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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연구 제목

탄성파 해양학을 활용한 수층 혼합 구조 가시화와 정량화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Ÿ 해양 수층 구조를 규명하고 해양 혼합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해

양 환경의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매우 중요함

Ÿ 기존의 해양물리 조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는 수직적으로 해상도가 매우 높지

만, 수평적으로 해상도가 매우 낮아서 해양 혼합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층 동적 특성을 광역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Ÿ 해저 지층 연구에 활용되었던 해양 탄성파 탐사를 수층에 적용하여 해양 수층

의 구조와 특성 정보를 파악하는 탄성파 해양학은 수평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자료를 획득하는 장점이 존재함

Ÿ 동해 남서부 해역과 필리핀해 동부해역에서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탄성파

해양학에 해양물리 분야를 융합하여 1) 고해상(수평: 3-6 m, 수직: 2 m) 수층

구조 영상화 기법을 구축하고, 2) 탄성파 자료로부터 연직 혼합 계수를 추산화

하는 기법을 확립하고, 3) 연구 해역에서 연직 혼합 계수의 시·공간적 분포 양

상을 통해 내부조석이 혼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Ÿ 신규 탄성파 및 해양물리 자료 획득 및 처리 (동해 남서부 해역/필리핀해 동

부해역)

Ÿ 탄성파 고해상(수평: 3-6 m, 수직: 2 m) 수층 영상화 기술 구축

Ÿ 탄성파와 해양물리 자료 통합 가시화 기술 구축

Ÿ 탄성파 자료를 이용한 연직 혼합 계수의 정량화(추산화) 기법 구축

Ÿ 해양물리 자료를 활용한 연구해역(동해 남서부/필리핀해 동부) 연직 혼합 계수

파악

Ÿ 탄성파 자료와 해양물리 자료로부터 추산된 연직 혼합 계수의 비교 및 광역

분포 양상 규명

Ÿ 필리핀해 동부 해역 해양순환 모형 및 내부조석 모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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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내부파의 전파 특성 분석

Ÿ 내부파에 의한 혼합 정량화 규명

Ⅳ. 연구 결과

Ÿ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 2018년과 2021년에 스파커 탄성파(769 line-km) 및 에

어건 탄성파(482 line-km) 자료와 CTD/VMP/ADCP (5정점), XBT/XCTD(39

정점) 및 SADCP(연속) 자료를 신규 획득하고 처리함

Ÿ 필리핀해 동부 해역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스파커 및 에어건 탄성파(2,894

line-km) 자료와 CTD/VMP/ ADCP(12정점), XBT/XCTD(76 정점) 및

SADCP(연속) 자료를 신규 획득하고 처리함

Ÿ 탄성파 스파커 음원은 수층 투과 심도가 상대적으로 얕지만 획득 자료에서 고

주파수 성분의 정보가 존재함. 반면에 탄성파 에어건 음원은 투과심도가 상대

적으로 더 깊지만 취득 자료에서 고주파수 성분이 부족함

Ÿ 고해상의 탄성파 수층 구조 영상화를 위해 자료처리 절차를 개선함. 수층 탄

성파 자료에서 나타나는 버블 직접파를 제거하기 위해 적응식 직접파 제거

(adaptive subtract trace) 기법을 새롭게 활용함. 또한 DnCNN 인공지능 기법

을 활용하여 수층 탄성파 자료에서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고해상도의 탄성파 수층 구조 영상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함

Ÿ 자료처리 개선과 고주파수 탄성파 음원을 활용하여 고해상(수평: 3-6 m, 수직:

2 m) 수층 구조 영상화 기법을 구축함

Ÿ 탄성파 수층 구조 단면과 해양물리 자료(수온, shear, 유속/유향)를 병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해상 탄성파 수층 영상이 수심 300-500 m 이내의 상부

수층에서 역동적인 해수 수층 구조와 특성을 고해상으로 재현함을 확인함

Ÿ 해양물리 자료로부터 추산된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연직 혼합 계수는

 ∼    의 범위를 보이며 특히, 내부조석에 의해 수층 변동이 큰

수심 150-200 m에서 가장 큰 값을 보임. 2021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상층

(40-160 m)에서 강한 난류소산(∼   )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심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륙사면에서 내부조석 발생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

Ÿ VMP를 이용하여 2019년 필리핀해 동부해역 내부조석파가 수렴하는 지점의

25시간 연속 난류 소산율 ()은 수심 100 m 및 500 m 부근에서 간헐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2020년 같은 지점의 25시간 연속 난류 소산율 ()은 수심 약

200 m 부근에서    규모로 강한 값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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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양물리 자료인 VMP와 CTD/ADCP에서 각각 추산된 연직 혼합 계수의 범

위에서도 부분적으로 상당한 오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탄성파 자료에서 추산된

연직 혼합 계수와 해양물리 자료에서 추산된 연직 혼합 계수 사이에 부분적으

로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계수의 값보다는 경향성이 중요할 것임을 암

시함

Ÿ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 개선된 방법을 이용하여 탄성파 자료에서 연직 혼합

계수를 추산하는 기법을 구축하여 연구 해역(동해 남서부 해역과 필리핀해 동

부 해역)에서 탄성파 자료에서 추산된 연직 혼합 계수를 파악하고 해양물리에

서 추산된 연직 혼합 계수와 비교함

Ÿ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 경우, 해양물리 자료에서 도출된 난류 소산 계수와

탄성파 자료에서 도출된 난류 소산 계수를 비교하면 각각의 경향과 크기가 상

당히 유사함. 반면 2021년 동부 남서부 해역 경우, 각각의 자료에서 도출된 난

류 소산 계수는 경향성은 비슷하지만 값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음

Ÿ 2019년와 2020년 필리핀해 동부 해역 경우, 해양 물리 자료에서 도출된 난류

소산 계수와 탄성파 자료에서 도출된 난류 소산 계수를 비교해보면 각각의 경

향성은 매우 유사하지만 크기에 차이가 있음

Ÿ 탄성파 자료와 해양물리 자료를 같은 탐사기간 동안 획득하지만 각 자료의 획

득 시간이 다르고 각 자료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자료에서 추산된 연

직 혼합 계수의 크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Ÿ 탄성파 자료에서 연직 혼합 계수를 추산하여 광역적인 탄성파 단면을 따라 연

직 혼합 계수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함

Ÿ 2차원 방사조건을 적용한 개방경계와 평형조석 외력을 적용하여 현실에 가까

운 조석 모의 결과 생산

Ÿ 수온과 유속 수직 단면도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내부조석 모의를 확인하였음

Ÿ 동해 대륙붕과 대륙사면에서 강한 내부조석이 발생하여 대륙사면을 따라 일본

쪽으로 전파됨

Ÿ 대조기기 내부조석의 진폭은 15-20 m 정도로 매우 강하게 나타남

Ÿ 내부조석이 강하게 나타나는 100m-200 m사이에서 난류혼합이 강하게 나타남

Ⅴ.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Ÿ 본 연구에서 구축된 고해상(수평: 약 3-6 m, 수직: 약 2 m) 탄성파 수층 영상

화 기법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대양까지 다양한 연구 대상 해역에서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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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수층 구조와 분포를 정밀하게 이해하는데 활용함

Ÿ 탄성파 자료 기반 연직 혼합 계수의 추산화 기법은 해양물리 자료 기반의 연

직 혼합 계수와의 융합을 통해 해수 순환과 혼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 해양 물리, 환경, 생태계, 물질 순환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

고자 함

Ÿ 탄성파 해양학을 역동적이며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내부조석, 내부파, 난류 등

다양한 해양물리 현상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연구에 적용함

Ÿ 탄성파 수층 자료로부터 추산되는 다양한 규모의 해수 정적·동적 물성을 해양

순환·생태 모형에 적용하여 모형의 정확도와 모델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활

용하고자 함

Ÿ 본 연구에서 구축된 딥러닝 기반 수층 탄성파 잡음 처리 기법을 해양학과 지

구과학 분야의 AI (인공지능) 기술·기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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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of the Study

A Study on the Visualiza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 Ocean-Mixing
Structures Using Seismic Oceanography

Ⅱ. Significance and Objectives of the Study

Ÿ It is very important to reveal ocean structures and quantification of ocean

mixing in the researches of physical oceanography and marine environment.

Ÿ Physical oceanographic data obtained by the traditional site survey have

high vertical resolution, but they show very low horizontal resolution.

Therefore, there is a limitation in studying the regional-scale dynamic

ocean phenomena such as internal wave and tides.

Ÿ Seismic principles applied to the ocean water, that is ‘seismic

oceanography’, have usually provided high horizontal resolution by obtaining

the seismic data continuously and help us visualize the ocean structures

and reveal the information on ocean characteristics.

Ÿ Using seismic oceanography together with physical oceanography in the

study area (the southwestern East Sea and the eastern Philippine Sea), the

study aims to 1) establish the visualization techniques on high-resolution

(horizontal: 3-6 m, vertical: 2 m) ocean structures, 2) calculate

quantitatively vertical-mixing coefficient using seismic data, and 3) analyze

the effects of internal tides on ocean mixing by revealing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ocean mixing coefficient from seismic and

physical oceanographic data.

Ⅲ. Contents of the Study

Ÿ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seismic and physical oceanographic data in

the study area (the southwestern East Sea and the eastern Philippine Sea)

Ÿ Establishment of the visualization techniques on high-resolution (horizontal:

3-6 m, vertical: 2 m) ocean structures

Ÿ Establishment of the visualization techniques merging seismic visualization

and physical oceanographic analy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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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Quantitative calculation of vertical-mixing coefficient using seismic data

Ÿ Document vertical mixing coefficient in the study area using physical

oceanographic data

Ÿ Comparison of the vertical mixing coefficient from seismic and physical

oceanographic data and recognition of regional distribution patterns on the

vertical mixing coefficient in the study area

Ÿ Modeling of ocean circulation and internal tides in the Philippine Sea

Ÿ Analysis on propagation of internal waves (or tides) in the study area

Ÿ Investigation of ocean-mixing quantification by internal waves (or tides) in

the study area

Ⅳ. Results of the Study

Ÿ Acquire and process seismic data using sparker/air-gun system and

physical oceanographic data using CTD/VMP/ADCP, XBT/XCTD and

SADCP system in the southwestern East Sea and the eastern Philippine

Sea) during 2018-2022.

Ÿ In seismic system, sparker source having relatively shallow penetration

water depth with high frequency composition, in contrast, air-gun source

showing relatively deep penetration water depth with rare high frequency

composition.

Ÿ Improve seismic processing for high-resolution ocean-structure

visualization. Apply newly the methods of adaptive subtract trace for

removal the direct bubble reflector in water column. Develop seismic

processing methods for removing random noise in water column by using

DnCNN AI techniques. Provide a strong background for the high-resolution

seismic visualization of ocean structures in the study.

Ÿ Establish high-resolution (horizontal: 3-6 m, vertical: 2 m) visualization

techniques of seismic ocean structures.

Ÿ Reveal well match between the image of seismic ocean structures and

physical oceanographic features in the upper water column (300-500 m in

water depth) by merging the image of seismic ocean structures with

physical oceanographic data (temperature, shear, velocity).



- 8 -

Ÿ Vertical mixing coefficient from physical oceanographic data in the SW

East Sea (2018) shows  ∼    , the highest value in the water

depth of 150-200 m where the water variation is higher due to the internal

tides. Vertical mixing coefficient from physical oceanographic data in the

SW East Sea (2021) is very strong (∼   ) in water depth of

40-160 m caused by internal tides generated near the continental slope.

Ÿ 25-h turbulent dissipation rate (2019) at convergence point of internal

waves calculated using VMP data shows intermittent high values at water

depth of 100 and 500 m. 25-h turbulent dissipation rate (2019) at

convergence point of internal waves calculated using VMP data exhibits

high values (  ) at water depth of 200 m.

Ÿ Even though the VMP and CTD/ADCP data are physical oceanographic

ones, vertical mixing coefficient calculated from VMP data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from CTD/ADCP data. This difference implies there can

be a part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ertical mixing coefficient

from seismic data and that from physical oceanographic data, and the

tendency of vertical mixing coefficient between them may be important.

Ÿ In the study area, vertical mixing coefficient calculated from seismic data

has compared to that from physical oceanographic data.

Ÿ In 2018, the vertical mixing coefficient calculated from seismic data in the

SW East Sea commonly shows values and tendency similar to those from

physical oceanographic data. In 2019, the values of vertical mixing

coefficient calculated from seismic data in the SW East Sea are different

from those from physical oceanographic data. However, the spatial trend

between them is similar.

Ÿ In the eastern Philippine Sea (2019 and 2020), the values of vertical mixing

coefficient calculated from seismic data are different from those from

physical oceanographic data. However, the spatial trend between them is

similar.

Ÿ The difference in values of vertical mixing coefficient between

seismic-base and physical oceanographic base can probably caused by

different observation time between seismic and physical oceanographic data.

Ÿ Reveal the regional,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vertical mixing

coefficient along the sections of seismi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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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Tide simulation results close to reality have been produced by applying an

open boundary condition with two-dimensional radiation and an equilibrium

tidal forcing.

Ÿ The successful simulation of internal tides was confirmed by analyzing the

vertical sec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current.

Ÿ Strong internal tidal waves were gener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and

slope of the East Sea and propagated along the continental slope toward

Japan.

Ÿ During the spring tidal period, the amplitude of the amplitude of the

internal tide was about 15-20m and very strong.

Ÿ Turbulent mixing was strong between 100m-200m, where internal tides

were strong.

Ⅴ. Applications of the Results

Ÿ Visualization techniques of high-resolution seismic ocean-structure images

can used for understanding ocean circulation, structures and distribution

from Korean seas and open oceans.

Ÿ Vertical mixing coefficient from combined seismic and physical

oceanographic data can provide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ocean

circulation and mixing, and can be used to study physical oceanography,

marine environments, marine ecosystems and material flux in ocean.

Ÿ Seismic oceanography can be used for revealing regional-scale, dynamic

physical oceanographic phenomena, such as internal tides/waves, turbulence,

etc.

Ÿ Ocean static and dynamic characteristics from seismic oceanography can be

used for modeling researches of ocean circulation and ecosystem in order

to increase accuracy and certainty of the models.

Ÿ DnCNN AI techniques developed for removing random noise in ocean

seismic data in the study can used for AI technology in earth sciences and

ocea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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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해양 순환과 혼합은 해양 환경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혼합

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관련 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Ruddick,

2018; Cochran et al., 2019). 내부파와 내부 조석은 해양 혼합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Cochran et al., 2019), 이들 현상은 광역적으로 발생하면서 매우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Fig. 1-1) 이들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광역조사가 필수적이다. 해양 혼합과 관련하여 내부파와 내부 조석을 연구하기 위

하여 기존의 해양물리 조사와 관측에서는 CTD, ADCP, VMP 등의 장비를 이용하

여 정점에서 자료를 획득하게 된다(Fig. 1-2). 이들 자료들은 수직적으로 1 m 이하

의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반면에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관측 정점과 정점 사이에

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해상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해양 혼합

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층의 동적 특성을 광역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계

가 존재한다.

Fig. 1-1. 내부파에 의한 혼합 모식도(좌)와 내부파에 의한 수층 혼합(우).

