉, 대기의 안정도와 

수증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연직 바람 쉬어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그

러나 해양 혼합층이 태풍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

강도 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만약, 해양 혼합층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고 

이와 관련된 태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위 식에 해양 혼합층에 대한 정

보가 포함될 것이고, 태풍 강도의 예측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그림 6-2-2] 이론적으로 추정된 태풍의 잠재강도와 실제 태풍의 강도

2.3. 연구 목표 및 내용

2.3.1. 연구 목표

○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과 상부해양의 상호작용 이해

○ 해양관측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강화

○ 해양혼합층 정보가 포함된 태풍 잠재강도를 개발함으로써 태풍 강도 및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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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를 추정할 수 있는 대규모 대기와 해양 상태의 이해

○ 기후변화에 대한 태풍과 상부해양의 상호작용, 탄소순환, 생지화학과정 변화

의 이해

○ 태풍 예측률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해역을 집중 관측하고, 이 관측을 이용한

태풍 예측시스템의 개선

2.3.2. 연구 내용

○ 해양혼합층에 따른 태풍의 강화작용 연구

- 태풍 강도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필리핀 동쪽 해양의 집중관측 및 기후학

적으로 태풍의 강도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의 분석 

- TCHP (Tropical Cyclone Heat Potential)에 따른 태풍의 강도변화 사례 분석

○ 대기/해양관측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및 강화 

- 북서태평양의 국제협력 관측 프로그램의 참여 및 확대

- 집중 항공관측 프로그램의 강화 및 관측 프로그램의 국제적 협력

○ 혼합층 정보가 포함된 태풍잠재강도의 개발 

- 혼합층 수온에 따른 태풍의 강도발달 분석

- 추가적인 매개변수가 포함된 태풍잠재강도의 개발 및 검증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 연구

-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에 따른 해양의 혼합층 수온의 연직 변화 분석

- 탄소순환변화 및 생지화학과정 변화에 따른 기후변동성과 태풍의 상호작용 분석 

및 역학적 연관성 이해

○ 중규모모형을 이용한 태풍경로 및 강도의 예측시스템 개선

- 태풍예측률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해역 분석

- 해양관측자료를 이용한 태풍 예측모형의 초기화방안 개선 및 해양혼합층 적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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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태풍의 강도증가율과 

이 큰 지역의 이해

○ 해양혼합층과 태풍의 

강도변화율의 관련성 

이해

- 태풍의 강도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필리핀 동쪽 

해양의 집중관측 및 연구해역과 태풍의 상호작용 

분석

- TCHP에 따른 태풍의 강도변화 사례분석 및 혼합

층수온에 대한 태풍의 강도증가율 분석

2차

년도

○ 국제 해양관측 프로그램

의 강화

○ 혼합층 매개변수가 포함

된 태풍잠재강도의 개발

- 북서태평양의 해양관측 프로그램의 참여 및 확대

- 혼합층 수온에 따른 태풍의 강도발달 분석

- 추가적인 매개변수가 포함된 태풍잠재강도의 개발

및 검증

3차

년도

○ 국제 대기/해양관측 프로

그램의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 이해

- 항공관측 및 대양관측 프로그램의 참여 및 확대

- 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의 혼합층 

수온의 연직분포 변화 분석

4차

년도

○ 탄소순환 변화에 따른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

이해

○ 생지화학과정에 따른 

태풍과 해양의 상호 

작용 이해  

- 탄소순환이 포함된 고해상도 기후모형을 이용하여

태풍에 의한 해양의 혼합층 변화 분석

- 생지화학과정이 포함된 고해상도 기후모형을 이용

하여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 분석

5차

년도

○ 중규모모형을 이용한 

태풍의 예측시스템 개선

○ 예측률 개선에 필요한 

해역 관측 및 관측 자료

의 활용 

- 태풍의 예측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해역의 

분석

- 해양관측자료를 이용한 태풍 예측모형의 초기화

방안 개선 및 해양혼합층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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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고해상도 접합 기후

모형을 이용한 태풍

의 예측시스템 개선

- 북서태평양 국제해양관측 프로그램의 확대

- 고해상도 접합기후모형의 초기화 방안 분석

- 해양관측자료를 활용한 접합기후모형에서의 대기/

해양 자료동화 및 예측 시스템 개발

2.4. 추진전략

○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의 강도증가율이 가장 큰 영역이 기후적으로 필리핀동쪽 

해역임. 그래서 이 지역의 Argo 해양 관측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관측을 

통해 해양 혼합층의 수온 및 해류 분포를 파악함

[그림 6-2-3]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생성 지역

빨간색, 파란색 원은 각각 강한 태풍과 약한 태풍을 의미함

○ 주어진 SST에서 MLD가 깊을수록 태풍에 의한 해양의 혼합은 활발해지고, 해양

의 냉각작용 정도도 커지기 때문에 해양의 혼합층 깊이에 따른 태풍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태풍의 잠재강도 지수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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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주어진 SST와 MLD(Mixed Layer Depth)에서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계수

2.5. 기대성과

○ 이 연구 프로그램을 국제공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

등과 협력하면 다른 국가의 유능한 연구자들이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

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한편, 태풍의 영향권인 북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인 한국,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 중에서 국제적 해양관측 프로그램의 주

도권을 확보하고 태풍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리고 고해상도 접합기후모형을 개발 또는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예측시스템

을 개발함으로써 태풍을 비롯한 다양한 규모의 기후현상의 예측률을 크게 개선

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태풍과 관련된 다양한 물리과정, 생지화학 과정 등을 

이해함으로써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태풍의 

발생역학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한 태풍활동의 장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국가

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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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류의 특성규명 

3.1. 연구의 필요성

○ 북서 태평양의 겨울철(10월~4월)에 북위 20도 해역을 중심으로 약 300km 폭

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강한 해류가 지난 20년 동안 표층뜰개에 의해 관측되었음

(Lee and Centurioni, 2013)

○ 이 해류는 북적도 해류(North Equatorial Current)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해류로

밝혀졌으며 1970년도 전반부터 1990년도 중반까지 해수 수송량이 거의 3배로 

늘어나는 등의 10년 이상의 주기 변동(decadal variation)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3-1)

○ 이 해류의 장주기 변동은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역과 알라스카 해역의 바람장력컬

(wind stress curl)의 장주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변동을 다른 

기후인덱스(North Pacific Index)와 비교한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는 상관관계가

크게 변동하여 기후 변동과 같은 페이스였으나 그 이후에는 상관관계가 약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음(그림 6-3-2; Lee and Centurioni, 2013)

[그림 6-3-1] 겨울철 아열대해류의 수송량과 쿠로시오 해수 수송량의 연변동량 

1970년 후반부터 증가한 수송량은 1990년 중반까지 3배까지 증가하였으며, 쿠로시오 수송량과 

상관계수 0.9정도까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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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인공위성을 측정된 해표면 고도의 변동량 

Subtropical gyre가 두 개로 나누어 진 것으로 나타나며 북위 20도를 중심으로 subgyre가 관측됨

3.2. 연구 목표 및 내용

○ 본 연구의 목표는 표층해류로부터 조사된 겨울철아열대해류를 ARGO 뜰개에서

관측된 수층별 수온 염분자료를 이용하여 수층 별 해류 및 해수 특성을 규명함

○ 바람장력컬에 의한 해류는 해수면 높이의 변동을 일으키며 변동된 해수면은 

지형류를 만듬. 이 해류에 의한 해수면 변동은 인공위성에 의해 측정된 해수면

변동에도 나타는데(그림 6-3-3), 이러한 해수면 변동으로 인해 아열대 반류

(subtropical counter current)가 아열대환류(subtropical gyre)의 남쪽에 발생

하며 복환류형태(double gyre)를 만듬. 북위 20도를 중심으로 한 이 subgyre

는 겨울철에 관측되는 아열대 해류로 인해 형성되는 것으로 관측되며, 이 겨울

아열대해류의 수직 구조는 아직 많이 관측되지 않았으나, HYCOM 결과에 의

하면 표층에서의 속도는 북적도 해류보다 적은 15cm/s이나 수심 500m까지 

깊게 형성되어 북적도 해류보다 수심이 깊음(그림 6-3-4). ARGO로 관측되는 

수심별 수온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류를 계산하여 지형류의 형태, 분포,

특성 등을 규명하고 연간 변화 (annual variation)를 추정하여 아열대 해류와 

기후 변동과의 관계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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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HYCOM에 의해 재현된 겨울철아열대해류와 수직구조

북적도 해류에 비해 표층해류는 작으나 수심 600m까지 수심이 깊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6-3-4] 겨울철아열대해류의 수송량과 북태평양인덱스(NPI)와의 연변화

1989년까지 유사하게 변동하다 1990년부터 상관관계가 아주 약해진 현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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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계별 연구 목표 및 내용

3.3.1. 1단계 연도별 연구계획

연 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역에서 

ARGO 자료 수집 및 분석

- 2013년까지 연구해역의 ARGO에 의해 관측된 

자료 수집 및 표층뜰개 자료 분석

○ 겨울철아열대해류와 기후변동

과의 상관관계 분석

- 쿠로시오 기원(origin)의 계절별 변동 파악

- 겨울철아열대해류와 쿠로시오 기원과의 관련성

분석

2차년도

○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역에서 

ARGO 자료 분석

- ARGO 자료로부터 지형류 특성 조사 및 계절 

변동성 연구 

○ 겨울철아열대해류와 기후변동

과의 상관관계 분석
- 쿠로시오 기원의 계절변동에 따른 열수지 추정

3차년도
○ 겨울철아열대해류와 기후변동

과의 상관관계 연구

- 북태평양 해상풍의 장주기변동 (decadal variation)

