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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 환경데이터(해양, 기상)는 선진국의 고 정보 으

나, 정보화시 를 맞아 실 측정데이터를 인터넷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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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방하는 추세이다. 국방기술도 무기체계 M&S 모

델링의 결과에 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해 실 측

정데이터에 한 활용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실 측치를 사용하더라도 측의 제한성 때

문에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연 상을 담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한 해양모델링 통한 자료에도 모델링 

자체가 복잡한 모듈로서 자연 상까지 표 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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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idded environmental data is usually provided by the numerical simulation coupled with a data assimilation 
technique and various inter- or extrapolation algorithms, both of which are based on the observation spanning from 
simple equipments to satellites. But it is difficult to represent the natural phenomenon such as sea mount, 
internal-wave, warm eddy in modeling or observation because of increase in the complexity of model. This paper 
introduces the algorithm artificially representing the natural phenomenon and the techniques applying it to the 
gridded volume data and smoothing for natural effects. Moreover, the inserted results are analyzed by use of 
graphical tool. The  results can be used for the battle simulation or acoust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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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 상(해산/해구, 
내부 , 와동류)을 인 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과 

이를 격자형 해양데이터에 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한 삽입 후 주변 자료와 융화를 한 smoothing 방

안도 제시한다.

2. 연구 동향

  재 투체계나 M&S시스템에 실제 데이터를 활용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데이터에 

한 요성이 증 됨에 따라 종합 인 환경제공을 

한 체계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

나 선진국의 경우 이를 핵심기술로 등록하여 이 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선진화된 사례로는 미 

해군연구소(NRL : Naval Resarch Lab.)에서 운용 인 

OASES(Ocean : Atmosphre and Space Environment 
Service)와 독일의 ANSE(Advanced Naval Synthetic 
Environment)를 들 수 있고, 선진국의 경우 기, 해양 

뿐 아니라 우주환경 자료까지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자연환경 역의 합성

환경은 부분 이론/ 실험 수 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합성환경모의시스템이 개발

되어 해양, 기상, 음향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격자형 환경데이터

  NOAA등에서 인터넷 상에 공개 으로 제공되는 환

경데이터는 netCDF(nerwork Common Data Format), 
Grib, HDF(Hierarchical Data Format)등 경도, 도, 깊이, 
시간 정보를 축으로 가지는 격자형의 용량데이터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netCDF 
형식의 환경데이터를 사용한다. netCDF는 array 기반의 

과학 데이터를 장하는 데이터 포맷이다. netCDF은 

크게 Dimension과 Variable, Attribute의 구성요소로 나

어진다[1].

1) Dimension 
Dimesion은 축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도, 도, 
시간, 깊이 등 다양한 종류를 지니고 있다.

2) Variable 
다  Dimension으로 구성된 실제 데이터를 의미하

는 것으로 수온, 염분, 수심 정보 등이 장된다.
3) Attribute 

Global Attribute과 Variable Attribute로 나 어지며 

이들은 각각 netCDF 체 일에 한 속성을 각 

Variable별로 단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Fig. 1. A example of netCDF

  본 논문에서도 해양자료로 많이 쓰이는 netCDF 데이

터 포맷을 바탕으로 삽입알고리즘을 구 한다. netCDF 
포맷은 다차원의 격자형 데이터로서 수온이나 수심의 

정보를 장하고 있다. 새로운 격자형 데이터를 추가

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 구조의 변형을 가져오므로 

본 논문에서의 삽입은 데이터의 값을 변형하여 자연

상을 재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데이터 구조를 유지

하여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삽입된 데이

터를 그 로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4. 삽입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삽입알고리즘은 3가지이며, 다

음과 같다.