Fig. 1-2. 관측 정점에서 획득된 해양물리 자료의 수직·수평 해상도를 보여주는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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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지층의 특성과 발달 등의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해양 탄성파 탐사는 인공

적으로 발생시킨 파동이 음향 임피던스(투과 음파속도 x 매질 밀도)의 차이가 존재

하는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파동을 수신기에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원리이다(Fig.

1-3; Aminzadeh & Dasgupta, 2013). 2000년대 초반에 에어건 다중채널 탄성파를

해양 수층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수층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로 발생하는 반사파를

연속적으로 기록하여 수층의 구조와 경계면을 영상화하고 수온, 염분 등과 같은 수

층의 특성 정보를 파악하였고(Fig. 1-4),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평 해상도

를 갖는 자료를 연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탄성파 해양학(seismic

oceanography) 연구 분야가 시작되었다(Holbrook et al., 2003).

Fig. 1-3. 반사되는 탄성파의 원리(좌) 및 해양 탄성파 탐사의 원리를 보여주는 모식도

(우).

Fig. 1-4. Holbrook et al. (2003)이 탄성파 해양학을 북태평양 수층에 대해 처음으로 시

도하여 도출된 수층 탄성파 단면과 수온 분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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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후반부터 쿠로시오 해역, Sub-Antarctic Front, Gulf of Mexico,

Gulf of Cadiz 등 해양 물리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 에어건 다중채널 탄성파 자료

로부터 다양한 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수층 구조와 경계를 영상화하

고 이를 통해 수층 구조·분포와 형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Nakamura et al., 2006; Carniel et al., 2012; Sheen et al., 2012). 또한 수온, 염분,

음파 전달속도 등 수층의 물성을 추정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Papenberg

et al., 2010; Biescas et al., 2014; Sarkar et al., 2015; Dagnio et al., 2016). 수층 구

조·경계면과 물성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중요한 해양 물리 현상(예, 내부파)과 관련

된 연직 혼합의 정량화(추산)과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Holbrook and Fer, 2005, 2013; Dickinson et al., 2017; Fortin et al.,

2017). 최근 수층 구조의 시간·공간적인 변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3차원(3-D) 탄

성파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Zou et al., 2021).

기존의 해양물리 조사를 통한 연구의 한계성을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탄

성파 해양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어려움 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Ruddick, 2018). 먼저, 해양물리 관측·조사 장비에 비교하면 에어건 탄성파 장비는

규모가 매우 크고, 운용이 어려우며 자료 획득에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탄성파와 해양물리 분야는 각각 다른 연구 영역이고 연구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 초기 단계부터 융합하여 수행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두 분야가 융합하여 규명

하려는 해양물리 현상에 대해 새롭게 탄성파와 해양물리 자료를 같이 획득하면서

연구를 수행한 적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해양물리 자료를 같이 활용하여

해양물리 현상의 정량화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한계성

으로 인해 탄성파 해양학의 발전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Ruddick, 2018),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대용량의 에어건 탄성

파 자료를 활용한 기존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수심 1-3 km의 심해에서 상

대적으로 큰 규모(수평: 약 100 m 이상, 수직: 약 10 m 이상)의 수층 구조와 물성

을 연구하였다(Holbrook et al., 2003; Nakamura et al., 2006; Papenberg et al.,

2010).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음원을 사용하

여 수평·수직 해상도를 높이고 수심이 낮은 천해역에서 수층 구조 및 경계를 영상

화 하였다(Carniel et al., 2012; Piete et al., 2013). 하지만 상대적으로 운용이 용이

하고 장비 규모가 작은 전기 음파(스파커, Chirp)를 음원으로 활용하여 수층 구조·

경계면의 영상화의 시도가 있었지만(e.g., Piete et al., 2013) 성공적으로 수행된 적

은 거의 없고, 특히 전기 음파의 음원을 이용하여 혼합의 정량화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미비한 편이다.

본 연구는 내부조석 현상이 분포하는 동해 남서부 해역과 필리핀해 동부해역

(Zhao & D’Aaaro, 2011)에서 상대적으로 고주파수인 전기 음파인 스파커와 저용량

의 에어건 음원을 사용하여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고 같은 탐사 기간 동안에 CTD,

ADCP, VMP, XBT, XCTD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해양물리 자료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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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여 1) 수심 300-500 m 이내인 상부 수층에서 수직적으로 약 2 m, 수평적으

로 약 3-6 m 정도의 고해상 수층 구조·경계의 영상화 기법을 확립하고, 2) 탄성파

와 해양물리 자료를 병합하여 연직 혼합의 정량화와 공간적인 분포 양상을 정밀하

게 파악하고, 3) 내부조석이 혼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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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연구 현황

1. 국외 연구 현황

Holbrook et al. (2003)은 해저 지층의 특성과 발달 등의 연구에 사용되는 해양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북태평양의 수층을 영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탄성파 해

양학 연구 분야가 시작되었다(Fig. 2-1-1). 2000년대 중·후반부터 탄성파 해양학 연

구를 통해 남극해,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 등 다양한 해역에서 해수 순환, 수층 구

조, 분포와 형태 등을 가시화하고 수층의 물성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

었다. 해양 물리학적으로 중요한 쿠로시오 확장해역에서 탄성파 자료와 해양물리

자료(수온, 염분)를 획득하여 영상화된 수층 구조와 분포가 해양물리 특성과 일치함

을 규명하였고(Nakamura et al., 2006), 홋카이도 남부해역에서 수층구조 영상화를

통해 warm core ring을 발견하였다(Yamashita et al., 2011). 전지구적으로 해양 순

환에서 중요한 해역인 Sub-Antarctic Front에서 탄성파 해양학을 이용하여 해수 순

환의 구조를 영상화 하였는데 수심 2.5 km 깊이에서 North Atlantic Deep Water와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의 경계면을 쉽게 인지하였고, 500m 높이, 10 km 넓

이의 거대한 소용돌이 구조를 발견하였다(Sheen et al., 2012). 수층 구조를 영상화

하고 수층의 물성과 비교하는 연구들은 대용량의 에어건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주로 수심 1-3 km의 심해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수평: 약 100 m 이상, 수직: 약

10 m 이상)의 수층 구조와 물성을 연구하였다(Holbrook et al., 2003; Nakamura et

al., 2006; Papenberg et al., 2010). 수심은 얕은 천해역으로 탄성파 해양학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천해역에서의 수층의 구조와 형태를 영상화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시도되었다(Carniel et al., 2012). 최근에는 기존에 활용되었던 2차원 탄성파 자료가

아닌 3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층 구조의 시간 및 공간적인 변화 특성

을 확인하고 자료의 시간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Zou

et al., 2021).

수층 구조와 분포를 영상화하는 연구 이외에도 탄성파(seismic wave)의 스펙트

럼 분석을 통하여 해양 수층의 혼합 정도(예, 난류 소산율)를 정량화하고 혼합의 공

간적인 분포 양상 또는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Fig. 2-1-2; Holbrook

and Fer, 2005; Dickinson et al., 2017; Fortin et al., 2017).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특히, 기존 해양물리 관측 또는 조사에서 공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역동적인 해

양물리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탄성파 해양학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내부 고립파의 수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수층 탄성파 자료를 분석하여

내부 고립파는 진폭, 수심, 지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Geng et al., 2019; Gong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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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북태평양 수층에 대한 탄성파 단면(Holbrook et al., 2003).

Fig. 2-1-2. 남중국해의 수층 탄셩파 단면과 난류 소산율(Forti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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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 탄성파 자료로부터 수층의 음파 전달 속도, 온도, 염도 등 실제 수층의 물

성 값을 추정 또는 역산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고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Papenberg et al. (2010)은 true amplitude seismic section과 deconvolution을 이용

하여 물성 값을 구하려는 연구를 최초로 수행하였고(Fig. 2-1-3), 이 연구를 활용하

여 노르웨이해의 수층 구조와 혼합 특성 및 물성 값의 분포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

행되기도 했다(Sarkar et al., 2015). Blacic et al. (2016)은 완전 파형 역산을 통해

수층의 온도 분포를 중합 전 탄성파 자료로부터 직접 역산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local optimization, global optimization 등을 이용하여 수층의 물성 값을 역산하는

연구들이 수행중이며 Gulf of Cadiz, 남중국해 북부해역 등에 적용되어 미세 열염

구조를 파악하기도 하였다(Dagnino et al., 2016; Tang et al., 2016).

Fig. 2-1-3. 수층 탄성파 단면과 예측된 수층 음파 속도 및 수층 온도 분포 (Papenberg

et al., 2010).

기존 탄성파 해양학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대용량 에어건 음원을 이용한 탄성

파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탄성파 장비는 규모가 매우 크고, 운용이 어려우며

자료 획득에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대용량 에어건 음원의 탄성파 자료는 수

평수직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Ruddick, 2018).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다양한 음원을 사용하여 수평·수직 해상도

를 높여 여러 해양환경에서 역동적인 해양물리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수층 구조

및 경계를 영상화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Piete et al., 2013). 하지만 상대적으로 운

용이 용이하고 장비 규모가 작은 전기 음파(스파커, Chirp 등)를 음원으로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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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 구조·경계면의 영상화를 성공한 적이 거의 없고, 특히 전기 음파의 음원을 이

용하여 혼합의 정량화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미비한 편이다.

2. 국내 연구 현황

탄성파해양학을 이용하여 수층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초기 단계

에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탄성파해양학 관련 연구는 본 연구진들이 본 연구과제

시작 전에 수행한 사전연구이다. 2016년 황해에서 해저지층을 연구하기 위해 획득

한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황해 저층 냉수의 분포를 직접 영상화하는 연구를 수행

하여 연구 결과를 J. Oceanography에 게재하였다(Fig. 2-2-1; Moon et al., 2017).

또한 동일한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수층의 온도 분포를 역산하여 황해 저층 냉수

의 분포를 규명하기도 하였다(Jun et al., 2019). 현재까지 탄성파 해양학을 활용하

여 수층 구조의 영상화 이외에 해양의 혼합 특성, 해양물리 현상의 공간적 규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었다.

Fig. 2-2-1. 탄성파 단면에서 나타난 황해 저층 냉수 구조(Moo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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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내용 및 결과

1. 고해상 탄성파 및 해양물리 자료 획득

가. 동해 남서부

(1) 해양물리 특성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해 남서부해역에서 반일주조 조석에 의한 내부파가

발생하여 동해 북동부 울릉분지 쪽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06; Jeon et al., 2014; Seo et al., 2018). 동해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에서 강한

연직 변동성을 가진 내부 조석파가 북 또는 북동 방향으로 진행하며 약 150-250 m

수심에서 최대 50 m 정도의 수직적 변동을 보인다(Fig. 3-3-1).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부조석에 의한 수직변동이 강한 혼합을 야기한다(Klymak et al., 2006; Carter et

al., 2008). 내부조석은 대조기와 소조기 때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석에 의한

혼합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해역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3-3-1. 연구 대상지역의 정점에서 대조기에 관측된 수온(좌) 및 염분(우) 분포.

(2) 탄성파 자료

고해상 송신원과 다중채널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동해 동남부 해역에서 2018년

도와 2021년에 탄성파 자료를 취득하였다(Figs. 3-1-2 & 3-1-3). 2018년에는 전기

음파인 스파커 음원을, 2021년에는 에어건 음원을 사용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에

어건과 스파커 음원은 발생되는 주파수의 범위가 상이하며 상대적으로 에어건이 강

한 진폭을 생성하는 특성이 있다. 음파 수신기는 2018년에는 24 채널이 사용되었고

2021년에는 40 채널이 사용되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였다(Tables 3-1-1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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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의 탄성파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탐사목적에 맞는 탐사설계가 필

수적이다. 이를 위해 샘플 간격(sampling interval)은 스파커 및 에어건으로 발생되

는 최대 주파수가 1,000 Hz 이내인 점과 왜곡되어 기록되는 알리아싱(aliasing)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퀴스트 주파수(nyquist frequency)가 4,000 Hz이 되도록 0.125

ms으로 설정하였다(Tables 3-1-1 & 3-1-2). 기록시간(recording length)은 영상화

를 목적으로 하는 수층의 깊이가 500 m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2 s (깊이 1,500 m)

동안 기록하였다. 송신원 발파간격(shot interval)은 중합(stack) 시 폴드(fold) 수를

최대로 발생시키기 위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간격인 6 s로 설정하여

신호 대 잡음비를 상승시켰다. 그 외 세부사항 및 획득변수들은 Tables 3-1-1 &

3-1-2에 기술되어 있다.

2018년에는 대조기 시기인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6일 동안 3개의 측

선에서 총 762 km의 길이의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였고, 2021년에는 소조기 시기인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약 5일 동안 2개의 측선에서 총 481 km 길이의 탄성파 자

료를 획득하였다(Figs. 3-1-2 & 3-1-3).

Fig. 3-1-2.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 탄성파 탐사 측선 및 해양물리 관측 정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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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2021년도 동해 남서부해역 탄성파 탐사 측선 및 해양물리 관측 정점 위치.

Table 3-1-1. 2018년 동해 남서부 탐사 탄성파 자료 획득변수.

Exploration date 2018.10.07 - 2018.10.12

Source

Type Sparker

Energy 5000 ~ 6000 joule

Depth 0 ~ 0.5 m

Work pressure -

Interval 6 s

Receiver

Type Hydrophone

N channels 24

Group spacing 6.25 m

Sampling interval 0.125 ms

Record length 2 s

Depth 0 ~ 0.5 m

Line information

Ship speed 5.5 knots

Line distance 762 km

line 01 341 km

line 02 341 km

line 03 8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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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2021년 동해 남서부 탐사 탄성파 자료 획득변수.

Exploration date 2021.04.15 - 2021.04.19

Source

Type Air-gun

Energy 520 in3

Depth 2.5 m

Work pressure 2000 psi

Interval 6 s

Receiver

Type Hydrophone

N channels 40

Group spacing 6.25 m

Sampling interval 0.125 ms

Record length 2 s

Depth 0 ~ 0.5 m

Line information

Ship speed 5.5 knots

Line distance 481 km

line 02 310 km

line 03 171 km

(3) 해양물리 자료

연구해역의 내부조석파는 대조기에 높은 파고와 강한 에너지 전파를 보이는 기

존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2018년에는 대조기에 탐사를 수행하였고 2021년에는 소조

기에 탐사를 수행하였다. 탄성파자료 자료획득과 동시에 XBT/XCTD와 SADCP를

이용하여 공간적인 물성과 유속을 관측하였다. 2018년에는 내부조석파가 발생하는

대륙붕지역에서 CTD와 VMP를 이용한 25시간 연속관측으로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물성 및 난류혼합을 관측하였다. CTD와 VMP는 각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체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하였고, SADCP는 하와이대학교에서 개발한

CODAS+UHDAS 방법을 이용하여 5분 간격으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2018년에는 탄성파 조사측선을 따라 27 정점에서 XBT와 XCTD를 이용하여 수

층 물성자료를 획득하여(Fig. 3-3-2) 처리하였다. 선박의 CTD고장으로 음향탐사

시작점과 끝점에서 CTD를 이용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Table 3-3-3).

SADCP, VMP, CTD를 사용하여 2018년 10월 11일에 대륙사면 해역의 1 정점(수심

250 m)에서 25시간 연속으로 수층 물성자료를 획득하여 처리하였다. VMP는 2시간

간격으로 총 14회에 걸쳐서 수온 및 난류 에너지 소산율 자료를 획득였고, CTD는

당시 온누리호 CTD결함으로 25시간 관측 중 후반에 4시간 간격으로 자료 획득하

였다(Table 3-3-4). SADCP는 25시간 동안 4초 간격으로 수직유속구조를 획득하였

다(Table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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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2018년 XBT/XCTD 관측정보.