및 전지구 열수지 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4차년도

○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역에서 

ARGO 자료 분석

- 북서태평양 아열대해류 특성 분석에서 ARGO

자료가 부족한 해역 및 계절에 ARGO 및 글

라이더 투입

○ 겨울철아열대해류와 기후변동

과의 상관관계 연구

- 쿠로시오 수송량과 해상풍과의 관계 및 기후

변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5차년도

○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역에서 

ARGO 자료 분석

- ARGO 및 글라이더를 투입하여 계절변동 분

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

○ 겨울철아열대해류와 기후변동

과의 상관관계 연구

- 표층뜰개, ARGO, CTD 등 모든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북서태평양에서의 열수지 장주기변동

및 계절 변동 분석 및 기후에 미치는 영향 분석

3.3.2. 2단계 연구 개요

○ 북서태평양 아열대해류, 해상풍 및 쿠로시오에 의한 해수 수송과 NPI, ENSO

등의 전지구적 기후 변동과의 역학적인 관련성을 연구하여 이를 밝힘으로서 

기후 예측 모델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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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해역은 연구선에 의한 수층별 수온 염분의 관측이 거의 없어 수층별 해수 

특성의 연구가 어려움. 지금까지 수집된 뜰개로 관측된 표층해류와 ARGO로 

관측되는 중층해류 및 해수 특성 자료를 수집하여 북서 태평양 아열대 해류와 

해수 특성 변동을 연구함

○ 그림 6-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겨울철 아열대 해류는 대만 동쪽해역에서 필

리핀 해에서 형성된 쿠로시오와 합쳐짐. 즉 전 지구 열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안경계해류(western boundary current)의 근원 (origin)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며 겨울철에는 북적도 해류 및 아열대 해류로 근원이 2개의 해류로 관

측되었기 때문에 ARGO에 의한 수층별 수온 자료를 이용하여 쿠로시오의 열

수송량(heat transport)을 계절로 나누어 추정함

[그림 6-3-5] 표층뜰개에 의해 관측된 수심 15m에서의 남북방향 해류

좌측 그림은 여름이고 우측 그림은 겨울철을 나타냄. 쿠로시오의 근원이 여름철에는 필리핀해역

에서 시작하는데 반해 겨울철에는 필리핀해 및 아열대해류가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합쳐져 

시작하는 것으로 관측됨

3.5.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성과

○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류와 기후 변동과의 상관관계가 1990년 이후에 달라진 

이유를 규명하면 전 지구적 기후 변동에 대해 좀 더 이해 할 수 있음

○ 서안 경계 해류에 의한 열수송량의 계절 변동 및 장주기 변동을 알 수 있게 되어

미래에 일어나는 기후 변동 수치 모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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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세부과제Ⅳ] Argo 테크놀러지 및 자동관측기 활용기반 구축

1 Argo 활용을 위한 생지화학 센서의 국산화

1.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들어 Argo 자료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각 종 생지화학 센서를 부착한 

Bio-Argo가 생산·보급되고 있음(그림 7-1-1). 이러한 Bio-Argo는 기존의 Argo

가 제공했던 수온, 염분 자료 이외에 다양한 생지화학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물리적인 해수의 흐름뿐만 아니라 관측 해역의 생지화학적 특성, 광학적 특성 

등 화학적, 생태학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그림 7-1-1] 현재 활용중인 다양한 Bio-Argo

○ Argo에 활용하기 위한 생지화학 센서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Argo에 

활용되는 엔진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센서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개발될 센서가 가져야하는 몇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음 

○ 현재까지 Argo에 활용되는 엔진은 그림 7-1-2와 같이 6종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

을 표 7-1-1에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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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현재 활용중인 Argo 엔진

Engine APEX NAVIS PROVOR NEMO NINJA

Height

(cm)
130 159 170 170 165

Weight

(kg)
26 17 34 30 32

Diameter

(cm)
17 14 17 17 14

Hull Type Aluminium Aluminium Aluminium Aluminium Aluminium

Life-Time

(yr)
4 10 4 5 -

Max. Depth

(m)
2000 2000 2000 2000 2000

Manufacturer
Webb

Research
SBE

NKE

Instrument

OPTIMAR

E
TSK

[표 7-1-1] 현재 활용중인 Argo 엔진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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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o에 활용 가능한 센서는 Argo profiler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가짐

1) 작은 크기 : 현재 사용중인 profiler는 부력을 조절하여 수직운동을 하므로 크기와 

무게가 최소가 되어야 함

2) 초저전력 소비 : Profiler에 내장된 캐터리를 이용하여 작동해야하며, 한정된 배터리

용량으로 최소 4년 정도의 수명을 유지해야하므로 전럭소모가 최소한이 되어야함

3) 안정성 : profiler가 표층에서 수심 약 2,000m까지 이동하므로 급격한 온도와 압력

변화 등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함

4) 악조건에서 사용 가능 : 압력의 변화 또는 생물 오손, 충격 등에도 손상되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해야 함

5) 저렴한 가격 : Argo는 해양에 투하한 후 자료를 얻고 난 뒤에 배터리 소모가 완료

되면 버려지는 일종의 일회용 장비로 가격이 저렴해야 사용이 가능함

6) 높은 감도 및 광범위한 측정범위 : 일반적으로 해양의 생지화학 파라미터는 수심

에 따라 그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낮은 농도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높은 감도

를 보여야하며 또한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의 넓은 측정 범위를 가져야 함

7) 무시약 또는 극소량의 시약 사용 : 시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분석하고 난 시료와

시약을 profiler의 내부에 보관해야하므로 profiler의 무게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됨. 이러한 경우 profiler의 수직 운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하더라도 극소량을 사용하여 profiler의 수직 운동에 영행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함

8) 교정 또는 보정의 편의성 : 해양에 투하된 Argo는 회수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투하전의 교정 또는 관측 중 보정이 용이하여야 신뢰도 있는 자료를 생산

할 수 있음

1.2 국내외 연구 동향

1.2.1 현재 활용중인 센서

○ 현재 다양한 Bio-Argo에 활용 중인 센서들은 다음과 같음

- Oxygen sensor : 현재 대부분의 Argo profiler에 활용중이며 전기화학 센서와 광

학센서(Optode) 두 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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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rophyll sensor: Chlorophyll이 내는 형광을 측정하는 센서로 Bio-Argo에 활용 중

- Nitrate Sensor : 해수의 영양염중 하나인 nitrate 측정 센서로 UV흡광을 이용함.

MBARI에서 개발하여 현재 약 27기가 시험 운용중

- Particle Backscatterring : 크기가 작고 전력 소모도 작아 가장 쉽게 활용될 수 있

는 센서. 현재 대부분의 Bio-Argo에 장착되어 활용 중임

- pH : 해수 중의 pH를 측정하는 반도체 센서로 활용도는 높으나, 현재까지 개발 

단계임

- PAR, Irradiation, CDOM : 해수 중의 광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대부분의 

Bio-Argo에 활용 중

[그림 7-1-3] 

광학 산소센서와 

nitrate 센서가 

부착된 Argo 

profiler

[그림 7-1-4] 

Argo에 장착하기 

위해 MBARI에서 

개발된 pH 센서

1.2.2 활용 가능한 생지화학 센서

- Plankton Pigment Sensor : 식물플랑크톤의 형광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 파장의 형

광을 측정함으로써 식물 플랑크톤의 조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현재는 CTD와 같이 

활용하고 있으나, 연구 개발을 통하여 Argo에 장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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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일본 JFE사에서 개발하여 판매 중인 Plankton Pigment sensor

- Lab-on-a-chip : 실험실에서 비색법을 통한 분석 장치를 micro fluidics를 이용하여 

매우 작게 만든 장치로 비색법으로 분석가능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양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그러나 

화학 분석을 수행하는 관계로 시약을 사용해야하며, 외부의 시료가 기기 내부로 

유입되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Argo 활용에 불리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함

- PCR : 해양 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증폭 및 분석하는 장치로 Lab-on-a-chip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 중임. 개발이 완성되면 활용 가치는 매우 높으나, Argo 장착을 위

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

[그림 7-1-6] PCR활용 환경유전자 센서의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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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S : ADCP와는 달리 좁은 영역에서의 초음파 해류 측정 장치로 Argo에 장착하여

활용시 수온, 염분 자료 뿐만아니라 해류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1.2.3 국내 생지화학 센서 장착 Argo 활용 현황

○ 해양수산부 지원 EAST-1 사업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의 일환으로 기존의 

Argo profiler를 개조하여 Moored Profiler로 활용 : E-RAP (EAST-I Real-time

Automatic Profiler)

○ 장비 개발은 서울대학교와 (주)오트로닉스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참여

기업인 (주)오트로닉스에 기술 이전 상태임

○ 센서 추가 부착을 위해 Profiler 내의 control board를 개조하였으며, 실시간 

통신을 위한 Inductive Modem module 장착

○ CTD 센서 이외에 용존산소 및 Chl-a 센서를 부착하여 한 지점에서 표층부터 

수심 500m 까지 하루 2회 수직 자동 관측 중

○ 현재 동해 울릉분지 중앙(북위 37도, 동경 131도)에 계류 관측 중(그림 7-1-7)

[그림 7-1-7] E-RAP의 계류 위치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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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Argo 관측에 활용 가능한 생지화학 센서의 개발 및 국산화

1.3.2. 연구 내용

○ 기존 센서를 활용한 System Integration

- 기존의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를 이용하여 기존의 Argo 엔진에 장착하여 

새로운 Bio-Argo 개발

- 단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system integration 기술 개발

- 생지화학 센서 부착을 위한 엔진 개조 기술 개발: Control Board, 전원공급 장치 등

○ Argo 활용을 위한 생지화학 센서의 개발

- Argo 활용 가능한 생지화학 센서의 개발

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기존의 센서를 활용한 

Bio-Argo개발 

(Scatterometer)

- 생지화학 센서 1종 (Back Scatterometer) 부착을 

위한 엔진 개조

- 생지화학 센서 1종 부착 엔진 현장 테스트

2차

년도

○ 기존의 센서를 활용한 

Bio-Argo개발   

(PAR/ Irradiation)