4.1 해산/해구 삽입 알고리즘

  해산 삽입은 수심의 값을 낮추어 지형 으로 산을 

생성하고 해구삽입은 이와 반 로 수심의 값을 높여 

구덩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해산/해구 삽입 알고

리즘은 기본 으로 반지름에 한 수심의 비례식으로 

구하여진다. 심  주변이 목표하는 수심이 되고 

심 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해당 수심을 결정한다.
  삽입된 지형에는 기존의 수심을 더해서 기존 지형 

형태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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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최 수심

 : 역 반지름

 : 심 과의 거리

 : 해당지  목표수심

4.2 내부  삽입 알고리즘

  내부 는 수층간의 도에 의해 발생하는 로서 

이를 통해 변경되는 수온의 형태를 삽입한다. 이는 

심의 수온이 높은 띠 형태의 모양으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은 3차원 상의 내부  형태의 시를 보여 다[2].

Fig. 2. Figure of internal wave

  x-y평면사이에서 보면 심을 기 으로 Y축으로 멀

어질수록 낮은 수온형태를 보인다.

  exp







  (2)

 : 평면에서 심 과   차이

 : 평면에서 내부  용 범

  x-z평면사이에서 보면 심을 기 으로 Z축으로 멀

어질수록 낮은 수온형태를 보인다.

  exp







  (3)

 : 평면에서 심 과   차이

 : 평면에서 내부  용 범

  즉, 내부 는 3차원 상에서 Y축의 가우시안 분포 

weight function과 Z축의 가우시안 분포 weight function
의 곱으로 내부 를 생성할 수 있다.

   ×   (4)

 : 평면 weight function

  : 평면 weight function

4.3 와동류 삽입 알고리즘

Fig. 3. Figure of warm 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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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동류는 심을 기 으로  방향으로 차 수온이 

낮아지는 구조로 삽입된다. 3차원에서의 형상과 x-z단
면은 Fig. 3과 같다[3].
  와동류는 방향 거리에 한 가우시안 분포 weight 
function과 심  수심에서 수심 차에 한 가우시안 

분포 weight function의 곱으로 와동류를 생성할 수 

있다.

  exp


′


  exp
 



  (5)

    ×  

 : 와동류 용범  반지름

 : 와동류 용 수심

 : 수심별 용 반지름

′ : 용 과 심 의 평면거리

 : 용 의 수심

  와동류의 특성인 종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를 만

들기 해서는 심 에서 깊어질수록 용되는 반지

름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 진다.

   × exp 



  (6)

 : layer별 최  반지름

 : layer별 최  수심

 : 해당 층 수심

 : 해당 층 반지름

  한 여러 층으로 표 되기 해서 층을 분리하고 

층별 최  반지름을 정하여 의 식을 용한다.

5. Smoothing 알고리즘 소개

  격자형 데이터에 자연 상을 삽입하는 것은 주어

진 범 안의 데이터를 변형하기 때문에 주변과 갑자

기 상이한 데이터가 존재하게 된다. 삽입된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와 조화롭게 배치하기 해 smoothing 
알고리즘으로 삽입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한다. 본 논

문에서는 smoothing 알고리즘으로 Moving Average와 

savtzky-goray 방법으로 처리한다[4].

5.1 Moving Average 알고리즘

  Moving Average는 특정 포인트의 smoothing값으로 

주변의 역안 모든 포인트의 값을 더하여 포인트의 

개수로 나 는 값을 취한다.

 


  





 (7)

 = 지 별 value값
 = 도우 내 포인트 개수

5.2 savtzky-goray 알고리즘

  Savtky-goray는 주변의 값으로 polynomial 함수를 통

해 smoothing 값을 취하는 것으로, 3차 다항식으로 구

성한 후 각 에 하여 다항 연립방정식으로 계수를 

구한다. 주어진 계수는 주변의 값에 smoothing factor로 

결정되게 된다.