Num Date Lon
[oE]

Lat
[oN] Type

Deployed
Depth
[m]

1 2018-10-07 20:39 129.75 35.23 XCTD-1 168

2 2018-10-08 02:04 129.92 35.47 XBT-10 301

3 2018-10-08 05:57 130.10 35.73 XBT-7 760

4 2018-10-08 11:06 130.26 35.97 XBT-7 760

5 2018-10-08 14:12 130.43 36.20 XCTD-1 1100

6 2018-10-08 18:03 130.60 36.44 XBT-7 760

7 2018-10-08 21:09 130.77 36.69 XCTD-1 649

8 2018-10-09 00:31 130.94 36.93 XBT-7 760

9 2018-10-09 03:40 131.11 37.17 XCTD-1 1100

10 2018-10-09 06:59 131.29 37.42 XBT-7 760

11 2018-10-09 10:32 131.46 37.66 XCTD-1 527

12 2018-10-09 13:45 131.64 37.90 XBT-7 760

13 2018-10-09 14:35 131.64 37.90 XCTD-1 782

14 2018-10-09 17:51 131.46 37.66 XBT-7 760

15 2018-10-09 21:12 131.28 37.41 XCTD-1 1100

16 2018-10-10 00:38 131.11 37.17 XBT-7 760

17 2018-10-10 03:50 130.94 36.93 XCTD-1 1100

18 2018-10-10 07:02 130.77 36.69 XBT-7 760

19 2018-10-10 10:31 130.59 36.44 XCTD-2 292

20 2018-10-10 13:40 130.43 36.20 XBT-7 760

21 2018-10-10 17:06 130.26 35.97 XBT-7 760

22 2018-10-10 20:16 130.09 35.71 XBT-7 760

23 2018-10-10 23:32 129.92 35.47 XBT-10 301

24 2018-10-12 11:52 129.94 35.42 XBT-10 301

25 2018-10-12 14:34 130.08 35.63 XBT-10 301

26 2018-10-12 17:13 130.22 35.83 XBT-7 760

27 2018-10-12 19:53 130.36 36.04 XBT-7 760

2021년에는 탄성파 조사측선을 따라 13 정점에서 XBT와 XCTD를 이용하여 수

층 물성자료를 획득하여 처리하였고(Table 3-3-6), 탄성파 조사측선의 시작점과 끝

점에서 CTD와 VMP를 이용하여 물성 및 난류 에너지 소산율 자료를 획득하였다

(Table 3-3-7). 투과성이 좋은 75 kHz SADCP와 해상도가 높은 150 kHz SADCP

총 2대의 SADCP를 사용하여 관측기간 동안에 중층과 상층의 시공간적인 유속자료

를 획득하고 처리하였다(Table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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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 2018년도 CTD/VMP 관측정보.

Num Date Lon
[oE]

Lat
[oN] CTD VMP

1 2018-10-11 06:59

130.02 35.62

x o (248 m)
2 2018-10-11 09:23 x o (240 m)
3 2018-10-11 11:06 x o (246 m)
4 2018-10-11 13:09 x o (252 m)
5 2018-10-11 15:14 x o (256 m)
6 2018-10-11 17:09 o (251 m) o (258 m)
7 2018-10-11 19:25 x o (252 m)
8 2018-10-11 21:06 o (250 m) o (246 m)
9 2018-10-11 23:22 x o (238 m)
10 2018-10-12 01:06 o (252 m) o (260 m)
11 2018-10-12 03:22 x o (248 m)
12 2018-10-12 05:13 o (252 m) o (252 m)
13 2018-10-12 07:31 x o (244 m)
14 2018-10-12 09:04 o (249 m) o (256 m)

Table 3-3-5. 2018년도 SADCP 관측 정보.

Observation date 2018.10.07. - 2018.10.13.

SADCP raw processed

75-kHz

Time resolution 4 sec 300 sec

Vertical resolution 8 m 8 m

Depth 21-623 m 21-549 m

Table 3-3-6. 2021년 XBT/XCTD 관측정보.

Num Date Lon
[oE]

Lat
[oN] Type

Deployed
Depth
[m]

1 2021-04-15 00:05 - - XBT-10 277

2 2021-04-16 02:58 131.41 37.59 XBT-7 450

3 2021-04-16 06:42 131.21 37.30 XCTD-1 122

4 2021-04-16 06:45 131.20 37.30 XBT-7 298

5 2021-04-16 10:41 130.99 37.00 XBT-7 632

6 2021-04-16 14:17 130.78 36.71 XBT-7 597

7 2021-04-16 18:03 130.57 36.41 XBT-7 758

8 2021-04-16 21:53 130.36 36.10 XBT-7 758

9 2021-04-17 01:41 130.14 35.80 XBT-7 758

10 2021-04-18 13:43 129.92 35.83 XBT-7 758

11 2021-04-18 18:29 129.92 35.83 XBT-7 758

12 2021-04-18 23:28 129.92 35.83 XBT-7 503

13 2021-04-19 02:46 129.92 35.83 XBT-7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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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7. 2021년도 CTD/VMP 관측정보.

Num Date Lon
[oE]

Lat
[oN] CTD VMP

1 2021-04-15 04:07 129.91 35.46 o (126 m) o (140 m)
2 2021-04-15 10:55 129.93 35.69 o (379 m) o (538 m)
3 2021-04-16 04:30 131.65 37.89 o (1183 m) o (510 m)
4 2021-04-17 15:58 129.91 35.46 o (135 m) o (135 m)
5 2021-04-18 15:41 129.92 35.47 o (135 m) o (135 m)
6 2021-04-19 14:57 129.92 37.04 o (981 m) o (488 m)

Table 3-3-8. 2021년도 SADCP 관측 정보.

Observation date 2021.04.14. - 2021.04.19.

SADCP raw processed

75-kHz
Time resolution 4 sec 300 sec
Vertical resolution 16 m 16 m
Depth 30-654 m 30-462 m

150-kHz
Time resolution 2 sec 300 sec
Vertical resolution 4 m 4 m
Depth 15-171 m 15-171 m

나. 필리핀해 동부

(1) 해양물리 특성

필리핀해역에서는 조석파가 Mariana Arc를 지나면서 내부조석파가 발생하는데

Mariana Arc가 마치 집광판 같은 역할을 하여 동경 139도 북위 17도 해역에 내부

조석파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3-1-4; Zhao and D’Asaro, 2011). 각각

의 파들은 생성지인 Mariana Arc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지만 이들이 집중되는 지

점에서는 에너지가 집중된다. 파들이 모여서 에너지가 높아지면 내부조석에 의한

혼합이 강해질 수 있다.

Fig. 3-1-4. 위성관측 M2 tide 세기 및 이동방향 (from Zhao and D’Asar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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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o and D’Asaro (2011)의 AXBT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M2내부조석은

평균적으로 수심 300-400 m 사이와 600-700 m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지만, 내

부조석이 큰 수심의 공간적 변화는 컸다(Fig. 3-1-5). 연직혼합이 내부조석에 의한

것이면 이 수심대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Mariana Arc에서 발생한 내부조석파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조사를 한다면 내부조석파의 집중과 이에 의한 혼합의

증가를 실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3-1-5. 내부조석의 특성 (from Zhao and D’Asaro 2011).

(2) 탄성파 자료

2019-2020년에는 필리핀해 동부 해역에서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였다(Figs.

3-1-6 & 3-1-7). 2019년에는 스파커와 에어건 음원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에는 에

어건 음원만을 사용하였다. 탄성파 자료의 획득변수는 자료기록 길이와 샘플 간격

을 제외하고는 동해 동남부 해역에서 수행한 탄성파 탐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Tables 3-1-9, 3-1-10 & 3-1-11). 연구 해역인 필리핀해 동부해역의 최대 수심이

5000 m 이상으로 동해 동남부 해역에 비해 매우 깊고 내부조석과 혼합이 심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최대 수심 6000 m까지 탄성파 자료를 기록할

수 있도록 8 s간의 기록(record length)과 나이퀴스트 주파수가 1,000 Hz이 되도록

샘플 간격을 0.5 ms으로 설정하였다. 2019년에 획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하

고 있는 장비의 조건을 고려하면 획득 가능한 수층반사파가 1 km 이내인 점을 고

려하여 2020년에는 수심 1,500 m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2초 동안 0.125 ms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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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2019-2020년 필리핀해 동부 해역에서 수행되었던 탄성파

탐사의 자료획득 변수는 Tables 3-1-9, 3-1-10 & 3-1-11에 자세하기 기술되었다.

Fig. 3-1-6. 2019년도 필리핀해 동부해역 탄성파 탐사 측선 및 해양물리 관측 정점 위치.

Fig. 3-1-7. 2020년 필리핀해 동부해역 탄성파 탐사 측선 및 해양물리 관측 정점 위치.

2019년에는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10일 동안 6개의 측선에서 총 1,230

km 길이의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였고 2020년에는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16

일 동안 5개의 측선에서 총 1,624 km 길이의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였다(Figs.

3-1-6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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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9. 2019년 필리핀해 동부해역 스파커 탐사 자료 획득변수.

Exploration date 2019.08.31 - 2019.09.03

Source

Type Sparker

Energy
5000 joule (line 01_01)

6000 joule (line 01_02)
Depth 0 ~ 0.5 m

Work pressure -

Interval 6 s

Receiver

Type Hydrophone

N channels 32

Group spacing 6.25 m

Sampling interval 0.25 ms

Record length 4 s

Depth 0 ~ 0.5 m

Line information

Ship speed 5.5 knots

Line distance 430 km

line 01_01 230 km

line 01_02 200 km

Table 3-1-10. 2019년 필리핀해 동부해역 에어건 탐사 자료 획득변수

Exploration date 2019.09.05. - 2019.09.09

Source

Type Air-gun

Energy

60, 150 in3 (line 01_03)
60 in3 (line 02)
60 in3 (line 03)
150 in3 (line 04)

Depth 2.5 m

Work pressure 2000 psi

Interval 6 s

Receiver

Type Hydrophone

N channels 32

Group spacing 6.25 m

Sampling interval
0.5 ms (line 01_03, 02, 03)
0.125 ms (line 04)

Record length
8 s (line 01_03, 02, 03)
2 s (line 04)

Depth 0 ~ 0.5 m

Line information

Ship speed 5.5 knots

Line distance 800 km

line 01_03 200 km

line 02 160 km

line 03 300 km

line 04 14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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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1. 2020년 필리핀해 동부해역 에어건 탄성파 탐사 자료 획득변수.

Exploration date 2020.07.17 - 2020.08.01

Source

Type Air-gun

Energy 520 in3

Depth 2.5 m

Work pressure 2000 psi

Interval 6 s

Receiver

Type Hydrophone

N channels 32

Group spacing 6.25 m

Sampling interval 0.125 ms

Record length 2 s

Depth 1.5 m

Line information

Ship speed 5.5 knots

Line distance 1,624 km

line 01 470 km

line 02 410 km

line 03 180 km

line 04 364 km

line 05 200 km

(3) 해양물리 자료

동해 탐사와 같은 방식으로 탄성파자료 자료획득과 동시에 XBT/XCTD와

SADCP를 이용하여 공간적인 물성과 유속을 관측하고, 탄성파 관측 시작과 종료

지점에서 CTD와 VMP를 사용하여 물성 및 난류 에너지 소산율 자료를 획득하였

다. CTD와 VMP는 각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하였고, SADCP는 하와이대학교에서 개발한 CODAS+UHDAS 방법을 이용하여 5

분 간격으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2019년에는 탄성파 조사측선을 따라 61 정점에서 XBT와 XCTD를 이용하여 수

층 물성자료를 획득하여 처리하였고(Table 3-1-12), 총 5개의 정점에서 CTD와

VMP관측을 하였다. 내부조석파가 수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VMP관측

을 3시간 간격으로 수행하여 25시간이상의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물성 및 난류 에너

지 소산률 자료를 획득하였다(Table 3-1-13).

2020년에는 탄성파 조사측선을 따라 27 정점에서 XBT와 XCTD를 이용하여 수

층 물성자료를 획득하여 처리하였고(Table 3-1-14), 총 11개의 정점에서 CTD와

VMP 관측을 하였다. 내부조석파가 수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총 2번의 연속관측을 하였다. 첫 번째 연속관측에서는 CTD와 VMP를 이

용하였으나, 두 번째 연속관측에서는 VMP 고장으로 CTD만을 이용하였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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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Table 3-1-12. 2019년 XBT/XCTD 관측정보.

Num Date Lon
[oE]

Lat
[oN] Type

Deployed
Depth
[m]

1 2019-08-31 09:46 141.41 15.75 XBT-7 760

2 2019-09-01 03:56 140.34 16.50 XBT-7 760

3 2019-09-01 08:20 140.03 16.71 XBT-7 760

4 2019-09-01 12:37 139.70 16.94 XCTD-1 1100

5 2019-09-01 16:32 139.41 17.14 XBT-7 760

6 2019-09-01 20:21 139.12 17.35 XBT-7 760

7 2019-09-02 11:16 139.27 17.24 XBT-7 760

8 2019-09-02 15:13 139.55 17.05 XBT-7 760

9 2019-09-02 19:10 139.86 16.83 XBT-7 760

10 2019-09-02 23:28 140.20 16.60 XBT-7 760

11 2019-09-03 02:05 140.40 16.46 XBT-7 760

12 2019-09-05 00:10 140.40 16.46 XBT-7 760

13 2019-09-05 04:08 140.40 16.46 XBT-7 760

14 2019-09-05 08:04 140.40 16.46 XBT-7 760

15 2019-09-05 12:24 139.95 16.77 XBT-7 760

16 2019-09-05 16:25 140.26 16.56 XBT-7 760

17 2019-09-05 19:10 140.40 16.45 XCTD-1 1100

18 2019-09-05 21:58 140.14 16.45 XBT-7 760

19 2019-09-06 00:55 139.86 16.45 XBT-7 760

20 2019-09-06 03:54 139.57 16.45 XBT-7 760

21 2019-09-06 03:54 139.57 16.45 XBT-7 760

22 2019-09-06 07:01 139.27 16.44 XBT-7 760

23 2019-09-06 07:01 139.27 16.44 XBT-7 760

24 2019-09-06 11:02 138.90 16.44 XCTD-1 1100

25 2019-09-06 11:02 138.90 16.44 XCTD-1 1100

26 2019-09-06 12:48 138.99 16.51 XBT-7 760

27 2019-09-06 12:57 138.99 16.51 XBT-7 405

28 2019-09-06 13:10 - - XBT-7 150

29 2019-09-06 14:16 139.11 16.59 XBT-7 760

30 2019-09-06 14:16 139.11 16.59 XBT-7 760

31 2019-09-06 16:51 139.30 16.73 XBT-7 760

32 2019-09-06 16:51 139.30 16.73 XBT-7 760

33 2019-09-06 19:03 139.48 16.86 XBT-7 760

34 2019-09-06 19:03 139.48 16.86 XBT-7 760

35 2019-09-06 21:32 139.66 16.99 XBT-7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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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2. (계속).