- 생지화학 센서 1종 부착 엔진 현장 투하

- 생지화학 센서 2종 (PAR sensor 추가) 부착을 위한

엔진 개조

- 생지화학 센서 2종 부착 엔진 현장 테스트

3차

년도

○ 기존의 센서를 활용한 

Bio-Argo 개발 (CDOM)

- 생지화학 센서 2종 부착 엔진 현장 테스트

- 생지화학 센서 2종 부착 엔진 현장 투하

- 생지화학 센서 3종 (CDOM 센서 추가) 부착을 위한

엔진 개조

4차

년도

○ 기존의 센서를 활용한 

Bio-Argo 개발 (CDOM)

- 생지화학 센서 3종 부착 엔진 현장 테스트

- 생지화학 센서 3종 부착 엔진 현장 투하

- 생지화학 센서 3종 부착 Bio-Argo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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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5차

년도

○ 기존의 센서를 활용한

한국형 Bio-Argo 개발

- 생지화학 센서 및 DVS 장착 Multi purpose-Argo

개발을 위한 엔진 개조

- Multi purpose-Argo 현장 테스트

○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기존의 센서를 활용한 

한국형 Bio-Argo 개발

- Multi purpose-Argo 현장 투하

- Multi purpose-Argo 상용화

○ Argo 활용을 위한 생

지화학 센서의 개발

- Argo 활용 가능한 생지화학 센서 개발

- 기존 센서를 활용한 새로운 생지화학 Argo 개발

1.4. 추진전략

○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존의 센서를 Argo 엔진에 장착하여 다양한 센서 

부착시 활용 가능한 Argo 엔진 활용 기술을 배양

○ 활용도와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장착 우선 순위 설정

순위 기술적 측면 활용도 측면

1 Scatterometer Nitrate

2 PAR/Irradiation DVS

3 CDOM pH

4 DVS PAR/Irradiation

5 Nitrate CDOM

6 pH Scatterometer

[표 7-1-2] 기술적 측면과 활용도 측면의 개발 우선순위

○ 기술적 측면에서 수월한 센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장착 센서의 종류를 확대

: Scatterometer → PAR/Irradiation → C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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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도 높은 센서 장착 개발 : DVS

○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업체 참여 유도

○ 장기적으로 Argo에 활용 가능한 생지화학 센서 개발 : Nitrate 센서, Plankton

Pigment 센서, 광다발 산소 광학 센서 등

○ 새로이 국산화되는 센서는 기존의 외산 센서에 비해 저전력소모, 소형화 등의 

차별화

1.5. 기대성과

○ Argo에 활용할 수 있는 생지화학 센서의 국산화와 기존 센서를 활용한 multi

purpose Argo의 개발을 통해 Argo 관측을 통해 지금까지 제공해왔던 자료 

이외에 해양 생태계의 이해, 기후 변화와 관련한 해양의 역할 이해 등에 보다 

발전된 자료를 제공

○ 다양한 관측 파라미터로 Argo 활용 연구의 범위 및 깊이 증대

○ 생지화학 파라미터의 관측이 선박을 이용한 관측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새로운

관측 platform에 적용함으로서 생지화학 관측 자료의 확대

○ 생태계 모델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게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모델을 

활용한 생태계 변화 예측 가능

○ 물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생지화학 자료를 준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산 

자원의 분포 등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가능

2 Argo 위성통신

○ 위성통신 방식#1 : 1978년에 자연과학계에 보급되어 많은 분야에서 범용으로 

사용하여 왔음. 현재 우리가 투하한 Argo뜰개 모두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위성과 교신하기 위하여 표면체류시간이 6~12시간으로 길며, 자료전송량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CTD관측층 100개 이내이어서 자료활용과 가치 측면에

는 미흡한 바가 없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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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방식#1

위성통신 
방식#2

위성통신 
방식#3

위성통신 
방식#4

위성통신 
방식#5

Argos

(since 1978)

Argos-3

(since 2012)
Iridium/CLS

original 쌍방향 SBD CSD/RUDICS (쌍방향)

CLS server CLS server
original-Argos

유사
CLS server User server

email / ftp /

web

email / ftp /

web
emails phone call ←

ADL +GPS receiver +GPS receiver ← ←

250m 10m 10m ← ←

- - SIM-less SIM based ←

6~12 hours 40 minutes 20 minutes ← ←

~100 CTD

levels

~1000 CTD

levels

~100 CTD

levels

~1000 CTD

levels
←

- - - -
RUDICS

account 1900€

○ 위성통신 방식#2 : 기술 발전과 더불어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통신기술 

사양이 향상되었음. 즉, 쌍방향통신이 가능하며, Argo뜰개가 위성과 교신하기 

위한 표면체류시간이 40분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자료전송량이 크게 늘어나 

CTD관측층 1,000개 내외로 가능하여 자료활용과 가치 측면에는 선박에 의한 

CTD관측에 비교할만함

○ 위성통신 방식#3 : Iridium위성통신을 활용하는 자료전송 방식 중의 하나로 

SBD(Short Burst Data) 방식은 소량의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옵션임. 자연과학계에 보급된 초기 위성통신 방식#1의 경우

와 비교할 수 있는 단순한 방식임

○ 위성통신 방식#4 : Iridium위성통신을 활용하는 CSD/RUDICS(Circuit Switched

Data) 방식은 쌍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다량의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데 

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로 위성통신 개통이 필요함. 차세대 방식

이나 사용료가 비쌈

○ 위성통신 방식#5 : 방식#4와 마찬가지이나 자체적으로 RUDICS서버를 유지관리

해야 하는데 RUDICS 계정 개통비용이 1,900유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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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tup fee

300€/float
-

30€/float/M 20€/float/M ≒60€/float/M
12€/float/M

+ call length
←

- - <100Kbytes/M >100Kbytes/M

- - 1.5€/Kbytes 0.50€/minute

day base ← data volume call length

3 자동관측기 활용 모니터링 기반 연구

3.1. Argo 플로트 활용

3.1.1. 연구의 필요성

○ 90년대 후반부터 관측 해양학은 저렴한 무인 관측 로봇의 등장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음. 그 대표적인 기기가 아르고(Argo) 플로트임. 아르고 플로트

는 스톰웰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과 유사하게 중성 부력을 갖으며 부력을 조정

하면서 물속을 수직적으로 이동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비교적 단순한 로봇임.

날개나 다른 추진시스템이 없어서 스스로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지는 못하지만,

그 단순성으로 인해 다른 특별한 관리 없이 내장 배터리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4~5년 동안 스스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음

○ 2000년부터 시작된 국제 아르고 프로그램은 이 플로트라는 소형 무인 관측 로봇

을 전 세계 바다에 투하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실시간 관측 체계를 수립하였음.

2013년 1월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5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시작

한 후부터 9,000여기 이상의 플로트가 투하되어 백 만개 이상의 수온/염분 구조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매년 일정 수준의 플로트를 투하함으로써 2013년 3월 현재

3,600여기가 활발하게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있음

○ 아르고 플로트는 일반적으로 1,000m 혹은 2,000m의 심층에서 떠다니다가 10일

에 한 번씩 부력을 조정하여 표층으로 올라오면서 수온/염분 등을 측정한 뒤 

그 자료를 인공위성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자기 추진 능력은 없고 해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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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10일 동안 이동한 거리를 바탕으로 심층해류 또한 

측정할 수 있음(Park et al. 2005; Park and Kim 2013)

○ Argo 플로트 자료는 전 지구 바다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Argo 플로트가 

해류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위치에서 수온/염분 구조 자료를 측정

함. 따라서 간단하게 시계열 자료를 얻기는 어려움. 게다가 플로트의 절대적 

개수의 부족으로 자료동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격자화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성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 분포를 얻기가 어려움. 그림 7-3-1은 Argo 플로트 자료

량이 가장 많았던 2009년 중의 1월달 Argo 자료 분포를 나타냄 

[그림 7-3-1]  (왼쪽) 2009년 1월의 Argo 프로파일 자료 분포. 

(오른쪽) 2009년 1월 15일의 해표면 고도

○ 그림 7-3-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해양에서 나타나는 중규모 현상들을 표현하기

에 매달 얻어지는 Argo 자료는 충분하지 못함. 이러한 자료를 무리하게 격자화

하였을 경우 중규모 소용돌이인 eddy의 영향이 에러로 남게 되므로 충분한 

공간 평균을 통하여 큰 규모의 특성을 보는데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Argo 자료는 199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축적되어 왔으며, 여러 지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여 자료가 얻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열용량 분포, 염분의 분포, 심층 해류의 분포 등 평균적인 공간 분포 양상을 

얻어내는데 최적의 자료라고 할 수 있름. 따라서 수십 년 전 선박을 이용한 관측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양의 물리적 특성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

는지 분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e.g. Durack and Wijffels, 2010; Lyman et al.,

2010; Roemmich et al., 2007)

○ Argo 플로트는 계절이나 지역에 거의 구애받지 않으며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

에, 통계적 관점에서 극단적인 기상 변화에 따른 해양의 반응을 연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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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음. 특히 태풍과 같이 악기상 조건에서 해양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해양의 평균적인 반응 특성을 알기 어려운데, 이러한 Argo 플로트

자료를 활용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음(Park et al., 2011).