 


  



 × 

 (8)

 = savtzky-goray factor
 = 지 별 value값
 = 도우 내 포인트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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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삽입 알고리즘 구 방안

  netCDF에서는 empty데이터의 표 으로 특정지정 값

인 fillvalue를 지정하고 있는데, 해당 포인트가 fillvalue
일 때에는 삽입 알고리즘 용을 제외해야 한다. 모든 

삽입 알고리즘 용 시 기존의 측치 데이터의 특성

을 살리기 하여 기존의 데이터에 더하는 형식으로 

구 된다.

6.1 해산/해구 구

  해산/해구를 삽입하는 데이터는 수심 데이터이다. 수

심데이터는 dimension이 도, 경도의 2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해당 variable이 수심인 데이터이다. 해당 

데이터는 2차원으로 시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해당 역을 선택 후, 기존의 수심에서 얼마나 높일지, 
낮출지를 선택하면 된다. 다음은 사용자에 요구되는 

패러미터이다.

Table 1. User parameter for sea mount

사용자 입력변수 단 

심 치 ( 도) 도-분-  는 도

심 치 (경도) 도-분-  는 도

용반경 km

해산/해구 높이 m(+:해산, -:해구)

Fig. 4. Pseudo code for sea mount

  심 과 용반경은 해산  해구가 용되는 치

와 반경을 결정하고 높이는 심 에서 더해지는 최

높이로 해산과 해구의 높이를 결정한다.
  해산을 삽입하기 해서는 우선 용 역을 체 데

이터에서 찾아야 한다. 해당 방안은 해양데이터의 특

징을 이용하여 binary search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5]. 
역을 찾게 되면 순차 으로 각 포인트별로 심 에

서 거리를 구하고 거리에 한 비례식으로 해당지 의 

수심을 계산하게 된다.

6.2 내부  구

  내부 를 삽입하는 데이터는 수온데이터이다. 수온

데이터는 dimension이 경도- 도-수심 는 경도- 도-
수심-시간로 구성된 3차원 는 4차원의 데이터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해당 variable은 수온인 데이터이다.  
수심은 재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수심을 시작으로 

용수심의 범 를 정하게 되고, 삽입은 데이터의 시간

별로 모두 용된다.
  심 과 용 역은 해산/해구와 동일하게 내부

가 용될 치와 범 를 결정한다. 내부 의 형태가 

띠 형태이므로, X축의 길이와 Y축의 길이를 구분하여 

설정하며, 가로/세로 형태로 구분하여 심축에서 변경

모양을 구분하 다. 용 수심 깊이는 재 수심에서 

내부 가 용되는 깊이이며, 최 값은 심 에서 최

 더해지는 값으로 내부 의 최  수온을 결정한다.

Table 2. User parameter for internal wave

사용자 입력변수 단 

심 치 ( 도) 도-분-  는 도

심 치 (경도) 도-분-  는 도

비(X축) km

비(Y축) km

용수심깊이 m

용 최 값 도

방향성 가로, 세로

  내부 를 삽입하기 해 용 역 찾는 방안은 해산

/해구와 동일하며 역내의 각각의 포인트에 해 순

차 으로 용하게 된다. 해당지 의 수심차이에 의한 

가우시안 가 치를 계산하고, 다시 Y축에 한 가우시

안 가 치를 계산하여 각 포인터에 용하게 된다.
  데이터가 시간 축에 해 더 있다면 시간 순으로 

iteration을 추가해 주어야한다. 세로 방향에 따르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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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는 경도 iteration 이후 가 치를 구하는 방안으로  

동일하게 구 할 수 있다.

Fig. 5. Pseudo code for internal wave

6.3 와동류 구

  와동류를 삽입하는 데이터는 내부 와 동일한 수온

데이터로서 데이터의 특성은 내부  알고리즘 데이터

와 동일하다. 수심은 재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수심

을 시작으로 용수심의 범 를 정하게 되고, 삽입은 

데이터의 시간 별로 모두 용된다. 사용자에게 요구

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3. User parameter for warm eddy

사용자 입력변수 단 

심 치 ( 도) 도-분-  는 도

심 치 (경도) 도-분-  는 도

반지름 km

용수심깊이 m

층 수(layer) 개

용 최 값 도

  심 과 용 역은 다른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와

동류의 치와 범 를 결정하게 되고, 용 수심깊이

는 재 수심에서 와동류 알고리즘이 용되는 깊이

이다. 층 수는 와동류가 여러 층으로 생성되는 layer의 

개수를 의미한다.