Num Date Lon
[oE]

Lat
[oN] Type

Deployed
Depth
[m]

36 2019-09-06 21:32 139.66 16.99 XBT-7 760

37 2019-09-06 23:51 139.84 17.12 XBT-7 760

38 2019-09-06 23:51 139.84 17.12 XBT-7 760

39 2019-09-07 02:09 140.02 17.25 XBT-7 760

40 2019-09-07 02:09 140.02 17.25 XBT-7 760

41 2019-09-07 04:14 140.18 17.36 XBT-7 760

42 2019-09-07 04:14 140.18 17.36 XBT-7 760

43 2019-09-07 06:37 140.36 17.48 XCTD-1 685

44 2019-09-07 06:37 140.36 17.48 XCTD-1 685

45 2019-09-07 08:53 140.53 17.61 XBT-7 760

46 2019-09-07 08:53 140.53 17.61 XBT-7 760

47 2019-09-07 11:14 140.72 17.74 XBT-7 760

48 2019-09-07 11:14 140.72 17.74 XBT-7 760

49 2019-09-07 13:23 140.88 17.86 XBT-7 760

50 2019-09-07 13:23 140.88 17.86 XBT-7 760

51 2019-09-08 19:20 140.00 18.28 XBT-7 760

52 2019-09-08 19:20 140.00 18.28 XBT-7 760

53 2019-09-08 23:22 140.37 18.17 XCTD-1 196

54 2019-09-08 23:22 140.37 18.17 XCTD-1 196

55 2019-09-08 23:28 140.38 18.17 XCTD-1 892

56 2019-09-08 23:28 140.38 18.17 XCTD-1 892

57 2019-09-09 02:58 140.72 18.07 XBT-7 760

58 2019-09-09 02:58 140.72 18.07 XBT-7 760

59 2019-09-09 05:09 140.92 18.01 XBT-7 760

60 2019-09-09 05:09 140.92 18.01 XBT-7 760

61 2019-09-09 05:09 140.92 18.01 XBT-7 760

Table 3-3-13. 2019년도 CTD/VMP 관측정보.

Num Date Lon
[oE]

Lat
[oN] CTD VMP

1 2019-08-31 18:37 140.62 16.31 o (4955 m) o (726 m)
2 2019-09-01 15:22 138.88 17.51 o (4079 m) o (641 m)
3 2019-09-02 23:11

139.65 16.98

o (3836 m) o (615 m)
4 2019-09-03 04:58 x o (578 m)
5 2019-09-03 07:58 x o (400 m)
6 2019-09-03 10:55 x o (594 m)
7 2019-09-03 14:01 x o (54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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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3. (계속).

Num Date Lon
[oE]

Lat
[oN] CTD VMP

8 2019-09-03 16:56

139.65 16.98

x o (624 m)
9 2019-09-03 19:55 x o (677 m)
10 2019-09-03 22:55 x o (631 m)
11 2019-09-04 03:24 o (3683 m) o (600 m)
12 2019-09-07 10:23 141.18 18.05 o (4691 m) o (583 m)
13 2019-09-07 23:47 139.64 18.38 o (4627 m) o (488 m)

Table 3-3-14. 2020년 XBT/XCTD 관측정보.

Num Date Lon
[oE]

Lat
[oN] Type

Deployed
Depth
[m]

1 2020-07-16 20:27 137.85 17.15 XBT-7 700

2 2020-07-16 23:57 138.15 17.15 XCTD-1 332

3 2020-07-17 00:02 138.16 17.15 XBT-7 758

4 2020-07-17 08:02 138.84 17.16 XBT-7 758

5 2020-07-17 15:58 139.52 17.17 XBT-7 685

6 2020-07-17 23:56 140.20 17.17 XBT-7 758

7 2020-07-18 07:56 140.89 17.17 XBT-7 758

8 2020-07-18 12:03 141.23 17.17 XBT-7 630

9 2020-07-18 15:55 141.56 17.17 XBT-7 758

10 2020-07-21 23:04 139.59 18.91 XCTD-1 1100

11 2020-07-22 07:54 139.64 18.50 XBT-7 758

12 2020-07-22 15:50 139.64 17.85 XBT-7 758

13 2020-07-22 23:57 139.65 17.19 XBT-7 758

14 2020-07-23 03:53 139.65 16.87 XCTD-1 548

15 2020-07-23 07:52 139.65 16.54 XBT-7 758

16 2020-07-23 15:56 139.66 15.87 XBT-7 758

17 2020-07-23 19:51 139.66 15.55 XBT-7 758

18 2020-07-24 00:48 139.66 15.23 XCTD-1 709

19 2020-07-24 07:18 139.25 15.60 XBT-7 758

20 2020-07-24 13:52 138.85 15.97 XCTD-1 1100

21 2020-07-24 19:55 138.48 16.31 XCTD-1 122

22 2020-07-25 03:11 139.01 16.32 XCTD-1 122

23 2020-07-25 16:42 140.13 16.32 XBT-7 613

24 2020-07-26 05:22 141.24 16.33 XBT-7 758

25 2020-07-31 23:40 140.02 16.91 XBT-7 758

26 2020-08-01 04:58 139.64 17.17 XBT-7 758

27 2020-08-01 10:20 139.27 17.43 XBT-7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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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5. 2020년도 CTD/VMP 관측정보.

Num Date Lon
[oE]

Lat
[oN] CTD VMP

1 2020-07-15 18:08 137.46 17.14 o (4890 m) o (620 m)
2 2020-07-18 14:22 141.93 17.17 o (4570 m) o (630 m)
3 2020-07-18 22:50 141.13 17.17 o (4768 m) x
4 2020-07-19 07:46 140.32 17.17 o (4768 m) x
5 2020-07-19 16:05 139.55 17.17 o (4350 m) x
6 2020-07-19 21:50

139.67 17.17

o (4774 m) o (710 m)
7 2020-07-19 23:41 o (4612 m) o (630 m)
8 2020-07-20 01:40 o (4784 m) o (630 m)
9 2020-07-20 03:40 o (4652 m) o (635 m)
10 2020-07-20 05:43 o (4798 m) o (650 m)
11 2020-07-20 07:49 o (4667 m) o (635 m)
12 2020-07-20 09:46 o (4835 m) o (650 m)
13 2020-07-20 11:42 o (4798 m) o (650 m)
14 2020-07-20 13:42 o (4538 m) o (650 m)
15 2020-07-20 15:41 o (4796 m) o (650 m)
16 2020-07-20 17:39 o (4846 m) o (650 m)
17 2020-07-20 19:39 o (4539 m) o (655 m)
18 2020-07-20 21:39 o (4781 m) o (630 m)
19 2020-07-21 10:20 139.62 18.90 o (5816 m) o (630 m)
20 2020-07-26 04:26 141.89 16.33 o (5320 m) o (630 m)
21 2020-07-26 22:04 139.68 16.31 o (1000 m) o (607 m)
22 2020-07-29 18:02

139.65 17.17

o (1001 m) x
23 2020-07-29 20:02 o (1002 m) x
24 2020-07-29 22:01 o (1009 m) x
25 2020-07-30 00:01 o (1000 m) x
26 2020-07-30 02:01 o (1000 m) x
27 2020-07-30 04:01 o (1000 m) x
28 2020-07-30 06:00 o (1008 m) x
29 2020-07-30 08:00 o (1000 m) x
30 2020-07-30 10:00 o (1000 m) x
31 2020-07-30 12:01 o (1000 m) x
32 2020-07-30 14:00 o (1000 m) x
33 2020-07-30 15:59 o (1000 m) x
34 2020-07-30 17:58 o (1000 m) x
35 2020-07-31 00:45 140.41 16.64 o (1000 m) x

2019년과 2020년에 필리핀해 동부해역에서 SADCP 자료는 동해 남서부 해역에

서 수행했던 같은 조건으로 획득하였다. 투과성이 좋은 75 kHz SADCP와 해상도가

높은 150 kHz SADCP 총 2대의 SADCP를 사용하여 관측기간 동안에 중층과 상층

의 시공간적인 유속자료를 획득하고 처리하였다. 필리핀해 동부해역에서 얻어진

SADCP 획득 변수에 대한 정보는 Table 3-3-1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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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6. 2019/2020년도 SADCP 관측 정보.

Observation date
2019.08.30. - 2019.09.08.

2020.07.11. -2020.08.06

SADCP raw processed

75-kHz
Time resolution 4 sec 300 sec
Vertical resolution 16 m 16 m
Depth 30-654 m 30-638 m

150-kHz
Time resolution 2 sec 300 sec
Vertical resolution 4 m 4 m
Depth 15-171 m 15-17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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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성파 고해상 수층구조 영상화·가시화 기법

가. 탄성파 자료 처리

(1) 통상적인 탄성파 자료 처리

탄성파 고해상 수층 구조를 영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서 취득할 당시

사용하였던 지오메트리(geometry) 정보를 입력해주고 주파수 필터링을 통해 저주파

수 대역대에서 나타나는 잡음을 제거해주었다. 수층을 판별하는데 불필요한 직접파

는 일괄적으로 제거하고 만약 버블로 인한 잡음이 기록되었다면 적응식 버블 직접

파 제거 기법(adaptive subtract trace)으로 제거해주었다. 다음으로 공통 발파점 모

음 자료로 되어있는 탄성파 자료를 공통 심도점(CDP) 모음 자료로 분류하여 자료

의 관찰 기준을 바꾸어주었다. 수층 속도 1,500 m/s를 사용하여 수직 시간차 보정

을 하였다. XBT 혹은 CTD로 획득된 수층 속도의 값을 사용해주면 더 정확하게

속도 값을 입력할 수 있지만, 1,500 m/s의 상속도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

다. 중합을 통해 신호대잡음비를 향상시켰으며,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였다. Fig.

3-2-1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반적인 자료처리를 간략하게 작업 흐름도로 표현

하였다.

Fig. 3-2-1. 수층 영상화를 위한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탐사에 사용한 수신기 개수는 적게는 32개에서 많게는 40개 정도에 이른다. 이

처럼 수신기 개수가 적기 때문에 송신기 간격인 6.25 m 보다 반절인 3.125 m로

CDP 모음 자료를 구분하게 되면 CDP 자료 내에 중합수(fold)가 낮아지게 되고 결

과적으로 신호대잡음비가 약해지며 속도 분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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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 12.5 m 마다 공통 CDP 모음 자료를 생성하는 super gather를 사

용하였다. 직접파는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수층 반사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

한 진폭 값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트레이스 표준화(trace normalization)와 같은 처리

에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층 영상화에 불필요한 직접파를 제거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버블과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 SO 연구에서 적용하지 않았

던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여 기술 고도화를 실현하였다. 새롭게 적용한 기법인 적응

식 버블 직접파 제거 기법과 DnCNN을 이용한 무작위 잡음 제거 기법은 다음 절에

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SO 연구를 위해 사용한 송신원은 에어건(airgun)과 스파커(sparker) 두 가지 종

류이다. 어떠한 송신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취득된 자료의 주파수 스펙트럼 특성

이 달라진다(Fig. 3-2-2). 스파커 음원를 이용하는 경우 투과심도는 상대적으로 얕

지만 취득된 자료 내에 고주파수 성분의 정보가 존재한다. 반대로 에어건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과 심도는 상대적으로 더 깊지만, 취득 자료의 고주파수 성분

은 기대하기 어렵다.

Fig. 3-2-2. 중합 후 단면도의 주파수 스펙트럼 양상.

(2) 자료 처리 절차 개선

다수의 에어건을 송신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에어건의 체적(volume)

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에어건을 배열로 놓고 사용해야 버블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에어건은 2개이며(각 380, 520

inch3 체적), 2개의 에어건 조합으로는 안정적으로 버블을 상쇄시키기 어렵다. 또한

버블의 주기는 각 에어건의 체적에 비례하여 생성되고 여러 에어건의 발파

(triggering)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첩된 버블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에어건을 사용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 결과 버블

이 수심 약 110 m 깊이에서 강한 진폭 값을 가지며 의미 있는 수층 탄성파 신호를

가로질러서 나타나고 있다(Fig.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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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0.15초대에서 기록되는 버블.

버블은 송신원에서 발생되는 버블의 주기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진폭으로 기록된다. 지층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에서는 이러

한 버블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수층을 목적으로 하는 SO 연구에서

는 지층 탄성파 탐사와 달리 버블 직접파(bubble direct)가 기록되어 중요한 수층

신호와 무관하게 기록된다. 버블 직접파란 송신원의 2차 이상의 펄스(pulse)로부터

반사되거나 굴절되지 않고 수신원까지 직선경로를 따라 전파되는 파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기록된 버블 직접파의 특성을 4가지로 정리된다. 버블 직접파는 1) 반사

이벤트와 무관하며, 2) 선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3) 수층 내 반사파와 중첩되어 나

타나며, 4) 수층 내 반사파의 진폭보다 대략 5-10배 크게 나타난다(Fig. 3-2-4).

(a) (b)

Fig. 3-2-4. 2019년에 획득된 에어건 탄성파 자료의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 (a) Wiggle

trace, (b) Variable density.

버블 직접파는 일반적인 버블의 특성과 달리 선형 잡음 제거 처리 방식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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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형적인 특성이 가장 잘 보여지는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에

서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자료처리에서 선형적인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F-K

filtering을 주요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K filtering을

적용하기 전 트레이스 표준화를 수행하였고 1,530-1,580 m/s의 겉보기 속도

(apparent velocity)를 적용하여 선형 잡음을 제거하였다(Fig. 3-2-5).

(a) (b)

(c) (d)

Fig. 3-2-5. F-K filtering 적용 전/후 비교: (a) F-K filtering 적용 전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 (b) F-K filtering 적용 후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 (c) F-K filtering 적

용 전 중합단면, (d) F-K filtering 적용 후 중합단면.

Fig. 3-2-5(b)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에서 대부분의 버블이

제거되었다. 하지만 Fig. 3-2-5(d)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합 단면도에서는 진폭이 조

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층 반사파의 속도가 버블 직접파의 속도와 크

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F-K filtering을 통해서는 제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수층 반사파가 버블 직접파보다 작은 진폭 값을 갖기 때문에 두 이벤트의

속도 정보가 유사할 경우 필터링 적용은 역효과를 줄 수 있으며 수층 신호가 제거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버블 직접파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적응식 버블 직접파 제거 기법(adaptive subtract trace)을 사용하였

다. 해당 기술은 버블 직접파가 수층 반사 신호와 무관하고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

에서 일정한 시간에 기록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의 평균을 산

출하여 각각의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Fig.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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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2-6. 평균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 (a) Wiggle trace, (b) Variable density.

평균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에서 4회차 버블 직접파까지 표현되고, 에어건 발파

후 해수면을 따라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1, 2차 공기파(airwave)가 표현된다. 취득

환경에 따라 송신원 모음자료 마다 진폭이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진폭 값 중 최대

절대 값을 기준으로 평균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마다 가중치를 산출하였고 이를 통

해 정규화 해주었다. 정규화된 여러 버블 직접파와 공기파를 취득된 자료에서 일괄

적으로 빼주었다(Fig. 3-2-7).

(a) (b)

(c) (d)

Fig. 3-2-7. 적응식 버블 직접파 제거 방식 적용 전/후 비교: (a) 적용 전과 (b) 후의 공

통 송신원 모음 자료, (c) 적용 전과 (b) 후의 중합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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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 및 중합 단면도 상에서 버블 직접파, 공기파와 같은 선

형 잡음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관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응식 버

블 직접파 제거 방식을 검증하였다.