Argo 플로트는 심층 해류 및 일부 표층 해류도 측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활용하여 심층 순환 패턴에 관한 연구 및 표층 해류의 운동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도 수행할 수 있음(e.g. Park et al., 2004; Park et al., 2005a; Park et al.,

2005b Park et al., 2008; Park and Kim, 2013)

○ 즉, 제한점이 분명히 있지만, Argo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고, 국제

적으로도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Argo 플로트 투하하는데 국제적으로 큰 기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이에 부합

하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3.2. 수중 글라이더의 활용

3.2.1. 연구의 필요성

○ 해양 글라이더는 바다 속 표층과 심층을 오가면서 날개를 이용하여 활강함으

로써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인 해양 관측 로봇임(그림 

7-3-2). 따로 추진 시스템이 필요 없이 오직 부력을 조정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요구 전력이 매우 낮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넓은 해역에 대해 자동 관측이 

가능함. 따라서 최근 구축되고 있는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수백km 정도

의 영역을 수 km의 해상도로 시공간 연속관측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

○ 해양 글라이더의 개념은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헨리 스톰웰(Henry Stommel)

박사가 1989년 해양학(Oceanography) 학술잡지에 미래 해양학을 언급하면서 

최초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음. 그는 1,000개의 작은 중성 부력을 갖는 기기

들이 자동으로 관측을 수행할 것이며, 이 기기들은 부력을 바꿈으로써 날개를 

이용해 비행기처럼 물속에서 활강하여 수평적으로 약 0.5노트(25cm/s)의 속력

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며, 이동하는 동안 연속 관측을 수행하고 얻어진 자료

는 인공위성을 통해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음(Stommel 1989). 스톰웰 

박사는 스프레이(Spray)라는 이름의 요트를 이용하여 최초로 혼자서 세계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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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슈아 슬로컴(Joshua Slocum)의 이름을 따라 이 글라이더 기기를 슬로컴

이라고 명명하였음. 스톰웰 박사는 미래의 해양 관측은 저렴하면서 소형인 다

량의 무인 로봇에 의해 지배될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그의 예견은 많은 부분 

현실화 되고 있음

○ 앞서 논의한 Argo 플로트에 날개를 달아서 해표면에서 심층으로 떨어질 때 

그리고 심층에서 표층으로 올라올 때 활강하도록 고안된 것이 해양 글라이더

임. 플로트와 같이 물속에서 부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대부분의 해양 

글라이더의 부력 엔진은 플로트의 엔진을 활용함. 플로트의 경우 Argo 프로

그램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생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플로트 기기의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보다 효율

적이고 정확한 부력 엔진이 개발됨으로써 글라이더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

었음. 그러나 활강하면서 특정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세제어 문제나,

에너지 소비 문제에서 플로트보다 훨씬 복잡한 연산 체계 및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형태, 크기, 내부 기능 및 알고리즘은 완전히 달라 플로트와는 별개

의 기기로 보아야 함

○ 글라이더는 다양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임. 다른 연구자들이 원하는 

관측이 있을 경우 해당 센서를 추가하여 원하는 지역에서 계획된 기간 동안 

비교적 손쉽고 적은 비용으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음. 이에 비해 무인 잠수정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은 70시간 이내의 작동 시간을 갖기 

때문에 특정 해역을 탐사하려면 큰 선박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까지 이동하여야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무인 잠수정을 활용하는데는 잠수정 활용 비용과 대형 

선박 이용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선박 없이 1년 이상 작동

이 가능한 수중 글라이더는 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함. 이러한 이유로 국가 

해양 관측망 구성에 있어 차세대 해양 관측기기로 급부상하고 있음

○ 수중글라이더는 어떠한 센서를 부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

한 차세대 플랫폼이지만, 완벽한 운용을 위해서는 센서를 탑재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에서 1990년대 초반에 처음 글라이더 개발을 시도하여 1990년대 

후반에 대양에서 시험운용이 성공하였으나,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는데는 이보다

6~7년 뒤인 2005년이 이르러서 가능하게 되었음. 이 이유는 수중글라이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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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기술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며, 초기 글라이더 운용

시에는 글라이더 손실률이 매우 높았음. 그러나 안정된 운용 프로토콜을 확보

한 뒤에는 10% 미만의 손실률로 일반 부이 계류 시스템의 손실률 수준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해양 감시 체계 구축의 핵심 기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수중글라이더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용 기술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센서를 탑재한 상태로 시험 운용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라이더 테스트 연구가 가지는 의미

가 매우 크다고 하겠음

[그림 7-3-2] (a) 스프레이 글라이더 내부 모식도 (b) 스프레이 글라이더 작동 모식도

(출처: www.whoi.edu/main/spray-glider) (Park, 2013)

3.2.2. 국내외 연구 동향

○ 현재 글라이더는 전 세계 바다에서 다양한 종류의 관측에 활용되고 있음. 우즈홀

해양연구소에서는 Coastal Pioneer array라는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s

(OO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종합 연안 관측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서

6기 이상의 글라이더가 투입되어 정기 관측을 수행할 예정임. OOI는 해양 관측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1년 2천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2년 요구 예산이 1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해양과학 역사상 단일 과제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임. 이 인프라 구축사업은 10년간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

으며 향후 20~30년 동안 지속 유지될 사업으로 미국 과학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음(www.oceanobservatori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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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도 큰 규모의 글라이더 관측 연합을 구성하여 글라이더를 활용한 지

중해 정기 관측 뿐 아니라 대서양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글라이더를 활용한 자료가 필요한 유저들에게 해당 관측을 수행해주고 

획득한 자료를 서비스하는 조직을 만들었음(www.ego-network.org). 이 유럽 

글라이더 관측 연합(Everyone's Gliding Observatories)은 2004년 이후로 200여

회의 글라이더 미션을 여러 해역에서 수행하였고 거의 모든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음(Testor et al. 2009)

○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연안에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글라이더 팀이 운용하는

연안관측 시스템(Southern California Coastal Ocean Observing System) 이 

있어 정기적으로 특정 루트를 지속관측하고 있음(Todd et al. 2009). 그리고 

워싱턴 대학의 응용물리실험실의 Crag Lee 박사가 운영하는 글라이더 팀이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대서양, 북극지역에 이르는 다양한 해역에서의 글라이더

관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남미시시피 대학과 럿커스 대학에서는 남극지역

에 생물량을 측정하는 광학센서를 탑재한 글라이더를 투입하여 남극 해역에

서 식물 플랑크톤 번성의 요인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관측에 활용한 예는 매우 많은데 중요한 점은 

모든 글라이더 운용 기관들이 전문 엔지니어와 글라이더 전담 해양학자 들로 

구성된 운영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며 특히 큰 규모의 글라이더 팀은 정기 

관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여러 나라의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여 글

라이더를 운용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서 3기의 글라이더를 도입하여 동해에서 시험한 (박요섭 등 2012) 예가 있

어, 국내에서 해군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글라이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이를 활용하고자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음

○ 스톰웰 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즈홀 해양연구소와 해군의 지원에 힘입

어 현실화 될 수 있었음. 당시 우즈홀 글라이더 개발 연구의 핵심 인물이었던 

더글라스 웹(Douglas Webb)은 슬로컴이라 명명된 글라이더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WRC(Webb Research Cooperation) 회사를 세워 아르고 플로트와 글라

이더를 제조, 판매하는 큰 회사로 성장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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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이더와 플로트 개발은 20 여년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음. 글라이더

는 1991년에 최초로 실험에 성공하였고 오히려 수온 관측 기기를 부착한 플로트

는 이보다 5년 뒤인 1996년 한국 동해에서 처음 시험 운영하였음. 그러나 기기

시험의 시기는 늦었지만, 단순하고 운영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플로트가 먼저 

대중화되었고, 글라이더는 운용기술이 현대화되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음

○ 우즈홀 해양연구소와 스크립스 해양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프레이 글라

이더는 2004년 11월 미국 동부 연안에 투하되어 아주 강한 해류(최대 속도가 

2.5m/s로 글라이더 이동속도의 10배에 이른다)인 맥시코 만류를 가로질러 버

뮤다 섬까지 도착하는 1,000km 여정을 무인으로 완주하는데 성공했음. 이듬

해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개발한 씨글라이더(Seaglider)가 3,500km를 주파하

는데 성공했으며 2009년에 WRC 회사에서 개발한 슬로컴 글라이더를 미국 럿

커스(Rutgers) 대학이 운용하여 7,000km에 달하는 대서양을 221일만에 횡단하

는데 성공하게 됨

○ 글라이더는 플로트처럼 한번 투하한 뒤에 잊어버릴 수 있는 단순 소모성 기기

가 아니고 대부분의 실제 해양 관측이 그러하듯 운영과정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에 맞는 기기의 발전이 축적되어야 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늦어진 것으로 생각

됨. 오랫동안 운영경험의 축적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글라이더가 바로 스크립스/우즈홀의 스프레이 글라이더, 워싱턴 대학의 씨글

라이더, 그리고 WRC사의 슬로컴 글라이더임(그림 7-3-2)

○ 세 가지 글라이더는 각자 독특한 특징이 있음. 자세한 스펙 비교는 Davis et al.