  최 값은 심 에서 더해지는 최 값으로 최  수

온지인 와동류의 심에 더해지는 값이다. 와동류는 

층의 개수에 따른 층별 최  반지름을 구하고 각 반지

름은 깊이에 따라 가우시안 비율로 어든다. 층별로 

각 반지름과 깊이에 따라 가우시안 가 치를 용함으

로서 와동류 형태로 데이터의 값을 수정하게 된다.

Fig. 6. Pseudo code for ocean eddy

  데이터가 시간 축에 해 더 있다면 시간 순으로 

iteration을 추가해야한다.

7. Smoothing 구

  Smoothing은 해당 포인트 주변의 값을 기 으로 해

당 포인트의 값을 결정한다. 이때 주변을 얼마나 참조 

할 것인가를 도우로 정하고 이를 사용자가 설정 할 

수 있게 하 다. 도우의 값이 클수록 1포인트 

smoothing 값을 결정할 때 큰 범 의 포인트를 참조하

나 시간소요가 오래 걸리고, 작을수록 은 범 의 포

인트를 참조하나 시간소요는 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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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CDF에서는 경도, 도, 수심, 시간의 최  4차원

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도우는 3차원을 기 으로 범

를 정하게 된다. 이를 시간에 따라 iteration을 용하

여 체 데이터에 smoothing을 용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수온에서 도우가 용되어 smoothing 처리를 

보여 다. 3차원으로 구성된 도우가 모든 데이터에 

해 용되면서 기  주 의 을 참조하여 기

의 smoothing 값을 결정하게 된다.

Fig. 7. A example of smoothing window

  Moving average와 savtzky-goray는 기본 으로 동일한 

순서로 용되며 savtzky-goray는 다항식계산을 통해 

지  별로 smoothing factor를 곱해서 체 지 의 수

를 나 는 식으로 계산된다. smoothing factor를 구하는 

코드는 참조문서에서 참조하 다[4].

Fig. 8. Pseudo code for smoothing

  Moving average에서는 각 지 별 계수는 1이며, 
savtzky-goray에서는 계산된 계수가 용된다.

8. 삽입 구  결과 분석

8.1 해산/해구 삽입결과

  해산/해구를 삽입하는 데이터는 ETOPO 수심데이터

이다. 아래의 그림은 울릉도 아래에 해산을 추가한 결

과를 시한다.

 

Fig. 9. Compare for seamount before(L) and after(R)

  아래의 그림은 해산을 추가한 3차원 시 결과를 보

여 다.

Fig. 10. 3D display for seamount

  아래의 그림은 울릉도 역에 -500의 해구를 용하

여 기존의 섬을 거의 평지 수 으로 낮춘 그림이다.

 

Fig. 11. Compare for sea hole before(L) and aft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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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3D display for sea hole

8.2 내부  삽입결과

  아래의 그림은 해양모델의 수온 결과에 일본아래의 

역의 내부  역을 설정하여 삽입한 화면이다. 최

 수온 7도 정도를 높 으며, 기존의 수온 결과에 

용된 모습을 보여 다.

 

Fig. 13. Compare for internal wave before and after(R)

  방향을 Y축으로 두었으므로 Y축( 도) 가로 단면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 다.

 

Fig. 14. A cut display for internal wave(Y axis)

  X축(경도) 세로단면은 설정한 300m 수심에서 가장 

높은 수온 를 가지며 원 모양으로 얕아 지는 경향을 

보여 다.