SO 자료는 원하는 수층 반사파뿐만 아니라 강한 무작위 잡음도 동시에 기록된

다. 강한 무작위 잡음은 수층 반사파를 명확하게 영상화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기상 상황 및 측정 장비의 상태에 따라 잡음의 양상은 변할 수 있으며, SO 자료의

특성상 기존 지층 탄성파 자료처리를 통한 잡음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Fig.

3-2-8은 탄성파 자료처리를 통해 얻은 SO 탄성파 중합 단면도이며 강한 무작위 잡

음으로 인해 SO 신호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강한 잡음으로 인해 SO

신호로부터 난류 소산 계수 산출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SO 자료에 포함된

잡음을 억제하기 위해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1차년도에 개발된 프로토타

입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SO 자료 잡음 제거 절차를 확인하였고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였다. 2-4차년도에 SO 자료에 적용하여 무작위 잡음 제거에 성공하

였다.

(a)

(b)

Fig. 3-2-8.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 취득한 무작위 잡음 제거 전 탄성파 중합 단

면도: (a) Line 01 중합 단면도, (b) Line 02 중합 단면도.

다양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그 중

Denoi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DnCNN) 신경망 구조가 SO 자료 잡음

제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2-9는 해당 모델의 모식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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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DnCNN 모델의 아키텍쳐.

잔차신경망(RNN: Residual Neural Network)을 통해 잡음이 포함된 자료에서

신호가 아닌 잡음을 예측하고 제거하는 모델로 자료의 압축-팽창(encoding-

decoding)과정이 없으므로 탄성파 신호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DnCNN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총 2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하나는

잡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탄성파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잡음만 존재하는 자료이

다. 잡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탄성파 자료는 인공 합성자료 모델링을 통해 생성

하였다. 잡음만 존재하는 자료를 XBT/CTD 등의 해양물리 자료를 분석하여 중합

단면도 상 반사파가 발생할 수 없는 지역에서 기록된 현장 자료를 통해 준비하였

다. 학습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Fig. 3-2-10에 설명되어있다.

Fig. 3-2-10. DnCNN 모델의 세부 처리과정.

DnCNN을 활용한 SO 자료의 무작위 잡음 제거 절차는 Fig. 3-2-11에서 설명

되어 있다. Fig. 3-2-12는 DnCNN을 활용한 SO 자료의 무작위 잡음 제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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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기 전 자료(Fig. 3-2-8)와 비교하면 잡음에 의해 가

려져 있던 수층 구조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료의 품질이 대폭

향상되었다.

Fig. 3-2-11. DnCNN 모델을 이용한 무작위 잡음 제거 작업 흐름도.

(a)

(b)

Fig. 3-2-12. 그림 3-2-9에 DnCNN 모델을 이용하여 무작위 잡음을 제거 한 결과: (a)

Line 01 중합 단면도, (b) Line 02 중합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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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해상 수층구조 영상화·가시화

(1) 고해상(수평: 3-6 m, 수직: 2 m 이내) 수층 영상화 기법 구축

기존 SO 연구 결과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수 성분을 갖는 송신원 스

파커를 사용하였으며 좁은 간격으로 수신기가 배치되어있는 스트리머 장비를 활용

하여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기존 SO 연구에 차별성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스트리머 내 수신기의 간격은 6.25 m이므로 CDP 간격은 3.125 m로 계산된다. 자료

품질 향상을 위해 super gather를 생성할 경우 6.25 m 또는 그 이하의 거리만큼 떨

어져있는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수평해상도를 갖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자료의 최

대 수직 해상도는 파장의 1/4의 값으로 계산되며, 파장은 파동 전파 속도와 주파수

의 곱으로 표현된다. 처리된 SO 자료의 최대 주파수는 200 Hz, 수충 내 평균 파동

전파 속도는 약 1,500 m/s 이다. 파장은 대략 7.5 m이기 때문에 최대 수직 해상도

는 대략 1.875 m로 계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한 수평(약 3-6 m)과

수직(약 2 m 이내) 해상도에 해당하는 고해상 수층 영상화 기술을 구축하여(Fig.

3-2-13) 고해상의 수층 탄성파 단면을 제시할 수 있었다(Fig. 3-2-14).

Fig. 3-2-13. SO 자료처리 완료 후 취득한 주파수 스펙트럼.

Fig. 3-2-14. 개선된 자료처리를 통해 도출된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수층 탄성파

단면. 왼쪽 하단에 나타나는 탄성파 구조는 대륙붕과 대륙사면의 해저지층임.



- 46 -

(2) 탄성파-해양물리 자료 병합 도시화

본 연구에서 처리된 수층 탄성파 단면의 구조와 특성이 실제 해양물리 특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XBT, XCTD, SADCP를 이용하여 탄성파 자료를 획득

하는 동안 동시에 획득하였던 해양물리 특성(수온, shear, 유속/유향)을 수층 탄성파

영상 단면에 병합하여 도시하였다(Fig. 3-2-15, 3-2-16 & 3-2-17).

Fig. 3-2-15.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수층 탄성파 영상 단면에 XBT와 XCTD에서

획득한 수온 자료를 병합하여 도시화한 단면. 상부의 파란색 막대선이 XBT와

XCTD의 관측 위치를 지시함. 빨간색일수록 수온이 높고 파란색일수록 수온이

낮음.

Fig. 3-2-16.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수층 탄성파 영상 단면에 SADCP에서 획득한

shear 자료(linear-scale)를 병합하여 도시화한 단면. 짙은 색일수록 강한 shear

값을 지시하며 옅은 색일수록 약한 shear 값을 지시함.

탄성파 영상 단면에서 나타나는 수층 구조와 경계면이 수온의 분포와 잘 일치

하고 있고, 수층 탄성파 경계면에서 수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일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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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Fig. 3-2-15). 탄성파 수층 경계면에서 강한 shear 값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3-2-16). 일반적으로 특성이 다른 수층(water mass)

사이의 경계에서 shear 값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층 탄성파 경계면이 특성이

다른 수층 사이의 경계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수층의 유속/유향 분

포가 탄성파 영상 단면에서 나타나는 수층 구조와 일치하고 있다(Fig. 3-2-17). 본

연구에서 처리된 탄성파 수층 구조와 경계면이 다양한 해양물리 특성과 매우 잘 일

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해상 탄성파 수층

영상이 수심 300-500 m 이내의 상부 수층에서 역동적인 해수 수층 구조와 특성을

고해상으로 재현함을 확인하였다.

Fig. 3-2-17.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수층 탄성파 영상 단면에 SADCP에서 획득한

유속/유향 자료를 병합하여 도시화한 단면. 파란색은 서쪽 방향의 유향을 지시

하며 빨간 색은 동쪽 방향의 유향을 지시함. 짙은 색일수록 강한 유속을 지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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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성파와 해양물리 자료의 병합을 통한 수층 혼합 특성 및

규모 정량화

가. 해양물리-혼합계수 추산

(1) 추산 방법

난류혼합을 추산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직접적인 방법

으로는 VMP 관측을 통한 직접적인 난류혼합 소산율 도출방법(Thorpe, 2005)을 사

용하였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CTD/LADCP관측을 통해 얻은 수직적인 물성 및

유속을 이용하는 Garrett and Munk model (Kunze et al., 2006)을 사용하였다.

Ÿ 직접 관측한 난류소산율( ) (Thorpe, 2005)

  








 : wave number.  : shear spectrum

Ÿ 간접적으로 추산한 난류소산율 ( ,  ) (Kunze et al., 2006; Whale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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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erence dissipation rate,   : buoyancy frequency

〈
〉

〈
〉 : shear / strain variance

〈〉 : Garrett-Munk spectrum

  : energy correction




 : latitudinal dependence correction

연직혼합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성층화된 지역에서 유속의 차이

(shear)에 의해서 혼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아래와 같이 난류소산율()을

이용하여 연직혼합계수()를 추산하는 Osborn (1980) 방법을 사용하였다.

  
 



 : mixing efficiency (~ 0.2),   : mean buoyanc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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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 남서부 해역

2018년 동해 남서부해역에서 추산된 연직 혼합계수는 조사한 전 수층에 걸쳐

  ∼    의 범위이며, 특히 내부조석에 의해 수층 변동이 큰 수심

150-200 m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인다(Fig. 3-3-1). 상기의 연직 혼합계수를 같은 시

기에 획득된 ADCP 자료로부터 획득한 수직 유속차이와 CTD로부터 얻은 부력진동

수와 비교하였을 때, 수직유속차가 부력진동수보다 큰 곳에서 연직혼합계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직유속차가 혼합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3-3-1). 탄성

파 측선을 따라 함께 획득한 연직유속자료에서, 대륙사면을 따라서 연직유속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를 따라 연직혼합이 나타난 것으로 예상한다(Fig.

3-3-2).

Fig. 3-3-1. (좌) 동해(‘18년) 25시간 연속관측시 얻은 에너지 수직혼합율 연직혼합계수.

회색선은 CTD와 VMP관측이 동시에 이루어진 프로파일을 검정선은 회색선들

의 로그 평균임. (우) 동해(’18년) 25시간 연속관측시 획득한 연직 유속차이, 부

력진동수 및 연직혼합계수와의 관계. 그래프 내 3개의 사선은 리차드슨 수(점

선:Ri=1, 파선:Ri=1/2, 실선:Ri=1/4).

Fig. 3-3-2. 2018년 동해 탄성파 측선에서의 수직 유속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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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표층에서 매우 강한 난류소산(    )이 발

생하였고(Fig. 3-3-3), 이는 바람과 대기와의 열교환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Thorpe, 2005). 동해 상층(40-160 m)에서는 강한 난류소산(∼   )이 발생

하였는데(Fig. 3-3-3) 이는 수심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륙사면에서 내부조석의 발

생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Klymak et al., 2006; Carter et al., 2008;

Seo et al., 2018). 수심 160 m 이하의 수층에서는 낮은 난류소산율(∼   )

을 보인다(Fig. 3-3-3). 동해에서는 간접추정 난류소산율의 48%가 실제 난류소산율

과 같은 오더를 갖고(log     , CTD: 50% / LADCP: 45%), 약 52%가

실제 난류소산율보다 매우 작게 나타난다(log     , CTD: 45%/LADCP:

60%) (Fig. 3-3-3).

동해에서 CTD/LADCP를 이용한 난류혼합 간접추산이 실제 난류혼합의 값과

잘 맞지 않는데, 이는 GM model의 경우 내부파의 전파를 모수화하는 것으로

(Peters et al., 1995) 내부파가 생성 되는 곳 보다는 내부파가 전파하는 open ocean

에서의 유속을 잘 모수화 한다(Kunze et al., 2006; Polzin et al., 2014). 따라서 내

부파가 생성되는 동해 대륙붕지역에서 간접추산방법에 의한 난류혼합이 실제보다

매우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Fig. 3-3-3. 2021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평균 수직 난류소산율(좌). 검정 선: VMP-기반

난류소산율; 빨강 선과 파랑 선: 각각 CTD, LADCP를 이용하여 간접 추산된

난류소산율. (우), 직접관측 난류소산율( ) 과 간접추정 난류소산율( )

비교. 빨강 기호와 파랑기호는 각각 CTD를 이용한 간접난류소산율( ),

LADCP를 이용한 간접난류소산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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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해 동부해역

2019년 필리핀해 동부해역 내부조석파가 수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VMP를 이용하여 25시간 연속관측을 수행하여, 25시간 연속 난류 소산율 () 프로

파일을 획득하였다. 난류소산율은 상층에서   이상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

나고, 수심 100 m 및 500 m 부근에서 간헐적으로 강한 난류소산율이 관측되었다

(Fig. 3-3-4).

내부파가 발생한다고 알려진 Mariana Arc로부터 내부파 진행방행으로 탄성파

관측을 실행하였고, 측선에 위치한 CTD01정점과 CTD02정점에서 VMP를 이용한

난류소산율을 관측하였다. 각각의 정점에서 수심에 따른 수층혼합의 형태가 비슷하

나 Arc와의 거리가 가까운 CTD01에서 CTD02보다 난류혼합이 강하다(Fig. 3-3-5).

Mariana Arc 부근에서 발생한 내부조석파가 CTD01 정점을 지나 CTD02 정점으로

진행하면서 300 m 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혼합의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Fig. 3-3-5). 반면 200 m 부근에서는 CTD02 정점의 혼합이 CTD01 정점보다 강

한데, 이는 관측당시 해역의 표층유속과 관련이 있다(Fig. 3-3-6). CTD02 정점이

소용돌이(eddy)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용돌이의 영향으로 표층에서의 에너지

혼합의 형태가 CTD01 정점과 CTD02 정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Fig. 3-3-4. 2019년 필리핀해 동부해역 CTD03(04)정점의 난류 소산율 25시간 연속 시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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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2019년 필리핀해 동부해역 CTD01 정점과 CTD02 정점에서의 에너지 소산

율.

Fig. 3-3-6. 2019년 필리핀해 동부해역 정점 관측지점과 관측 시기의 위성(AVISO)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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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2019년과 마찬가지로 필리핀해 동부해역 내부조석파가 수렴하는 것

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VMP를 이용하여 2시간 간격으로 총 25시간 연속관측을

수행하였다. 관측 기간 동안에 위성자료로부터 얻어진 해수면 고도 편차를 살펴보

면, 관측시기에 25시간 관측정점이 소용돌이성 흐름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지형류

흐름의 세기가 약하다(Fig. 3-3-7). 관측정점에서 등수온선은 반일주조 내부조석에

의한 변동을 보인다. 200 m 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변동성이 뚜렷하며 수심이 깊어

짐에 따라서 그 변화의 폭이 커져서 수심 600-700 m 사이에서의 진폭은 약 50 m

이상으로 나타난다. 난류 소산율은 표층 부근에서   이상으로 가장 강한

난류가 관측되었고, 수심 약 200 m 부근에서    규모로 그 다음으로 강한

값을 보인다. 200 m 보다 수심이 깊은 층에서는 난류소산율이 배경 값

(  )보다 높은 값이 간헐적으로 관측되었다(Fig. 3-3-8).

Fig. 3-3-7. 2020년 물리관측 정점 및 관측시기 (2020/07/16~27) 위성관측 해수면 고도

편차. 화살표는 지형류 흐름, 녹색 선은 3000m부터 표층까지 1000m 간격의 등

수심선.

25시간 연속관측과 동일 위도 상에 있는 S01과 S02정점은 약한 난류 소산율을

보인다. 25시간 연속관측 북쪽에 위치한 S03정점에서는 수심 약 400 m 부근에서

난류 소산율 피크를 보인다. 25시간 연속관측 정점에서 각각 동남, 남쪽에 위치한

S08과 L24정점은 수심 약 200 m 부근과 더 깊은 수심에서   이상의 강한

난류가 관측된다(Fig. 3-3-9). 내부조석파가 수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25시간 연속

관측 정점 이외의 다른 정점들에서의 난류혼합은 내부조석 발생 시기와 관련된 것

으로 보인다(Fig. 3-3-10). 내부조석 발생지인 Mariana Arc에서 관측정점까지 내부

조석에너지가 도달하는데 약 2-3일이 소요되는데, S01, S02, 25시간 연속관측, S03

의 경우 소조기의 신호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S08과 L24 정점의 경우 대조

기의 신호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Fig. 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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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2020년 25시간 연속관측 정점의 난류 소산율의 연속 시계열 (좌) 및 시간 평

균 프로파일 (우). 연속 시계열 분포에서 보라색은 등 수온선임.