(2001)과 Ruddick et al. (2004)를 참고하자. 스프레이와 씨글라이더는 최대 수심

이 1,000m~1,500m이며 대양, 즉 수심이 깊은 곳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글라이더임. 모든 글라이더가 그렇듯이 내장 배터리만을 이용하여 작동해야하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최소로 줄임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멀리

이동하며 그리고 오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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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3]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글라이더 종류 

(a) 미국 스크립스-우즈홀 해양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스프레이 글라이더. 블루핀 사에서 판매

를 담당하고 있음. (b) 웹리서치 회사의 슬로컴 글라이더. (c)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개발한 

씨글라이더. 아이로봇(iRobot) 사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 글라이더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Park, 2013)

○ 스프레이 글라이더 (그림 7-3-3a)는 저전력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외장의 형태

가 어뢰 모양이면서 가장 유선형에 가까운 얇은 원통 모향이기 때문에 유사한 

슬로컴 글라이더보다 50%이상 물의 저항이 작음(Sherman et al. 2001). 물의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적은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강한

해류를 만나더라도 글라이더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음

○ 스프레이 글라이더는 다른 글라이더와 같이 이리듐(Iridium) 위성안테나와 아르

고스(Argos) 위성안테나를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전자는 날개에 각각 하나씩,

후자는 꼬리 날개에 부착되어 있다. 일반적인 통신 즉 글라이더가 자료를 전송

하거나 사용자가 명령을 전달할 때 이리듐 안테나를 사용하며, 아르고스 안테나

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고 송신만할 수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글라이더 회수용으로 사용됨. 이리듐 안테나가 양쪽 날개에 두 개가 장착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성공 확률을 높여줌. 과학 센서 (CTD 포함)들은 주로 

꼬리 날개 부근의 부력 조절 장치가 있는 쪽에 장착됨.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 

때문에 글라이더에 의해서 발생하는 항적(wake)으로 인해 센서 관측값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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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글라이더 비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인 앞부분

에도 필요한 센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함

○ 스프레이는 다른 글라이더와 같이 내부 배터리를 무게추로 활용, 앞뒤로 움직

이게 함으로써 피치(Pitch)를 조절하고, 좌우로 움직여 롤(roll)을 조절한다. 이

렇게 내부 배터리를 앞뒤, 전후로 움직이면서 글라이더의 무게중심을 바꾸게 

되면 행글라이더가 방향을 바꾸는 원리와 동일하게 활강을 하면서 원하는 방

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방식은 이동 경로

를 바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물이 많고 수심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연안에서 활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

○ 반면에 슬로컴 글라이더(그림 7-3-3b)는 연안 등 천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어, 수평, 수직 방향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Webb 2001). 신속한 수평 방향 전환을 위해서 슬로컴 글라이더에는 비행기

처럼 움직이는 꼬리날개 방향타를 갖추고 있어서 7m 정도 내에서 선회가 가능

함(스프레이의 경우 대략 30m~수백미터의 회전반경을 가짐). 그리고 글라이더

앞부분의 노즐을 통해 물을 빠르게 밀어내거나 빨아들임으로써 신속한 부력 

변환이 가능하여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천해 환경에 맞게 글라이더의 수직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이것은 해양의 내부파나 파랑 등

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수직 운동에 의해 글라이더가 바닥이나 암초

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줌. 따라서 천해와 외해에서 활용하는 글라이더는 엄밀히

구분하여 용도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슬로컴 글라이더는 비록 천해용으로 개발되었으나, 부력엔진 등의 몇 가지 기능

을 바꿈으로써 대양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즉, 범용성이 뛰어나 여러 가지 센서

를 부착하여 시험 운용할 때도 비교적 용이함. 이미 개발된 센서들을 부가적

으로 장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글라이더 내에 따로 공간 및 전원, 입출력 단

자들을 확보해 놓았다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활용하기 수월한 반면에, 새롭게 

개발된 센서를 장착할 때는 다른 글라이더에 비해 적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씨글라이더(그림 7-3-3c)는 스프레이와 유사하게 대양에서 운용하도록 개발되

었는데 스프레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 전력량을 줄임. 씨글라이더의 몸체

는 해수와 유사한 압축성을 갖는 유리섬유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글라이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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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을 바꿈에 따라 발생하는 부력의 손실을 막아서 압축성이 매우 낮은 재질로

몸체를 구성했을 때 보다 적은 에너지를 소모해도 심해까지 잠수할 수 있음

(Eriksen et al. 2001).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절약되는 에너지는 잠항 수심의 제곱

에 비례함(Davis et al. 2001)

○ 씨글라이더의 통신 안테나는 꼬리 부분에 긴 막대 형태로 부착되어 있어서 해

표면에 도달했을 때 공기 중으로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

함. 그러나 몸체가 압력에 따라 수축 팽창을 반복한다는 단점 때문에 몸체 주

변에 부가적인 기기를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함. 더구나 씨글라이더는 구조적

으로 추가적인 센서들을 꼬리날개 근처 부분에만 국한하여 탑재할 수 밖에 없

어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스프레이나 슬로컴에 비해 범용

성이 떨어짐

○ 위 세 글라이더는 저마다 다른 점이 있지만, 외형적인 스펙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기는 모두 대략 2m 내외이며 무게도 50kg

남짓, 최대 이동속도는 40cm/s이고, 수평 이동속도는 25cm/s~30cm/s 정도도 

서로 유사함. 적제 용량은 대략 4~5kg 이고 활강하는 각도 역시 17~20도 정도로 

비슷한 범위에서 결정됨. 최대 잠항 수심의 경우 1,000m 정도로(심지어 슬로컴

글라이더 역시 1,000m) 유사한데, 스프레이는 1,500m 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고안되었지만, 실제 운용시에는 1,000m를 한계점으로 두고 있음. 외형적 스펙

이 세 글라이더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현재 활용가능한 기술력을 통해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얻어 내기 위한 글라이더 구조를 고안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글라이더 활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기기 

성능과 하드웨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3.2.3. 연구 목표 및 내용

가) 연구 목표

○ 천해(200m 이내) 및 심해(1,000m 이내) 글라이더를 도입하여, 다양한 환경에

서의 테스트를 통해 운용 프로토콜을 정립 

○ 글라이더 이동 속도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정선 루트 선정 

시 배경 해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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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센서 탑재시 글라이더 활강 성능을 평가하고, 특히 글라이더 운용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생화학 센서 탑재 기술 개발

○ 멀티 글라이더 선단 운용을 위한 운용 기법 개발 

나) 연구 내용

○ 글라이더 운용 프로토콜 정립

- 글라이더 준비 작업의 일원화 및 실험실 테스트 기준 정립

- 글라이더 투하 및 회수 기법의 최적화

- 글라이더 정선 관측 및 가상 계류형 관측 미션 수립 시 원할한 운영을 위한 소프

트웨어 개발

- 글라이더에서 얻어진 기술 자료 및 기초 과학 자료의 처리 기법 개발

○ 글라이더 정선 관측 운용 기법

- 해역의 물리 환경에 따른 글라이더 정선 관측 기법을 정립

- 배경 해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글라이더 작동 설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 배경 해류를 고려하여 정선 관측선을 최대한 따라가도록 글라이더 트랙 설정할 수 

있는 기법 개발 

○ 센서 탑재 시 글라이더 활강 성능 평가

- 추가적인 생화학 센서 탑재 시 글라이더 활강 능력을 평가하는 성능 평가 기준 정립 

- 글라이더 운영 성능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센서 탑재 기법 개발

- 멀티 센서 탑재를 위한 글라이더 구조 및 내부 포트 구성 최적화 기술 개발

○ 글라이더 선단 운용을 위한 기술 개발

- 글라이더 선단을 통해 고해상도 정선 관측 기법을 개발

- 실시간 글라이더 기술 자료 및 상호 거리 감지 센서를 통한 글라이더 선단 운용 

최적화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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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천해 및 심해 글라이더 

도입을 위한 사전 조사

○ 육상 호수에서 부력 조절

시험

○ 동해 근해에서 글라이더

성능 테스트

- 동해 및 남극해에 적합한 글라이더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 

- 우즈홀 해양연구소와 협력으로 글라이더 준비 

작업 및 실험실 테스트 프로토콜 정립

- 수심 10m 이내의 육상 호수에서 글라이더 부력

조절 시험

- 동해 근해에서 글라이더 성능 시험

2차

년도

○ 글라이더 정선 관측 알고

리즘 개발

○ 글라이더 투하 및 회수 

기법 개발 

○ 글라이더 기술 및 과학 

자료 처리 기법 개발 

- 배경 해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글라이더 설정 

기법 개발 

- 글라이더 기술 자료 처리를 통해 글라이더 성능

평가 기술 개발

- 글라이더 CTD 및 해류 자료의 자료 질 개선 

방안 개발

3차

년도

○ 글라이더 정선 관측을 위한 

통합 운용 시스템 개발 

○ 글라이더 운용 프로토콜

정립

○ 추가 센서 탑재 후 글라

이더 시험 운용

- 배경 해류 하에서 설정된 정선 트랙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글라이더 트랙을 자동 설정하

는 알고리즘 개발

- 시험 운용이 병행되어 검증된 글라이더 운용 

플로토콜 초안을 정립

- 추가 센서 탑재를 위한 글라이더 테스트

4차

년도

○ 글라이더 활강 능력 평

가 기준 정립

○ 센서 탑재 기술 고도화

○ 멀티 센서 탑재를 위한 

글라이더 최적화   

- 글라이더 하우징에 가상 생화학 센서를 추가 

부착하고 글라이더 활강 능력 평가

- 글라이더 운용에 있어 추가 센서의 영향을 최

소화 하는 방향으로 센서 탑재 기술을 개발

- 2~3개의 멀티 센서를 탑재하기 위한 글라이더 

하드웨어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최적화

기술 개발 

5차

년도

○ 글라이더 선단 운용을 위한

기술 개발

○ 글라이더 선단 운용 통합

시스템 개발

- 글라이더 선단을 통해 고해상도 정선 관측 기법

을 개발

- 실시간 글라이더 기술 자료 및 상호 거리 감지 

센서를 통한 글라이더 선단 운용 최적화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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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추진 전략

○ 천해용 및 심해용 글라이더 5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운용 기술 확보를 위

한 시험 운용 준비 작업을 진행

○ 우즈홀 해양연구소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천해용 및 심해용 글라이더 각 1기

씩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육상 수조, 호수, 그리고 동해 근해에서 4~8시간 

테스트 진행

○ 동해 관측 혹은 남극해 관측 연구와 연계하여 24시간~48시간내 시험 운영을 

진행하면서, 글라이더 정선 관측 알고리즘 개발하고 글라이더 투하 및 회수 

기법을 개발함. 간단한 디바이스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체의 도움이 

필요 

○ 자료동화 기법을 활용한 글라이더 정선 관측 시스템을 개발. 동해에서 1~2주 

정선 관측 시험 운영을 시행. 시험 운영과 더불어 글라이더 운용 프로토콜 초안

을 확립

○ 동해에서 글라이더의 6개월 장기 관측을 시도. 생화학 센서의 추가 부착 기법

을 개발하고, 센서 부착 시 글라이더 활강 능력을 평가하여 글라이더 운용에 

있어 부가 센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최소화 하는 하우징을 개발

○ 2개 이상의 센서를 부착하기 위한 전력 교환이나 자료 교환, 글라이더 명령 체계

의 일원화 기술 개발. 내부 장치 및 외장의 디자인 수정과 글라이더 작동 알고

리즘의 고도화 

○ 3기 이상의 글라이더를 활용하여 하나의 정선에서 동시 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글라이더 선단 시스템 구축. 글라이더 선단을 유기적으로 운용하여 등간격의 