 

Fig. 15. A cut display for internal wave(X axis)

  3차원 화면과 그 단면을 통해서 띠 모양의 내부 가 

삽입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6. A cut display for internal wave(3D slice)

8.3. 와동류 삽입결과

  아래의 그림은 해양모델의 결과에 일본아래에 수온

을 표면에서 500m 깊이로 와동류를 삽입한 결과이다. 
최  온도는 20도를 증가하여 주변과 뚜렷하게 시

되도록 설정하 다.

 

Fig. 17. Compare for eddy before(L) and after(R)

  와동류의 수직단면을 확인하면 표면 심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퍼져가면서 차 수온이 

낮아지면서 와동류 형태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Fig. 18. A cut display for warm eddy(X axis)

  3차원 화면과 단면을 통해 와동류 형상이 3차원에서

도 잘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9. A cut display for warm eddy(3D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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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moothing 결과 분석

  Smoothing 용 역은 기본 으로 삽입된 역 보

다 좀 더 넓게 설정되며, 각 포인트별 도우는 x,y,z 
방향으로 각각 10개의 주변 포인트를 참조하여 

smoothing 되도록 설정되었다.

9.1 해산/해구 Smoothing 결과

  다음의 그림은 해산이 삽입된 지형과 이를 moving 
average와 savtzky-goray로 각각 smoothing 처리한 결과

를 보여 다.

Fig. 20. Orginal sample(topography)

 

   Fig. 21. Compare between moving average(L) & 

savrzky-goray(R)

  해산이 삽입된 기존 지형은 비례식으로 처리되어 

주변에 비해 가 르게 형성되어 있다. 이를 moving 
average와 savtzky-goray로 smoothing 처리한 결과 해산

이 원만하게 처리됨을 볼 수 있다. moving average 경

우 주변이 부분 낮아 최 높이가 savtzky-goray 보다 

낮아졌으며, savtzky-goray는 상 으로 기존의 최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smoothing 처리된 결

과를 볼 수 있다.

9.2 내부  Smoothing 결과

  다음의 그림은 내부 가 삽입된 수온데이터와 이를 

smoothing 처리한 모습을 보여 다.
  Smoothing 결과 moving average와 savtzky-goray 둘다 

기존의 뚜렷하던 내부  용 경계면이 완화됨을 확

인할 수 있다. 수온 경계면을 보면 moving average가 

savtzky-goray보다 좀 더 완만히 smoothing되며, 상

으로 savtzky-goray는 원본의 특성을 좀 더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 22. Original sample(water temperature)

 

   Fig. 23. Compare between moving average(L) & 

savrzky-goray(R)

9.3 와동류 Smoothing 결과

  다음의 그림은 와동류의 수직단면으로 smoothing 처

리 과 처리 후의 결과를 보여 다.

Fig. 24. Original sample(water temperature)

 

   Fig. 25. Compare between moving average(L) & 

savrzky-goray(R)

  Smoothing 결과 moving average와 savtzky-goray 모두 

원본보다 smoothing되어 상 으로 효과가 퍼진 모습

을 볼 수 있다(노란색 부분 참고). moving average가  

savtzky-goray 보다 좀 더 퍼진 효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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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이용방안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각국에서 해양자료를 웹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 일시 으로 발

생하는 해양 상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연 상이 투실험이나 음

향모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는 오랫동안 연구

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제공된 해양자료를 이

용하여 자연 상을 인 으로 생성하여 자료에 용

하는 방안과 실제 시를 보여주었다. 비록 실제 자연

상을 100% 재  할 수 없으나, 경향을 통해 자연

상이 미치는 향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해산/해구, 
내부 , 와동류의 상을 발생하여 음향모델의 달손

실  음선경로의 향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투실험이나 체계 시뮬 이터의 자료로 제공되

어 실제 투실험에서 표  탐지  무기체계 seeker의 

향성을 분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6,7]. 
더욱이 자료의 본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삽입되므로 

기존의 해양자료를 사용하는 시스템에도 바로 용할 

수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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