Fig. 3-3-9. 2020년 물리 관측 정점에서의 난류 소산율 연직 구조.

Fig. 3-3-10. 2020년 내부조석 발생 예상 지점 (동경 146도, 북위 17도 부근)에서의 조석

예측 모형 동서방향 유속 결과 (붉은색 선) 및 물리 정점 관측 시기 (회색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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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해역에서는 간접추정 난류소산율의 66%가 실제 난류소산율과 같은 오더

를 갖고(log     , CTD: 66% / LADCP: 66%), 약 23%가 실제 난류소

산율보다 작다 (log     , CTD: 25% / LADCP: 21%)(Fig. 3-3-11). 동

해에서의 간접추정 난류소산율과 비교했을 때 필리핀해 동부해역에서 CTD/

LADCP를 이용한 난류혼합 간접추산이 실제 난류혼합의 값과 더 잘 맞는다. 위에

서 언급했듯이 난류혼합 간접추산방법인 GM model은 내부파가 생성하는 해역보다

는 전파하는 해역에서 난류혼합을 잘 모수화 한다(Kunze et al., 2006; Polzin et al.,

2014). 따라서 내부파의 생성이 적고 멀리서 생긴 내부파의 전파가 활발한 필리핀

해 동부지역 (Zhao and D’Asaro, 2011)에서 CTD/LADCP를 이용한 난류혼합 간접

추산이 잘 맞는다.

Fig. 3-3-11. 2020년 필리핀 해역에서의 직접관측 난류소산율( ) 과 간접추정 난류소

산율( ) 비교. 빨강 기호와 파랑기호는 각각 CTD를 이용한 간접난류소산율

( )과 LADCP를 이용한 간접난류소산율( )을 의미함

나. 탄성파 자료 기반 연직 혼합 계수 추산

(1) 탄성파 자료 기반 연직 혼합 계수 정량화 절차

탄성파 단면으로부터 연직 혼합 계수를 얻기 위해서는 탄성파 반사면의 수직

변위로부터 slope spectrum을 계산해야한다. 잡음이 제거된 탄성파 단면의 반사면

들을 추적하여 반사면의 수직 변위를 계산 하고 수직 변위를 통해 해당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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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slope spectrum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모두 수행할 경우 최종적으로 해당 영역의 연직 혼합 계수가 도출된다. 탄성파 자

료 취득부터 최종 연직 혼합 계수 도출까지의 절차를 요약하여 Fig. 3-3-12에 도시

하였다.

각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탄성파 자료 처리

를 통해 중합 단면을 생성해야한다. 탄성파 자료처리를 통해 중합 단면을 생성하는

과정에는 각종 무작위 및 일관성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잡음은 탄성파 단면의 반사면 형태 및 수직 변위를 왜곡시킬 수 있고 반사면

추적을 어렵게 하므로 잡음이 적절히 억제되지 않는다면 반사면 추적 결과의 신뢰

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탄성파 자료에 포함된 잡음의 수준이 높은 경우 더

심해지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자료 처리 단계에서 잡음을 적정 수준까지 억제하

는 과정(신호대잡음비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래의 신호가

손상되거나 변형되는 것 또한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

러닝을 이용하여 탄성파 단면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제3

장 2절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잡음이 충분히 억제된 중합 단면을 깊이 영역으로 변환할 경우 반사면의 움직

임이 실제 수층의 수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Holbrook et al.,

2003). 탄성파 단면으로부터 직접 반사면을 추적하는 방법은 반사면의 진폭 변화,

중첩 등에 따라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Holbrook and Fer (2005) 연구에서는

탄성파 진폭 단면에 대해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사면 자동 추적을 수행하여

수직 변위를 도출하였다. 반면, Holbrook et al. (2013)은 탄성파 단면으로부터 직접

반사면들을 추적하는 방법 대신 instantaneous phase 정보를 이용하여 반사면을 더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였으며 해당 방법은 탄성파 진폭 단면에서

직접 반사면을 추적 하는 것 보다 더 안정적으로 반사면 위치를 도출할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도 해당 방법을 적용하였다.

해당 방법은 복소 탄성파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복소 탄성파 신호의 분석

은 instantaneous amplitude와 intstantaneous phase 두 가지를 통해 수행된다. 그

중 Instantaneous phase 는 탄성파 트레이스가 최대값을 가지도록 회전시키는데 필

요한 phase angle을 의미 하는데 x(t)가 탄성파 트레이스이고 y(t)가 –90° 회전된

탄성파 트레이스(quadrature trace 또는 Hilbert transformed trace)일 때 트레이스

의 envelope a(t)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phase rotation

angle 는 다음과 같이   arctan





 


 표현될 수 있다. 이 때 trace envelope

을 instantaneous amplitude라 부르고 rotation angle을instantaneous phase라 부르

며 a(t)와 x(t), y(t)는 Fig. 3-3-13에서 보이는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탄성파 트레

이스 x(t)는 instantaneous amplitude a(t)와 instantaneous phase의 cosine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nstantaneous amplitude는 정의에 의해 탄성파 트레이스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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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 한다. 모든 진폭 정보가 instantaneous amplitude에 있기 때문에

instantaneous phase의 cosine 값은 진폭 정보가 없는 탄성파 트레이스를 의미하며

이는 완벽한 자동 이득 회수(auto gain control)가 적용된 상태의 탄성파 트레이스

와 동일하다. 따라서 instantaneous phase 의 cosine은 반사면 자동 추적에 이상적

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Holbrook et al. (2013)은 instantaneous phase의 cosine

값을 기준으로 반사면 자동 추적을 하여 반사면의 수직 변위 정보를 얻었으며 경험

적으로 cosine 값이 0.6일 때의 contour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추적에 적합함을 주

장하였다. 이 주장은 이후의 연구들(Fortin et al., 2016, 2017) 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instantaneous phase의 cosine 값이 0.6일 때의 contour

를 도시하고 이를 추적함으로써 반사면의 정확한 수직 변위 정보를 획득하였다.

반사면 추적은 KINGDOM 소프트웨어의 반사면 자동 추적 모듈을 이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각각의 반사면 추적 결과에 경향성 제거 (detrending)을 수행하여 실제

반사면의 수직 변위 정보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반사면 수직 변위 정보는 푸리에

변환을 통해 공간 영역에서 파수 영역으로 변환되었다. Holbrook et al. (2013)은 파

수에 대한 수직 변위 정보로부터 slope spectrum( )를 계산하는 식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아래의 식(2)을 이용하여 slope spectrum을 계산하였다.

  
 (2)

위 식에서 은 푸리에 변환된 수직 변위의 파워 스펙트럼으로서 실수부의 제

곱과 허수부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slope spectrum은 Klymak

and Moum (2007)에 의해 제안된 slope spectrum 결과 (식 3) 와 동일한 값이 도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탄성파 단면에서 도출된 slope spectrum과 동일한 값이 계산

되도록 난류 소산 계수()를 찾으면 우리는 해당 영역의 난류 소산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식 3에서 우변 두 번째 항은 내부파와 관련된 수식이므로 난류 계산에서

는 무시되고 첫 번째 항만 고려된다. 앞서 계산한 slope spectrum은 좌변에 해당되

므로 본 연구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난류 소산 계수()는 최소 제곱 방법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소 제곱 방법으로는 Levenberg-Marquardt, Trust

region reflectiv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연직 혼합 계수 취득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Fig. 3-3-14

과 같으며 각 단계에서 도출된 예시는 Fig. 3-3-15에서 3-3-9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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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탄성파 자료 기반 연직 혼합(난류 소산) 계수 도출 흐름도.

Fig. 3-3-13. 탄성파 트레이스 (x(t)), 힐버트 변환된 탄성파 트레이스 (y(t)), 트레이스

envelope (a(t))의 관계(Barnes, 2007).   cos;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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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연직혼합계수 정량화를 위한 전반적인 작업 흐름도.

Fig. 3-3-15. 탄성파 자료 처리 후 깊이 영역으로 변환된 탄성파 단면

Fig. 3-3-16. Instantaneous phase 계산 결과.

Fig. 3-3-17. Contour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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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18. (a) 반사면 추출 및 (b) 수직 변위 계산.

Fig. 3-3-19. Reflection slope spectrum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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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각 영역별로 계산된 난류 소산 계수.

(2) 탄성파 자료 기반 연직 혼합 계수 정량화 적용

Klymak and Moum (2007)의 난류 소산 계수 산출방식은 특정한 범위 내(ex.

수평 400 m, 수직 10 m)의 공간에서 수직 변위 정보를 발췌하여 계산된다. 수직 변

위 정보로부터 slope spectrum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위 내에 해당하는 수직 변위

정보의 수가 특정값 이상이 되어야 산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welch’s

transform을 이용하여 파수 영역 변환 시 푸리에 변환을 할 때 특정 윈도우 길이에

대해 절반씩 겹치도록 변환을 수행하였다. 기존 SO연구에서 사용한 64, 128개를 기

준 윈도우 길이로 설정하여 기준값보다 많은 수직 변위 정보를 갖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구간의 대표 난류 소산 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한 수

평 해상도 3~6 m, 수직 해상도 2 m 이내의 고해상도 자료이지만 난류 소산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특정한 범위 내에서 기준값을 상회하는 수직 변위 정보를 발췌해야

하며, 이에 연구지역 및 연차에 따라 1) 수평 500 m, 수직 23 m 또는, 2) 수평 400

m, 수직 10 m를 범위를 설정하여 난류 소산 계수 및 연직 혼합 계수를 도출하였

다. 연직 혼합 계수()는 난류 소산 계수로부터 추산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성층

화된 지역에서 유속의 차이에 의해 혼합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Osborn, 1980).

  




 (4)

여기서 는 혼합 효율(mixing efficiency)로 대략 0.2의 값을 가지며, 
는 평균 부

유 주파수를 의미한다.

(3) 탄성파 자료 기반 동해 남서부 해역 연직 혼합 계수 정량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동해에서 탄성파 수층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본 연구 과제에서 제안한 자료 처리 절차 및 연직 혼합 계수 도출 절차를 통해 탄

성파 중합 단면 및 연직 혼합 계수 도출 수행하였다. 2018년도 동해 탄성파해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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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부터 도출한 수층 탄성파 단면, 난류 소산 계수 및 연직 혼합 계수는 Fig.

3-3-21에 도시하였다.

(a)

(b)

(c)

Fig. 3-3-21.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동해 수층 탄성파 단면(a), 난류 소산 계수(b),

연직 혼합 계수(c).

2021년도 동해 탄성파해양학 자료로부터 도출한 수층 탄성파 단면과 난류 소산

계수 및 연직 혼합 계수는 Fig. 3-3-22에 도시되어 있다. 2018년도 동해 자료에서

는 수층 약 200 m 이내에서 강한 연직 혼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나 2021년 유사한 위치에서 취득한 자료 분석 결과는 2018년의 결과만큼 강한 연직

혼합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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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3-22. 2021년도 동해 남서부 해역의 수층 탄성파 단면(a), 난류 소산 계수(b), 연

직 혼합 계수(c).

(4) 탄성파 자료 기반 필리핀해 동부해역 연직 혼합 계수 정량화

2019년과 2020년에 필리핀해 동부 해역에서 탄성파 수층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본 연구 과제에서 제안한 자료 처리 절차 및 연직 혼합 계수 도출 절차를 통해 탄

성파 중합 단면 및 연직 혼합 계수 도출 수행하였다. 2019년 필리핀해 동부 해역의

탄성파 수층 자료로부터 도출한 수층 탄성파 단면과 난류 소산 계수 및 연직 혼합

계수는 Fig. 3-3-23에 도시되어 있다. 2020년 필리핀해 동부 해역 탄성파 수층 자

료로부터 도출한 수층 탄성파 단면과 난류 소산 계수 및 연직 혼합 계수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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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에 도시되어 있다.

(a)

(b)

(c)

Fig. 3-3-23. (a) 2019년 필리핀해 동부 해역의 수층 탄성파 단면(a), 난류 소산 계수(b),

연직 혼합 계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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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3-24. 2020년 필리핀해 동부 해역의 수층 탄성파 단면(a), 난류 소산 계수(b), 연

직 혼합 계수(c).

다. 해양물리-지구물리 자료 연직 혼합 계수 비교

(1) 도출된 연직 혼합 계수의 비교

한 정점에서 직접 관측한 해양 물리 자료 기반의 난류 소산 계수는 실제 관측

을 바탕으로 하므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지만 관측의 어려움과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해 대상 해역 전체에 대해 자료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지구 물리 자료의 경우 전체 탐사 라인에 걸쳐 연속적으로 취득하여 간접적으로 난

류 소산 계수를 도출하므로 넓은 영역에 걸쳐 난류 소산 계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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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나 직접 난류 소산 계수를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탄성파 자료를

앞서 제시한 절차를 통해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이므로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 만약

지구 물리 자료로부터 얻은 난류 소산 계수가 실제 해양 물리 자료로부터 얻은 난

류 소산 계수와 값이 일치하거나 값은 다르더라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면 지구

물리 자료로부터 얻은 높은 수평 해상도의 자료로부터 대상 해역 전체의 난류 소산

계수 분포 및 연직 혼합 양상을 파악하기 용이할 것이며 이 요인이 탄성파해양학

연구가 다양한 해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따라서 동해 남서부와 필리

핀 동부 해역에서 얻은 해양 물리 자료와 지구물리자료를 통해 각각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를 비교하여 지구 물리 자료로부터 얻은 난류 소산 계수가 해양의 혼합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두 자료간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취득환경(시간, 위치)에서 분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난류 소산 계수의 산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범위 내의 수직 변위 정보의 수가 기준값보다 높아야 산출이 가능하며 기준보다 낮

을 시 계산되지 않고 0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정량적인 난류 소산 계수의 비교는

해양물리 관측 정점의 위치와 근접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난류 소산 계수를 산출한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동해 남서부 해역의 난류 소산 계수 비교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 취득한 해양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와 탄성파해양학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를 비교해보면 각각의 경향

과 크기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Fig. 3-3-25). 2021년 동해에서 취득한

해양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와 탄성파해양학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를 비교해보면 각각의 경향은 매우 유사하지만 절대적인 크기에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3-3-26).

(a) (b)

Fig. 3-3-25.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a) 해양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와 (b) 지구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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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6. 2021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a) 해양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와 (b) 지구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 비교.

(3) 필리핀해 동부의 난류 소산 계수 비교

2019년와 2020년 필리핀해 동부에서 취득한 해양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와 탄성파해양학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를 비교해보면 각각의

경향은 매우 유사하지만 절대적인 크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s.

3-3-27 & 3-3-28).

(a) (b)

Fig. 3-3-27. 2019년 필리핀해 동부 해역의 (a) 해양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와 (b) 지구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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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28. 2020년 필리핀해 동부 해역의 (a) 해양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와 (b) 지구 물리 자료로부터 도출한 난류 소산 계수 비교.