고해상도 단면 관측을 위한 음향 통신 장치 도입 및 자동 운용 알고리즘 개발

○ 글라이더의 1년 이상 장기 운용을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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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기대성과

○ 무인 관측 기기인 글라이더를 활용한 심화된 운용 기술의 확보는 동해 관측 

관련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해양 

연구의 범위를 대양으로 쉽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글라이더가 물리 

변수 뿐 아니라 생지화학 변수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글라이더를 활용함으

로써 얻게 되는 연구의 깊이 및 범위의 확장은 국내 연구 기관 및 대학에서 

수행중인 다양한 연구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아가 무

인 관측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어자원 및 어장 관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하

여 기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수산 업계의 생산량을 관리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글라이더는 해양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무인 관측 기기이

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30년 이전 부터 차근차근 발전시켜 그 기술을 축적해 

온 해양 관측 장비임. 그러나 최근 새로운 형태의 센서, 즉 난류 및 생지화학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이 개발됨에 따라 글라이더의 활용성이 극대화

되고 있으나, 미국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여러 센서들을 글라이더에 장착하여 

활용하는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틈새를 공략하여 글라이더

활용 기술을 축적하고, 새로운 센서를 장착한 글라이더를 개발함으로써 장기

적으로 동북아 글라이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무인 관측 장비인 글라이더는 배를 활용하여 관측하기 어려운 물리적 과정과 

생지화학 과정의 연결 고리를 밝힘으로써 해양의 중규모 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고정에 있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그것

이 지구적인 스케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산출하는 것이 가능함. 이러한 산출 

결과는 기후 예측 모형 및 생화학 결합 모형을 검증하고 예측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생태계 모형에 관련된 주요 파라미터들을 보다 

현실적인 값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검증한 센서와 글라이더의 조합은 새로운 관측 장비를 

만들어내는데 기초가 되므로, 새로운 기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센서-글라이더 

조합만으로도 해외 장비 시장에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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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세부과제V] Argo 자료 활용 수치모델 연구

1 Argo 자료 활용 북서태평양 및 전지구 모델 개선 연구

1.1. 연구의 필요성

○ 해양예보체계는 해양수치모델과 해양관측자료를 통해 알려진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에 가장 가까운 해양의 상태를 추출하여 해양수치모델에 입력한 후 해양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음. 이렇게 수립된 해양예보체계는 수온과 

염분 그리고 해류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을 예측․예보함으로 기후 재해를 비

롯한 자연 재해 및 해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

로 연안 해양의 이용을 위한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양예보체계는 광범위한 해역에 준 관측값에 해당하는 고해상도의 해양자료

를 제공함으로 최근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인 엘리뇨와 같은 수년 주기의 기후

변동뿐 아니라 십년 이상의 장주기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예측

하는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해양물리적 

특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에 

해양예보체계가 응용되고 있음.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해양예보체계가 응용될 

수 있어 그 경제적인 가치 및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1990년대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해양예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고 그 결과들로 전지구 및 지역 해양예보체계가 구축되기 시작

했음. 해양분야에서 예보체계의 개발이 가능해진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관측망

의 구축을 들 수 있음. 해양의 변동을 관측하고 예측하기 위해 WOCE(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나 GODAE(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Experiment)와 같은 국제적인 공동 관측망이 구성되어 획득된 자료를 실시간

으로 배포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광범위한 영역의 해수면 온도와 해면고도 

그리고 해상풍 등의 실시간 관측이 가능해졌음. 특히 엘리뇨와 같은 수년 주

기의 기후변동과 장주기적인 기후변화가 해양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양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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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국제 공동 관측망을 통해 전지구 해양에 약 3,000개의 ARGO(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플로트가 자동으로 관측하여 전송하는

수온·염분 프로파일을 수집하고, 인공위성으로부터 해면수온과 해면고도 영상을

얻게 되었음. 이러한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전송됨으로 현재의 해양

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의 해양을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ARGO 프로파일 자료 등 관측 자료를 동화하여 재구성된 전지구 해양재분석 

자료는 기후 예측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초기장으로 필수적인 자료임. 그림 

8-1-1은 초기장에 따른 엘리뇨 예측 결과를 검증한 것임. 예를 들어 4월부터 

예측을 시작하여 11개월 후의 엘리뇨 변동성을 예측한 경우 구 버전은 10개월 

예측결과와 관측 사이의 상관도가 약 0.5에 이르지만 신 버전의 경우 0.9 이상

의 상관도를 나타냄. 그리고 이러한 재분석 자료의 성능은 양질의 관측 자료

에 크게 의존함. 이러한 면에서 ARGO 프로파일 자료는 해양/기후 예측에 필수

적인 자료로 여겨지고 있음

[그림 8-1-1] GFDL의 자료동화 시스템으로부터 예측된 엘리뇨 예측 성능

(a) 구버전의 자료동화체계(3차원변분동화기법 기반)와 (b) 새로운 결합 자료동화 시스템(앙상블 

칼만필터 기반) 적용 엘리뇨 예측 결과



Ⅷ. [세부과제V] Argo 자료 활용 수치모델 연구

135

1.2 국내외 연구 동향

○ 전세계적으로 현업 해양예보를 구축하여 운용 중인 시스템은 호주 BLUElink,

미국의 ECCO, 영국의 FOAM, 미국의 HYCOM, 프랑스의 Mercator, 일본의 

MOVE/MRI.COM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양예보 시스템

이 현업 운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호주와 BLUElink와 중국의

SOA/NMEFC의 현업 예보 시스템은 비교적 최근에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음.

수치모델과 자료동화 기법은 각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수치모델에 동화하는 

관측 자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표 8-1-1). 특히 그 중에서도 

Argo 프로파일 자료는 필수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음(모든 T/S profiles 는 

Argo 프로파일을 포함하고 있음)

[표 8-1-1] 현업 해양예보 시스템과 자료동화 기법 및 입력 관측 자료

○ 그림 8-1-2는 연평균 수온과 염분의 일별 프로파일 빈도수를 나타낸 것임.

2000년대 초반부터 수온과 염분의 프로파일 개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염분 프로파일 개수의 증가가 두드러짐. 이러한 급격한 수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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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프로파일 개수의 증가는 2000년 초반부터 투하되기 시작한 Argo 프로파일

의 기여가 절대적이었음. 현재 전세계적으로 3,000개 이상의 Argo 뜰개가 돌

아다니며 수온과 염분을 관측하고 있으며 이를 해양예보 모델에 동화함으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음. 특히 Argo 프로파일은 관측 빈도가

낮았던 남반구의 수온과 염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전통적인 관측인 선박을 

이용한 관측은 대부분 북반구 그것도 유럽과 북미대륙 그리고 쿠로시오 해역

에서 관측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2000년대 이후로 남반구에서 수온과 

염분의 관측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Argo 프로파일의 기여라 할 수 있음

[그림 8-1-2] 연간 일별 수온(왼쪽)과 염분(오른쪽)의 빈도수

[그림 8-1-3] 연간 수온 프로파일 개수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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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o 프로파일을 포함하여 위성 및 선박 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재구성된 전

지구 및 지역해 재분석 자료는 수치모델 및 관측 자료의 성능을 파악하고 해양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을 제공한다. 현재 전지구 재분석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약 6개국에서 21개의 자료를 생산하여 배포하고 있음(표 8-1-2)

[표 8-1-2] 전지구 또는 지역해 재분석 자료의 예

○ 국내의 현업 해양예보 시스템은 시범 운용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동해

예보모델인 ES-MOM과 군산대학교에서 운용되고 있는 YS_ROMS이 있음. 특히

ES-MOM은 Argo 프로파일을 포함한 위성자료와 선박 관측 자료를 동화하여 

예보 모델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시스템들은 아직 국제적으로 보고되지 

못하였음

[표 8-1-3] 국내 현업 해양예보 시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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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1-4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지구 또는 지역해 재분석 자료를 보여줌. 서

울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가 Argo

프로파일 자료를 동화하여 재구성된 자료들임. 서울대학교의 지역해 재분석 

자료들은 국제 저널에 보고된 바가 있으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지구 해양

재분석 자료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표 8-1-4] 국내 전지구 및 지역해 재분석 자료

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여 수치모델 및 관측망 평가 기술 수립

○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를 입력한 기후 및 지역해 예측 시스템 구축

1.3.2. 연구 내용

○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 생산

- 장기 전지구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 생산

- 장기 북서태평양 재분석 자료 생산

○ 수치모델 및 관측망 평가 기술 수립

- 재분석 자료의 성능 검증을 통한 수치모델 개선 방안 수립

- 재분석 자료의 성능 검증을 통한 관측망 개선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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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및 지역해 예측 시스템 구축

- 기후 예측을 위한 전지구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를 이용한 기후모델 초기화 방안 수립

- 계절 및 엘리뇨 예측 시스템 구축

- 북서태평양 예측 시스템 구축

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해양/기후 자료동화 

시스템 구축

- 전지구 해양/기후 모델 수립

- 북서태평양 지역 해양 모델 수립

- 자료동화 시스템 구축

2차

년도

○ 해양/기후 자료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해양

및 기후 역학 연구

- 전지구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 생산

- 북서태평양 해양 재분석 자료 생산

- 재분석 자료를 이용한 해양 역학 이해

- 재분석 자료를 이용한 기후 역학 이해

3차

년도

○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

를 활용한 수치모델 및

관측망 검증/개선

-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를 활용한 수치모델 검증

-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를 활용한 관측망 검증

- 수치모델 개선 방안 도출

- 관측망 개선 방안 도출

4차

년도

○ 해양/기후 예측 시스템 

구축

-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를 입력한 기후초기화 방안 도출

- 계절 및 엘리뇨 기후 예측 시스템 구축

- 북서태평양 해양 예측 시스템 구축

○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해양/기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운용
- 해양/기후 상시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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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전략

○ 전지구 해양/기후 재분석 시스템 : 수립될 전지구 해양/기후 재분석 시스템은 

앙상블 기법 (Enseble Kalman Filter,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등)에 

기반한 자료동화기법과 관측망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기후모델

링이 연동된 시스템임. 자료동화 기법 중에서 앙상블 기법은 4차원 변분동화

기법에 비해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고 다변수 배경오차 공분산을 고려하는 등

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개발된 해양/기후 재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 및 

해양역학을 진단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수치모델과 관측망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함. 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기후 예측을 수행할 것임 

[그림 8-1-4] 전지구 해양/기후 재분석 시스템의 구성도

○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를 활용한 수치모델 및 관측망 검증 : 관측 자료를 자료

동화를 하는 중 수치모델의 편향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특히 계절 편향 및 

장기 편향 등을 검증함으로 수치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임. 그림 8-1-5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DASK, 미국 TAMU의 SODA 그리

고 미국 GFDL의 ECDA의 재분석 자료로부터 계산된 300미터 열용량을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상관도를 그린 것임. 1980년 이후로 위성을 이용한 해면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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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이 실시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Argo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관측 자료

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반구와 북태평양의 아적도 해역에서 상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기후 및 해양의 예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관

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관측이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할 수 있음. 즉,

재분석 자료의 성능을 분석함으로 추가적인 관측 및 중복된 관측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그림 8-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DASK, 미국 TAMU의 SODA, 미국 GFDL의 ECDA 재분석 

자료의 성능 검증. 300미터 열용량의 관측자료(영국 기상청의 EN3)와의 상관도

1.5. 기대성과

○ 기후예측의 정확도를 높임으로 이상 기후 대응 정책에 기초 자료 제공

○ 해양 예보의 정확도를 높임으로 기상 예측 성능 제고

○ 수온, 염분, 해류 예측 정확도 제고를 통한 해난 사고 및 해군 작전 지원

○ 수치모델 및 관측망 개선 등의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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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극 주변 정밀 해양 순환 모델 개발

2.1. 연구의 필요성

○ 남극해의 해표면에 작용하는 바람과 열염 플럭스는 전 지구 심층 대류 순환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동력원임.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남극해는 매년 전 

지구의 초과열 70%이상이 대기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산업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CO2의 해양 유입량의 절반이 

남극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위 30도 이북의 전 지구 해양의 1차 생산에 

소비될 영양염의 75%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ussell, 2013). 따

라서 남극해 주변의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포함한 해양 순환 연구는 전 지구 

기후 시스템 연구에 있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연구라 할 수 있음

○ 남극해 해양 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극 대륙 주변을 시계 방향

으로 순환하는 남극순환류(ACC,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임. ACC는 

바람의 세기와 남북방향의 수온 차에 기인하는 극전선의 변동에 따라 크게 사행

을 하기도 하며 다양한 중규모 소용돌이를 동반하기도 함(그림 8-2-1). ACC의 

변동은 남극해 주변 및 전 지구 해양에 열수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일반

적으로 60°S 이남에서 약 0.2~0.65 PW(1 PW=1015 Watts)의 열량이 대기로 방

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같은 양의 열이 60°S 이북에서 ACC를 가

로질러 극방향으로 전달되어야 함. 그러나 ACC를 가로지르는 극방향으로의 

열수송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논쟁이 진행 중으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음(Sekma et al., 2013)

○ Udintsev Fracture Zone에서의 계류 관측을 포함한 P16해역 관측의 주요 목표 

또한 극 방향으로의 열 수송을 측정하는 것임

○ 해양조사선을 이용한 해양 관측은 관측 기간과 인력, 경비, 날씨 등의 제약 조건

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관측은 

일회성 혹은 국지적으로 수행되어 왔음. 특히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극한지 

해역에서의 현장 관측은 해빙, 바람 등의 환경 조건에 의해 특정 계절이나 해

역에 집중되어 수행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관측이 수행될 수 없는 시기 또는 

해역의 자료 부족은 전체적인 해황 정보 및 변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항상 한계

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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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  남극순환류(AAC) 시스템 모식도 (Russell, 2013)

○ ARGO 부이 관측의 경우 상시적으로 해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측이라는 

점에서 극지 관측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관측 기법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ARGO 관측이 2,000m 이상 깊이의 수온, 염분만을 

관측하고 있으며 해빙의 아래로 이동될 경우에는 관측 자료를 확보 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남극해 바닥까지 유입되는 남극저층수 생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현재 수행 중인 ARGO 관측만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

할 수 없음

○ 따라서 ARGO 관측 및 남극의 현장 관측의 한계를 보완하고 남극해 전체의 

해양순환 특성과 계절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 순환 모델을 이용한 

남극해 해양 순환 재현이 병행하여 수행되어야 함. 특히 최근 들어 CO2 순환 

및 극방향 열수송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남극해 주변에서의 중규모 소용

돌이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수 km 이내 세밀한 격자망으로 구성된 고해

상도 해양 순환 모형이 필요함. 남극 주변에서는 10km 내외의 상대적으로 짧은

Rossby 변형 길이에 의해 소용돌이 규모도 훨씬 작아지기 때문임. 또한 그림 

8-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깊고 좁은 폭의 복잡한 해구 지형에 의해 ACC를 

포함한 주요 해류 및 해양 순환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이러한 복잡한 지형을 재현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해양 순환 모델 구축이 필수

적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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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2] Kerguelen Plateau를 가로지르는 ACC 지류의 수송량

2.2. 국내외 연구동향

○ 남극해 주변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순환 시뮬레이션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

무한 실정으로 1°~2° 내외의 격자망으로 구성된 전 지구 해양 순환 모형에서 

부정확하게나마 ACC를 재현하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 국외에서는 최근 들어 

남극 전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중규모 소용돌이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고해상도의 해양 순환 모형을 이용한 남극해 주변 정밀 해양 순환 모델링 연구

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실정임

○ 1998년 시작된 WOCE(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관측과 해양 순환 모델을 결합하여 정량적인 전 지구 해양의 해황 변화

를 계산하기 위해서 ECCO(Estimating the Circulation and Climate of the

Ocean) 컨소시움이 구축되었음. ECCO 컨소시움은 남극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해양의 보다 정확한 해양 순환 재현을 위해 관측 자료와 결합된 다양한 해양 

순환 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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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CO 컨소시움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MIT 대학은 자체 개발한 해양 순환모

형인 MITgcm을 이용하여 2005~2006년 수행된 다양한 관측 자료를 동화시킨 

남극해의 해황을 계산한 바 있음. 동화에 사용한 자료는 ARGO float 자료를 

포함한 CTD 관측 자료, 인공위성 해수면 변위 관측 자료로서 자료동화 기법인

Adjoint 기법을 이용하여 관측에 가까운 남극해의 해황을 재현하였음

○ 소위 SOSE(Southern Ocean State Estimation)라고 알려진 이 연구는 경위도 

방향으로 각각 1/6° 간격의 격자망으로 구성된 남극해양 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남극해 주변의 ACC를 정밀하게 재현하였음(Mazloff et al., 2010). 그림 8-2-4

에서 볼 수 있듯이 ACC의 사행 및 ACC 주변 소용돌이가 비교적 잘 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실제 남극해를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남극해를 이상화한 

모델 영역을 대상으로 1/4°에서 1/16° 격자까지 해상도를 증가시키면서 남극 

극전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가 남북방향 대류 순환과 ACC의 수송량

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현재로서는 EU가 개발한 

전구 해양모형인 NEMO 모형의 1/12° 격자 해상도의 순환 모델 결과가 최근

에 나온 가장 해상도가 높은 모델 결과라 할 수 있음(그림 8-2-4)

[그림 8-2-3] 1/6° 격자 간격 해양 순환 모델로 계산된 남극 주변 유속 분포 

(Abernathe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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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4] 1/12° 격자의 NEMO 모형으로 계산된 해수면 변위

○ 중규모 소용돌이와 더불어 관성류와 조석과 같은 단주기 운동에 의한 혼합효

과 또한 남극해의 해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Ross해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강한 조류 활동에 의해 대륙붕단을 넘어 해수가

연안쪽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조석이나 관성류와 같은 

단주기 운동을 고려하는 남극해의 해양 순환 모형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

으며 최근 들어 국외 연구자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주제라 할 수 

있음 

2.3. 연구 목표 및 내용

2.3.1. 연구 목표

○ 남극해 주변 정밀 해양순환 재현을 위한 남극해 고해상도 해양-해빙-생태계 

접합 모델 구축 및 검증

2.3.2. 연구 내용

○ 전지구 및 남반구 해양순환 모델 구축 및 검증

- ARGO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

- 남극해 주변 해역 고해상도 모델의 개방경계 입력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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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해 주변 고해상도 해양-해빙접합 모델 구축 및 검증

- 해류, 조석, 해빙 등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 해양순환 모델 구축

- 조석혼합이 남극해 주변 해역의 해빙변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해빙과 해양혼합의 상호 작용 및 남극 주변 심층수 생성 변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RGO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