(4) 탄성파-해양물리 자료 간 난류 소산 계수 차이 분석

지구물리방법으로 산출한 난류 소산 계수는 해양물리에서 산출한 난류 소산 계

수와 크기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두 자료 간

경향성의 차이는 동일한 취득환경(시간, 위치)에서 분석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인다. 내부조석 및 수층혼합은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데 지구물

리 자료는 5 kn 이상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획득되고 해양물리 자료(VMP)는 정점

관측으로, 동일한 시간에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점 관측으로 수

행되는 VMP 자료는 취득하는 동안 조류 및 풍향에 따라 표류하게 되며, 특히 25

시간동안 측정하는 25 h VMP지점에서는 위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난류 소산 계수의 크기는 탄성파 자료획득 시 수신기 간격이나 탄성파 자료

처리과정(dip filtering, super gather stack, 평활화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는데 이는 난류 소산 계수가 탄성파 트레이스의 instantaneous phase의 특정한

cosine값의 수직 변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탄성

파 자료처리 중 평활화(smoothing)의 적용은 수직 변위 정보 및 난류 소산 계수 크

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Figs. 3-3-29과 3-3-30은 각각 탄성파 평활화 전과 후의 탄성파 중합 단면과

수직 변위를 보여준다. 평활화 적용 전과 후에 산출되는 난류 소산 계수의 최소값

은 0으로 같으며 최대값은 각각 1.19603E-09와 2.68744E-10으로 크기의 단위가 약

10배정도 달라졌다. 이는 평활화 효과가 커질수록 수직 변위 정보의 진동 폭은 작

아지며 난류 소산 계수의 값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 처리 과정

에서 탄성파 반사면의 수직 변위의 오차는 어느정도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오차가 난류 소산 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절대적인 크기에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양 물리 자료로부터 얻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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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소산 계수와 지구 물리 자료로부터 얻은 난류 소산 계수의 경향성이 VMP 측정

위치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탄성파 자료로부터 내부조석 및 수층혼합을 나

타내는 물리 속성 값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a) (b)

Fig. 3-3-29. (a) 탄성파 평활화 전과 (b) 탄성파 평활화 후 탄성파 중합 단면.

(a) (b)

Fig. 3-3-30. 추출한 두 개의 horizon에 대한 탄성파 평활화 적용 전후에 따른 수직 변

위 정보. (a) horizon 1, (b) horiz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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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리핀해 동부 해양순환 모형 및 내부조석 모의 실험

가. 연구해역 고해상도 3차원 해양순환 모형 구축

(1) 조석 모의를 위한 개방경계조건 마련

개방경계조건을 처방할 때 모델의 안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2차원 방사조건

(Marchesiello et al., 2001)을 적용하여 적분 중에 모델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다. 조석의 순압유속 성분은 TPX07 (Egbert et al., 2002)로부터 13개 분조를 추

출하여 사용하였다.

예단 변수()에 대한 2차원 방사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와 는 경계부

에 수직인 성분과 나란한 성분을 그리고 는 시간을 나타낸다.  는 외부 입력자

료를 나타내며, 는 완화시간이다. 와 는 2차원 방사를 위한 위상 속도이며 예

단 변수()의 경계 주변부 값으로 계산된다.










 

   

 

  



 

  



수직 적분된 순압류 성분을 예단 변수로 취급하여 개방경계조건을 완성하였으

며, 결과적으로 2차원 방사조건을 적용함으로 안정적이고 외부조건에 근접한 경계

부 입력이 가능해졌다.

(2) 조석 모의 성능 향상

평형조석 강제력을 처방해 줌으로 조석에 의한 해수면 변동을 모의 성능을 향

상시켰다. 모델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개방경계조건만으로는 현실적인 조석을 모의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주요 8개 분조의 평형조석 강제력을 적용하여 해수

면 변동을 모의하도록 하였다. 아래 코드는 평형조석 강제력을 계산하는 모듈이며

이렇게 계산된 해면고도의 변동을 2차원 해면고도 모듈에 합산하여 처방하였다.

  if(tidal_forcing_8) then
     eta_eq_tidal(:,:) = Love_M2*amp_M2*(coslat2(:,:))*(cosomegat_M2*cos2lon(:,:) &
                          - sinomegat_M2*sin2lon(:,:))+&
                       Love_S2*amp_S2*(coslat2(:,:))*(cosomegat_S2*cos2lon(:,:) &
                          - sinomegat_S2*sin2lon(:,:))+&
                       Love_N2*amp_N2*(coslat2(:,:))*(cosomegat_N2*cos2lon(:,:) &
                          - sinomegat_N2*sin2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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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_K2*amp_K2*(coslat2(:,:))*(cosomegat_K2*cos2lon(:,:) &
                          - sinomegat_K2*sin2lon(:,:))+&
                       Love_K1*amp_K1*(sin2lat(:,:))*(cosomegat_K1*coslon (:,:) &
                          - sinomegat_K1*sinlon (:,:))+&
                       Love_O1*amp_O1*(sin2lat(:,:))*(cosomegat_O1*coslon (:,:) &
                          - sinomegat_O1*sinlon (:,:))+&
                       Love_P1*amp_P1*(sin2lat(:,:))*(cosomegat_P1*coslon (:,:) &
                          - sinomegat_P1*sinlon (:,:))+&
                       Love_Q1*amp_Q1*(sin2lat(:,:))*(cosomegat_Q1*coslon (:,:) &
                          - sinomegat_Q1*sinlon (:,:))

(3) 북태평양 영역에서 조석 모의 성능 테스트

순압유속의 2차원 방사조건과 평형조석 강제력을 적용함에 따른 조석 모의 성

능을 평가하였다. Fig. 3-4-1은 순압유속의 2차원 방사조건과 평형조석 강제력을

적용함에 따른 M2 조석 모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왼쪽 위가 관측, 오른쪽 위가

개방경계의 해면고도에 조석 성분을 입력한 경우, 왼쪽 아래가 순압유속의 방사조

건으로 조석 신호를 입력한 경우, 오른쪽 아래가 순압유속의 방사조건으로 조석 성

분을 입력하고 평형조석 강제력을 적용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순압유속의 2차원

방사조건을 적용한 실험들에서 M2 분조의 무조점이 북태평양 중앙부에 위치하여

비교적 관측에 가깝게 모의되고 있으며, 평형조석 강제력을 적용함으로 서태평양의

조석 위상이 관측에 가까워졌다.

Fig. 3-4-1. (좌상) 북서태평양 조석 관측값, (우상) 평형조석 강제력과 2차원 방사조건

을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결과 (좌하) 2차원 방사조건만 적용한 결과, (우하) 2차

원 방사조건과 평형조석 강제력을 모두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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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순압유속의 2차원 방사조건만으로는 광역의 해역에서 조석을 현실

적으로 모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평형조석 강제력을 함께 적용하여

조석모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비록 무조점의 위치와 위상이 관측과 차이가

나고 있으나, 조석에 의한 혼합과 내부조석 등을 모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4) 내부조석 모의 결과 분석

순압류를 개방경계 처방하고 평형조석 강제력을 전 영역에 적용함으로 조석 주

기에 맞는 해면고도와 조류의 변화를 북태평양 해양순환모형에 적용하여 Fig.

3-4-2와 같이 모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해상도 북서태평양 지

역해양순환모형에 적용하여 조석을 모의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8에

북서태평양 지역해양순환모델에서 조석을 모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6시간 간격

의 해면고도를 도시하여 조석 성분이 현실적으로 모의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3-4-2. 조석에 의한 해면고도 변화 모의 결과 (좌상) 2020년 10월 2일 01시, (우상)

2020년 10월 2일 07시, (좌하) 2020년 10월 2일 13시, (우하) 2020년 10월 2일

19시.

또한, 수온과 유속의 anomaly를 분석하여 내부조석이 성공적으로 모의된 것을

확인하였다(Figs. 3-4-3 – 3-4-5). Fig. 3-4-3에 서태평양의 동경 146도, 북위 17

도 해역에서 수온의 아노말리를 도시하였으며, 수온약층이 존재하는 수심 200m 주

변에서 약 12시간 주기의 수온의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부조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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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경계면의 진동이 수온의 수직구배가 큰 수온약층에서 수온의 변화를 크게 유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서방향 유속 (u)의 아노말리(Fig. 3-4-4)에서

는 수온약층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내부조석에 의한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층의 조석 신호가 하층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내부조석에 의한 유속의 수직 경도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혼합을 정량

화함으로 내부조석에 의한 혼합계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g. 3-4-3. 동경 146도, 북위 17도에서 수온 아노말리의 수직 프로파일.

Fig. 3-4-4. 동경 146도, 북위 17도에서 u 방향 유속 아노말리의 수직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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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동경 146도, 북위 17도에서 v 방향 유속 아노말리의 수직 프로파일.



- 75 -

5. 내부파가 혼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동해 내부의 전파 특성 분석

동해 내부파 분석에는 일본 큐슈대학교 Research Institute for Applied

Mechanics (RIAM)에서 제공하는 3차원 해양 분석자료(Data assimilation Research

of the East Asian Marine System, DREAMS)를 활용하였다. 해양 분석 자료

(DREAMS)은 RIAM Ocean Model(Lee et al., 2003)을 기반으로 하고, 공간 영역

(Fig.3-5-1)은 23.0–48.6°N, 117–143.6°E이다. 모형의 수평 격자는 Arakawa B–

grid이며 해상도는 1/12° × 1/15°이고, 모형의 수직 격자는 Z–coordinate system이

며 해상도는 40층(1–5,674m)이다. 3차원 해양 분석자료(DREAMS)의 수치모형은

둥지 격자 체계로 구성(Figs. 3-5-1 & 3-5-2)되어 있으며, 분석자료는 아도메인인

Fine-resolution child model (DR_M, 그림 1)에서 생성된다. 저해상도 수치모형인

Large-scale parent model (DR_B)의 공간 해상도는 1/4° × 1/5°이며, 고해상도 수

치모형인 Fine-resolution child model (DR_M, 그림 2)의 개방경계조건을 제공한다.

Fig. 3-5-1. 3차원 해양 분석 자료(DREAMS)을 생성한 고해상도 수치모형(Fine-

resolution child model, DR_M)의 영역 및 해저지형 분포도 (Hirose et al.,

2013)

해저지형 등 기타 적용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해상도 수치모형(DR_M)의 공간

영역은 동중국해, 동해, 황해 등 포괄하고 있으며, cyclic boundary condition 적용

으로 인해, 타타르 해협이 남서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Fig. 3-5-1). 쿠로시오

해류의 모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Tokara 해협 주변의 1,000m 이하 얕은 지

형에 대하여 미세규모 지형(fine-scale topography)을 적용하였다(Hirose et al.,

2013). 하천에서의 담수 유출량 처방을 위해서 양자강 등 5개 주요 하천에서의 월

평균 자료를 적용하였다(Hiros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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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 저해상도 수치모형 (Large-scale parent model, DR_B)의 영역 및 해저지형

분포도 (Hirose, 2011)

3차원 해양 분석자료(DREAMS)의 주요 모수화 방안 및 주요 설정 사항은 아

래와 같다. 해양의 수평 이류 모수화를 위해서 Takano-Oonishi momentum

advection scheme을 적용하였고(Ishizaki and Motoi, 1999), 해양의 연직혼합 과 수

평혼합 모수화를 위하여 각각 Noh and Kim (1999)과 Smagorinsky (1963)의 방법

을 적용하였다.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장파복사 및 단파복사의 모수화 방

안을 제시한 bulk formula (Kondo, 1975)를 바탕으로 개발한 경험식(Hirose et al.,

1996) 적용하였다. 대기-해양 열속에 대한 모수화 방안으로는 TOGA-COARE bulk

paramaterization을 적용하였다(Fairall et al., 1996).

3차원 해양 분석자료(DREAMS)를 생성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Ÿ 주요 입력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고해상도 수치모형(DR_M)과 같은 지역 모형

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해면경계조건(Surface Boundary Conditions) 및 개방경계

조건(Open Boundary Conditions) 등 입력 자료가 요구된다. 또한, 해양 자료동

화를 수행하려면 위성 관측자료 등 필요하다.

Ÿ 고해상도 수치모형(DR_M)은 두 가지의 개방경계조건이 처방되었다. 첫째, 저해

상도 수치모형(DR_B)에서 생성한 일 평균 해양 변수 (수온, 염분 등)를 고해상

도 수치모형(DR_M)에 맞게 시공간적으로 선형 내삽을 한 뒤에 개방경계조건으

로 처방하였다. 둘째, 조석 변수의 경우에는 전지구 해양 조석 모델(NAO.99b

model)에서 생성한 자료를 개방경계조건으로 처방하였다(Matsumoto et al.,

2000). 또한, 조석의 세기 및 주기는 그린 함수(Green's Function) 모듈을 이용

하여 최적화하였다(Moon et al., 2012).



- 77 -

Ÿ 고해상도 수치모형(DR_M)은 해양 단일 순환 모형(OGCM)이기 때문에 해양-대

기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교환 및 물질교환 과정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타 대기 수치모형에서 생성한 대기 강제력 자료가 필요하다. 수치모형 개발 단

계에 따라서, 적용한 해면경계조건은 차이가 있다. 먼저, 수치모형 안정화

(Spin-up) 단계에서는 일본 기상청에서 생성한 JRA-25 대기 재분석자료

(1993-2007), GPV/GSM 기상자료(~22km 해상도; 2008-2011)를 해면경계조건으

로 각각 사용하였다.

Ÿ 3차원 해양 분석자료(DREAMS)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Operational

meso-scale model (MSM) 자료를 해면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다. MSM 자료에

서 사용된 대기 변수는 기온, 비습, 운량, 강수, 바람 등 있으며, 자료의 수평 해

상도는 약 5km이고, 1시간 간격으로 구성되었다(Hirose et al., 2016).

Ÿ 3차원 해양 분석자료(DREAMS)의 해양 자료동화시스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

저 해양 자료동화기법을 살펴보면, SST 변수는 3일 규모의 surface relaxation

기법을 적용하였고(Manda et al., 2005), SSH 변수는 Reduced-order Kalman

Filter (ROKF; Fukumori et al., 1999)를 적용하였다.

Ÿ SST 자료동화를 위에서 일본 기상청 (JMA) Gridded Sea Surface Temperature

(MGDSST) 위성 관측자료를 사용하였고, SSH는 극궤도 해면고도 위성 관측자

료(AVISO) 위성 관측자료를 사용한다(Hirose et al., 2013).

Ÿ 자료동화 적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치모형에 적용된 3차원 해양 초기

조건은 2000년 12월 종료 시점의 저해상도 수치모형(DR_B) 자료를 선형 내삽하

여 생성하였다. 저해상도의 자료동화 영역을 고해상도 수치모형 영역으로 변환

하기 위해서 Object mappings (Bretherton et al., 1976) 및 수평 및 수직 방향

dynamical mode decomposition을 적용하였다(Fukumori et al., 1999). 자료동화

는 동해 및 동중국해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Hirose et al., 2013).

Ÿ 앞서 기술한 수치모형 및 해양자료동화 기법 등을 적용하여, 3차원 해양 분석자

료 (DREAMS)는 바이너리 포맷(ctl 파일 제공)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분석의 편이를 위해서 netcdf 포맷으로 변환), 해양 분야 연구의 기반자료

및 실시간 예측시스템의 초기자료 등 활용되고 있다.