○ 남극 관측 해역 중심 고해상도 해양-해빙접합 모델 구축

- P16해역 및 아라온 관측 해역(Ross해, Amunsen해 )을 대상으로 한 고해상도 해양

순환 모델 구축

- 장기 계류 관측과의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

- 관측 자료와의 상호 보완을 통한 열수송 계산

- 심층 ARGO 관측과 연계한 남극 주변 AABW 변동성 규명

- 내부조석파, 관성진동파 등의 해양혼합이 남극해 해양순환 및 해빙에 미치는 영향 규명

○ 남극해 주변 고해상도 해양-해빙-생태계 접합 구축 및 검증

- 생태계 모형과의 접합을 통한 남극해 주변 해역의 탄순 순환 재현

- 해양순환, 생태계변동 및 탄소순환의 연관성 규명

2.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전지구 OGCM 구축 

및 검증

- 저해상도(경위도 1° 간격) 전지구 OGCM 구축

- 해양순환 장기 적분 및 해양 기후값 재현

- ARGO 기후값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

2차

년도

○ 남반구 해양순환 모델

구축 및 검증

- 적도 이남 남반구를 대상으로한 경위도 1/4° 간격 

OGCM 구축

- 해빙-해양순환 모사 및 검증

- 남극 주변 심층순환 및 해빙 변동 모사

- ARGO 기후값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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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3차

년도

○ 고해상도 남극순환류

(ACC) 모델 구축 및

검증

- 남위 40°이남의 ACC 남극해를 대상으로 하는 경

위도 1/8° 간격 OGCM 구축

- 해빙-해양순환 모사 및 검증

- 남극 주변 심층순환 및 해빙 변동 모사

- ARGO 기후값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

4차

년도

○ 남극 관측 해역 중심 

고해상도(1/16°) 해양

순환 모델 구축 

- P16해역 및 아라온 관측 해역(Ross해, Amunsen해)

을 대상으로 한 고해상도 해양순환 모델 구축

- 장기 계류 관측과의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

- 관측 자료와의 상호 보완을 통한 열수송 계산

- 심층 ARGO 관측과 연계한 남극 주변 AABW 변동성

규명

- 내부조석파, 관성진동파 등의 해양혼합이 남극해 

해양순환 및 해빙에 미치는 영향 규명

○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남극 국지해 고해상도

(1/12°) 해양순환-생

태계 접합 모델 구축 

및 검증

- 고해상도 해양순환 생태계 접합모델 구축

- 남극해 주변 탄소 및 질소 순환 모사

- ARGO 관측 자료와 비교를 통한 해빙 변동 및 해양

순환 변동 탄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 검토

2.4. 추진전략

○ 남극해 주변 기존 ARGO 관측 프로파일을 활용한 40°S 이남의 남극해 ACC

모형 검증

○ Udintsev Fracture Zone (140°E) 관측을 포함한 P16해역 관측과 연계한 고해

상도 해양 수치 모델 구축  

- 남북 방향 열수송량 계산 및 계절 변동 규명

- 평균해류 및 중규모 소용돌이가 열수송에 미치는 영향 규명

○ 아라온 항로 인근 현장 관측과의 상호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 및 관측 역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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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s Sea gyre/ACC/Pacific Subtropical gyre의 계절 변동성 규명

- 내부 조석, 관성파 등의 단주기 운동에 의한 해양혼합이 수괴형성 및 남극해 해양 

순환에 미치는 영향 규명

- 심층 ARGO 관측(2,000m 이하)과 연계한 남극 저층수(AABW) 변동성 규명

[그림 8-2-5] 2007-2009년 ARGO 관측(총 1,353 floats) (Russell, 2013) 

2.5. 기대성과

○ ARGO 관측을 포함한 현장 관측과 연계한 남극해 주변 정밀 ACC 모형 구축

은 최근 기후변화와 연관하여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남극해 해양 순환 및 전

지구 탄소 순환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남극해는 전 지구 

CO2 순환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해역으로 알려져 있음. 남극해 심층에는 

용존 탄소 농도가 높은 해수가 존재하며 바람에 의해 심층의 해수가 용승 할 

때 대기로의 CO2 방출을 야기 시키기도 함. 최근 강해진 편서풍에 의해 대기

로의 CO2의 방출이 증가하여 대기의 CO2 증가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바람의 세기가 강해졌지

만 남극해 전선역에 존재하는 중규모 소용돌이(eddy)가 활발히 발생함으로써 

용승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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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중규모 소용돌이를 재현할 수 있는 남극 주변의 정밀 ACC 모형

을 구축한다면 CO2 순환과 관련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지구 기후 변화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남극해 주변 해양 순환 및 기후 

변화 관련 연구는 그동안 주로 자원 중심으로 접근했던 남극 주변 연구를 해양

환경, 기후와 연계한 과학 중심으로 연구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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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연차별 추진 계획

1

1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 세부과제 I

과제명 동해 argo 활용 연구

연구목표 동해(물리,지화학요소) 기후변화반응 모니터링

연구내용

1. ARGO 활용 동해 중층 순환 연구

2. ARGO 플로트를 이용한 동해에서의 물리적 강제력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 연구

3. 전선역 프로세스가 탄소/질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차별 

투하계획

Argo Bio-Argo Deep-Argo Glider

1년차 17 3 2

2년차 17 3 1

3년차 17 3 1

4년차 17 3 1

5년차 17 3 1

○ 세부과제 II

과제명 남극해 argo 활용 연구

연구목표 남극해 Argo 국제 공동조사 기여 및  기후변화 반응연구 

연구내용

1. 남극해 P16지역 물리/생지화학 연구 프로그램 

2. 남극해/주변해 열수지 국제 공동 연구

3. 심층아고 연구 

4. P16 해역의 CDOM 변동성 연구

5. 남극 순환 관측 

연차별 투하계획

Argo Bio-Argo Deep-Argo Glider

1년차 8 2 2 1

2년차 10 2 2 1

3년차 7 3 2 1

4년차 10 3 2 1
5년차 7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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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III

과제명 저위도 북서태평양 Argo 활용 연구

연구목표 저위도 북서태평양 변동성 및 기후변동에 미치는 영향 규명

연구내용

1. 온난화 수역 변동이 전지구 기후변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2. 북서태평양 Argo 활용 연구

3.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류의 특성규명 

연차별 투하계획

Argo Deep-Argo Glider Surface buoy

1년차 3 25

2년차 3 25

3년차 3 25

4년차 2 25

5년차 3 25

○ 세부과제 IV

과제명 Argo 테크놀러지 및 자동관측기 활용기반 구축

연구목표 Argo 지화학 센서 국산화 및 차세대 자동 관측시스템 활용 기반 구축

연구내용

1. Argo 활용을 위한 생지화학 센서의 국산화

2. Argo 위성통신

3. 자동관측기 활용 모니터링 기반 연구

○ 세부과제 V

과제명 Argo 자료 활용수치모델 연구

연구목표 Argo 자료 활용 전지구/동해/남극 순환 모델 개선

연구내용
1. Argo자료 활용 북서태평양/전지구 모델개선 연구

2. 남극 주변 정밀 해양 순환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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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차 연차별 연구목표

세부

과제

Ⅰ

1단계
동해(물리 ,지화학요소)

기후변화반응 모니터링

1 동해 Argo 투하 및 기후변화 반응 이해

2 동해 모니터링기반/기후변화 연구

3 동해 모니터링기반/기후변화 연구

4 동해 Argo 투하 및 기후변화 반응 이해

5 동해 Argo 투하 및 기후변화 반응 이해

2단계 동해 Argo 활용/기후변화 반응 연구

세부

과제

Ⅱ

1단계

남극해 Argo 국제 공동

조사 기여 및  기후변화 

반응연구 

1 남극해Argo국제공동조사/기후반응이해

2 남극해Argo국제공동조사/기후반응이해

3 남극해Argo국제공동조사/기후반응이해

4 남극해 P16단면특별조사/기후반응이해

5 남극해Argo국제공동조사/기후변화이해

2단계 Argo국제공동조사기여/기후반응이해

세부

과제

Ⅲ

1단계

저위도 북서태평양 변동

성 및 기후변동에 미치는

영향 규명

1 북서태평양Argo활용/전지구영향 연구

2 북서태평양Argo활용/지구기후영향이해

3 북서태평양Argo활용/지구기후영향이해

4 북서태평양Argo활용/지구기후영향이해

5 북서태평양Argo활용/지구기후영향이해

2단계 저위도 북서태평양 Argo 활용 연구

세부

과제

Ⅳ

1단계
Argo 테크놀러지 및 자동

관측기 활용기반 구축

1 바이오아고조립/센서국산화

2 바이오아고조립/센서국산화

3 센서국산화/자동관측시스템기반구축

4 센서국산화/자동관측시스템기반구축

5 센서국산화/자동관측시스템기반구축

2단계
아고 테크놀러지 지속 개발 및 차세대 자동

관측 시스템 활용

세부

과제

Ⅴ

1단계

Argo 자료 활용 전지구

/동해/남극 순환 모델 

개선

1 저해상 남극해/전지구수치모델 수립

2 Argo자료활용 남극해/전지구모델개발

3 Argo자료활용 남극해/전지구모델개선

4 Argo자료활용 정밀남극해모델 개선

5 Argo자료활용 전지구수치모델 개선

2단계 Argo 자료 활용 수치모델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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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소요예산

3 연구추진 방향 및 전략

○ 아고플로트 동해 투하, 2차년도 특별해역(울릉분지)/동해중층 순환 모니터링

○ 2차년도 아고투하, 4차년도 남극해 특별관측 및 한불 열수지 국제공동연구 

○ 저위도 북서태평양 열용량, 저위도 해역이 전구기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아고 테크놀러지 연구통한 바이오센서 국산화와 조립병행. 글라이더 관측

○ 해역별 모델개발 및 아고활용 검증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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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4.1. 기대효과

○ 기후변화 연계 동해중층 순환 이해 및 울릉분지 생지화학적 특성 이해

○ 남극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연구성과 기대 및 국제공동연구 촉진 

○ 저위도 북서태평양이 전지구 기후에 미치는 기작에 대한 이해 증진

○ 아고 바이오센서 국산화 기대 및 글라이더 관측기술 축적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전구/북서태평양/남극해 수치모델 개발/개선 기대

4.2. 활용방안

○ 아고자료 해석을 통한 보다 상세한 동해중층 순환도 작성

○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아고활용 논문 발표 기대 

○ 동해주변 및 남극해 주변 아고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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