Ÿ DREAMS는 일 간격(2001년-현재) 및 1시간 간격 자료(2004년-현재)가 제공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시간 간격 자료를 사용하였다. 1시간 간격 자료에서

사용가능한 변수는 sst, ssh, 수온, 염분, u, v, barotropic u, barotropic v 등 제

공한다 (Figs. 3-5-3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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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DREAMS 1시간 간격 자료 예시 (2021.04.01 00:30)

Fig. 3-5-4. DREAMS 1시간 간격 자료(129.8°E, 35.5°N)의 시계열 자료

(2021.04.01-04.30)

Ÿ 이 외에도 일본 큐슈대학교 RIAM에서는 DREAMS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간 해

양 예측시스템 (RIAM short-term ocean prediction system)을 운영한다. 실시간

예측시스템은 2004년 9월에 Version 1 구축되었으며, 2007년 9월에 Version 2

되었고, 현재 Version 2.2 운영 중이다(Fig. 3-5-5). 현재 해당 시스템은 7일 해

양 예측자료를 1일/2회(00시/12시 기준)를 생성하고 있다.

Ÿ 관련 홈페이지 : https://dreams-c2.riam.kyushu-u.ac.jp/vwp/

https://dreams-c2.riam.kyushu-u.ac.jp/v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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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RIAM-DREAMS Version 2.2 운용 모식도 (출처: https://dreams-c2. 
riam.kyushu-u.ac.jp/vwp/)

내부조석 모의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해역별 그리고 시기별 내부파 특성, 즉, 에

너지 발생지 및 전파지역 파악하였다. 동해 남부해역에서는 대륙붕에서 반일주조 

조석에 의한 내부파가 발생하여 전파한다(Park et al., 2006; Jeon et al., 2014; Seo

et al., 2018). 3차원 해양 분석자료인 DREAMS는 조석의 효과를 포함한 모형결과로 

이를 이용하여 관측 기간 동안 동해 남부 해역에서 반일주조 내부조석의 발생과 전

파를 알아보았다. 조석 효과 (Barotropic tide)에 의한 내부조석파(Baroclinic tide)에

너지의 전환율()과 전환된 에너지의 전파(Energy flux, )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하였다(Jeo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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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력가속도  : 해수변 변동  : 수심 : 총 수층의 깊이(  )

  : 수심 평균 유속  : 수심 평균 유속과 관련된 연직 속도

두 관측시기(2018년/2021년) 모두 주로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대륙사면에서

내부조석의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였다(Fig. 3-5-6). 대륙붕과 대륙사면에서 발생한

내부조석은 발생지점 부근에서 강한 혼합을 야기한다 (Klymak et al., 2006; Carter

et al., 2008).

https://dreams-c2.riam.kyushu-u.ac.jp/v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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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6. 동해 남부지역에서 탄성파 관측시기별 내부조석파 에너지 전환율(color) 및

전파(vector). 2018년 10월 관측시기((a)&(b))에 파랑실선과 2021년 04월 관측

시기((c)&(d))dp 빨강실선은 탄성파 관측경로를 나타냄

2018년 대한해협 오른쪽 위 대륙사면에서 발생하는 내부파의 총에너지는

Line01(Fig. 3-5-6a) 시기에는 3.7 Wm-2,, Line02(Fig. 3-5-6b) 시기에는 3.8 Wm-2

로 발생지역의 분포와 세기가 유사하며, 대륙사면에서 발생한 내부조석 에너지는

두 시기 모두 에너지가 울릉분지 방향으로 전파한다. 2021년 대한해협 오른쪽 위

대륙사면에서 발생하는 내부파의 총에너지는 Line02(Fig. 3-5-6c) 시기에는 2.0

Wm-2, Line03(Fig. 3-5-6d) 시기에는 3.3 Wm-2로 그 세기가 차이가 나고, 발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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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도 Line03 시기가 Line02 시기보다 일본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리고 이때

대륙사면에서 발생한 내부조석 에너지는 두 시기 모두 울릉분지보다는 일본 대륙사

면 쪽으로 전파한다. 평균적으로 2021년 관측 시기보다 2018년 관측 시기에 대한해

협 오른쪽 위 대륙사면에서 내부조석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하고, 발생한 에너지가

빠르게 발생지역보다 수심이 깊은 울릉분지 쪽으로 전파한다.

2021년 Line03 정선관측 시 위도 35.7 oN 수심 100 m 지역에서 매우 강한 시

어가 발생하였다(Fig. 3-5-7a & b). 이 시기에 모델을 이용한 내부조석파의 에너지

전환율을 살펴보면 관측 정선이 대륙사면의 강한 내부조석 에너지 발생지역 가장자

리에 위치하고 있다 (Fig. 3-5-5c). 그러나 이때 대륙사면 지역에서 발생한 내부조

석에너지는 등수심선을 따라 일본 쪽으로 이동한다(Fig. 3-5-6d). 따라서 해 탄성파

측선을 따라서는 관측 초기에 대륙붕에서의 강한 내부파의 생성은 관측하였으나 발

생한 내부파의 이동은 관측하지 못하였다.

Fig. 3-5-7. (a)/(b) 관측정선을 따른 고해상도/저해상도 수직 전단속도 단면도. (c)모델

을 이용한 Line03정선관측 초반 내부조석파 에너지 전활율(color) 및 전파

(vector). (c)의 빨강 선은 해당 날짜의 배의 이동경로를 의미함(o: 시작점, x:

끝점)

나. 내부파에 의한 혼합 정량화

혼합과 같은 작은 스케일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수층구조 자

료와 유속구조 자료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수평적으로 연속적인 고해

상도의 수층구조와 유속구조를 동시에 관측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탄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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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구조 영상과 SADCP 유속관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수층구조 영상(탄성파

경계면)과 XCTD/XBT를 통해 관측한 수온의 분포(Fig. 3-5-8), 수층구조 영상(탄

성파 경계면)과 ADCP를 통해 관측한 수직유속 shear의 분포 양상(Fig. 3-5-9)이

일치한다.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의 경우 조사선 탐사 속도 5 knot일 경우

SADCP의 해상도(수평: 약 750 m, 수직: 약 8 m)보다 탄성파 자료의 해상도(수평:

약 3.2-6.25 m, 약 1-2 m)가 상대적으로 높다(Fig. 3-5-10). 따라서 탄성파 수층구

조 이미지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수층구조를 계산하고 유속변동성을 재현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Fig. 3-5-8. 2018년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의 탄성파 수층구조 영상과 수온 분포를 통합

한 이미지. (위) Line 1, (아래) Line 2. 각 그림의 최상부에 있는 파란 선은

XBT와 XCTD 정점 관측 위치임.

25시간 연속 관측동안 5 C 등온선은 관측시기동안 약 30-40m 정도의 수심 변

화를 보인다. 그리고 Line01과 Line02 관측 시 큰 수직유속차가 있었던 20 C, 10 C

등온선을 따라서 강한 에너지 소산이 나타난다(Fig. 3-5-11). 강한 난류소산이 나타

나는 등온선의 수심에서 탄성파의 진폭이 크게 보이는데 이를 통해 탄성파 자료와

해양물리 자료를 병합하여 수층 혼합 정량화의 추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Fig.

3-5-11). 지구물리(탄성파)와 해양물리 자료의 융합을 통해 상부-중부 수층에 대한

미시-중규모(수십 m-수십 km)의 수층 구조 및 혼합 특성의 고해상 영상화와 정량

화 연구기반 확보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탄성파 수층 구조 이미지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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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자료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수층구조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보여주고 있고 광

역적인 수층구조를 매우 상세하게 이해하는데 효율적이다.

Fig. 3-5-9. 2018년 동해 동남부 해역에서의 탄성파 수층구조 영상과 수층 shear (linear

scale) 분포를 통합한 이미지. (위) Line 1, (아래) Line 2. 각 그림의 최상부에

있는 파란 선은 XBT와 XCTD 정점 관측 위치임.

Fig. 3-5-10. 탄성파 수층 구조와 SADCP 연구결과 해상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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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1. 2018년 동해 동남부 해역에서의 (a) 25시간 연속정점관측에서 추산된 에너

지 소산율과 정점 주변의 탄성파 자료. 에너지 소산율이 강한 수심대에서 큰

진폭의 탄성파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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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2018년-2021년 총 연구기간 동 수행하였던 연구 내용을 크게 4개의 정성적 성

과목표로 분류하여 달성도를 정리하였다. 분류된 4개의 정성적 성과 목표는 1) 실

해역 탐사를 통한 신규 자료 획득 및 처리, 2) 고해상 탄성파 수층구조 영상화 기

법 구축, 3) 탄성파와 해양물리 자료의 병합을 통한 혼합 특성 및 규모 정량화, 그

리고 4) 내부파가 혼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다. 각각의 정성적 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도와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n 성과 목표 1 : 신규 탐사 자료 획득 및 처리 (100% 달성)

1-1 : 탄성파 자료 획득 및 처리

Ÿ 동해 남서부 해역 : 2018년과 2021년에 탐사를 수행하여 스파커 탄성파(769

line-km) 및 에어건 탄성파(482 line-km) 자료 획득과 처리 (상세 내용, 3장

1절 참조)

Ÿ 필리핀해 동부 해역 : 2019년과 2020년에 탐사를 수행하여 스파커 및 에어

건 탄성파(2,894 line-km) 자료 획득과 처리 (상세 내용, 3장 1절 참조)

1-2 : 해양물리 자료 획득 및 처리

Ÿ 동해 남서부 해역 : 2018년과 2021년에 탐사를 수행하여 CTD/VMP/ADCP

(5정점), XBT/XCTD(39 정점) 및 SADCP(연속) 자료 획득과 처리 (상세 내

용, 3장 1절 참조)

Ÿ 필리핀해 동부 해역 : 2019년과 2020년에 탐사를 수행하여 CTD/VMP/

ADCP(12정점), XBT/XCTD(76 정점) 및 SADCP(연속) 자료 획득과 처리

(상세 내용, 3장 1절 참조)

n 성과 목표 2 : 고해상 탄성파 수층구조 영상화 기법 구축 (100% 달성)

2-1 : 탄성파 고해상(수평: 3-6 m, 수직: 2 m) 수층 영상화 기술

Ÿ 버플 직접파 제거 기법 및 인공지능(DnCNN) 기법을 활용한 수층 탄성파

잡음 제거 기법(프로그램) 구축 (상세 내용, 3장 2절 참조)

Ÿ 수평 약 3-6 m, 수직 2 m 이내의 해상도를 갖는 탄성파 수층 영상화 기술

확보 (상세 내용, 3장 2절 참조)

2-2 : 탄성파와 해양물리 자료 통합 가시화 기술

Ÿ 탄성파-해양물리 자료를 통합하여 영상화하는 기법 구축 (상세 내용, 3장 2

절 참조)

n 성과 목표 3 : 탄성파와 해양물리 자료의 병합을 통한 혼합 특성 및 규모 정

량화 (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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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수층 탄성파 자료의 parameterization을 이용한 수층 내 혼합 계수의 정량

화 기법

Ÿ 탄성파 자료의 슬로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연직 혼합 계수 추산 (상세 내

용, 3장 3절 참조)

3-2 : 연구해역(동해 남서부 해역/필리핀해 동부 해역) 연직 혼합 계수 제시

Ÿ 해양물리 자료 기반 연직 혼합 계수 추산 (상세 내용, 3장 3절 참조)

Ÿ 탄성파 자료 및 해양물리 자료로부터 도출된 난류 소산율 계수 또는 연직

혼합 계수 비교 (상세 내용, 3장 3절 참조)

Ÿ 연구해역 난류 소산율 계수 또는 연직 혼합 계수 제시 (상세 내용, 3장 3절

참조)

3-3 : 상층 해양 혼합 지배과정 정량화

Ÿ 혼합 계수 분포 도출 (상세 내용, 3장 3절 참조)

n 성과 목표 4 : 내부파가 혼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0% 달성)

4-1 : 필리핀해 동부해역 해양순환 모형 및 내부조석 모의 실험

Ÿ 필리핀해 동부해역 해양순환 모형 및 내부조석 모의 실험 (상세 내용, 3장 4

및 5절 참조)

4-2 : 내부파의 전파 특성 분석

Ÿ 내부파의 발생과 에너지 전파 특성 규명 (상세 내용, 3장 5절 참조)

4-3 : 내부파에 의한 혼합 정량화

Ÿ 연직 혼합 계수의 시·공간적 변화 특성 규명 (상세 내용, 3장 5절 참조)

본 연구과제에서 탄성파를 수층에 적용하여 해수 수층의 구조, 경계, 분포, 연직

혼합 계수 등을 연구하는 탄성파 해양학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수평적으로

3-6 m, 수직적으로 약 2 m 이내의 해상도를 갖는 탄성파 수층 영상화 기법, 연직

혼합 계수 추산 기법 등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국내에서 탄성파 해양학 분야의 선도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된

다. 본 과제를 통해 구축된 탄성파 해양학의 연구 결과와 경험을 해수 순환, 혼합,

물질 순환, 생태계,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 및 대양에

서 다양한 해양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종합 해양 연구 기관인 한

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국내·국외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질 것으

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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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Ÿ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탄성파 자료의 연속적인 취득을 토대로 고해상도(수평:

약 3-6 m, 수직: 약 2 m) 탄성파 수층 영상화를 구축하여 수층 구조, 경계면,

공간적 분포 등을 광역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대양까지

다양한 연구 대상 해역의 해수 순환, 수층 구조와 분포를 정밀하게 이해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Ÿ 탄성파 수층 자료를 통해 구축된 연직 혼합 계수의 추산화 기법은 해양물리 자

료 기반의 연직 혼합 계수와의 융합을 통해 소규모에서 광역적인 규모까지 다양

한 공간적 범위에서 해양 혼합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해수 순환과 혼합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해양 환경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Ÿ 해양물리 자료(수온과 염분)의 병합을 통해 탄성파 자료로부터 역산되는 광역적

인 수온과 염분 자료를 토대로 수평·수직 해상도가 높은 3차원 수온 및 염분 자

료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구축하여 해양 물리, 환경, 생태계, 물질 순환 등 다

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Ÿ 탄성파 해양학을 내부조석, 내부파, 난류 등 다양한 해양물리 현상에 적용하여

여러 측면에서 융합을 통해 이들 현상을 규명하는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Ÿ 이전에 획득되었던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수온, 염분 등 정적 물성과 수층 구

조·경계, 혼합 계수 등 동적 물성을 준정량적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해수의 정적·

동적 특성에 대한 시·공간적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Ÿ 탄성파 수층 자료로부터 추산되는 다양한 규모의 해수 정적·동적 물성을 해양

순환·생태 모형에 적용하여 모형의 정확도와 모델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활용

하고자 한다.

Ÿ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탄성파 수층 영상화 기법과 여러 분야의 자료를 병합한

가시화 기법을 해양 관련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영상화하는 연구에 활용하려 한

다.

Ÿ 탄성파 해양학은 막대한 양의 수층 탄성파 자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

해 지구과학, 해양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응용하고

발전시키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Ÿ 본 연구에서 탄성파 수층 영상화와 연직 혼합계수 추산화 기법의 해상도와 정밀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새롭게 적용하여 탄성파 자료의 잡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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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수온, 염분 등과 같은 해수의 정적 특성과

연직 혼합, 난류 등과 같은 해수의 동적 특성을 용이하게 규명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기법을 확대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Ÿ 탄성파 해양학과 해양 물리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관련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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