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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해는 크게 북한한류계수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북부해역, 동한난류계수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남부해 

역과 이들이 만나서 극전선이 형성되는 중부해역 등 세 

해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의 해군 함정 

의 대잠탐지환경은 같은 동해라 하더라도 크게 다를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주파 거리종속 모델인 RAM 을 이용 

하여 평균해황 하에서 각 해역에서의 전달손실 값을 비 

교하였다. 음원을 수심 100m, 수신기 수심을 10m 와 

100m로 설정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아울러 평균해황이 

아닌 일정시기에 관측한 순간해황 자료를 통한 모델결 

과도 같이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연안에 위치한 음원으 

로부터 음파가 외해로 전달됨에 따라 냉난수대간의 수 

온전선 영향을 받게되며 수온전선을 통과하면서 남부해 

역에서의 음파는 중부 및 북부해역 보다 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된다. 따라서 북부보다는 중부해역이, 중부 

보다는 남부해역에서의 전달손실값이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북한한류계수가 발달하여 난류와 

수온전선이 형성되는 8월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한반도의 동해는 남해와 서해에 비하여 수심이 깊어 

잠항환경이 적절하여 주변국 해군 잠수함들의 활발한 

잠항활동이 예상되는 해역이다. 동해는 먼저 대한해협을 

통하여 유입되는 대마난류가 있으며 동한난류의 유입으로 

동해 중부이남 해역은 북부에 비해 계절에 상관없이 고 

온을 나타낸다(Kim & Legeckis, 1986). Kim과 Kim(1983)은 

동해 서남해역에 출현하는 북한한류계수는 동계보다 하 

계에 발달하고 대체적으로 죽변-장기갑 해역까지 남하한 

다고 하였다. 한편, Yun(2004)은 이러한 냉수괴는 4월에 

속초 앞 해상에 처음 출현하며 8월에 가장 큰 세력을 나 

타내다 2월이 되면 크게 약화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복잡한 해황을 가진 동해는 크게 북한한류 

계수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북부해역, 동한난류계수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남부해역과 이들이 만나는 중부 

해역 등 세 해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북한한류계수의 시 

공간적인 특성에 따라 각 해역마다 음향환경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세 해역에 

서의 계절별에 따른 전달손실을 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자료 및 실험

본 연구에서는 중남부 해역은 KODC 자료를 이용하였 

으며 북부해역의 경우에는 자료의 제한으로 과거 

1929~41년까지 조선총독부 산하 중앙수산시험장에서 

측정한 수온, 염분자료를 이용하였다. 남부해역은 102 

정선을, 중부해역은 105 정선을 이용하였고 북부해역은 

원산만에서 관측한 301 정선을 각각 이용하였다(그림 1).

그림 1. 국립수산과학원 및 수산시험장 관측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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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은 계절에 따라 북한한류로 생각되는 냉수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에 가장 근접한 102-7 정점（남 

부）, 105-6 정점（중부해역） 및 301-5 정점（북부해역）에 각 

각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실험하였다.

모델 RAM을 이용하여 북한한류계수의 세력이 큰 8월 

과 가장 약한 2월에 대한 전달손실을 각각 구하였으며, 

주파수는 350Hz, 음원수심 100m, 수신기 위치를 10m와 

100m로 각각 설정하였다.

3. 해양환경 분석

중남부해역은 1970년부터 2002까지의 국립수산과학원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해황에서의 전달손실을 구하였고 

중남부해역에서의 냉수대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는 

1997년도와 2002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값과 비교하 

였다. 북부해역은 1929~1941년까지의 301 정선 평균해황 

을 통해 중남부해역과 비교하였고 1939년도와 1940년도 

의 해황자료를 통해 평균값과 비교하였다.

3.1 평균 해황

그림 2.를 보면 2월에서의 5X' 등온선은 죽변 앞 해상 

연안까지만 나타나며 10t •온선은 남부해역에서 최대 

103 정선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8월에서의 5'C 등 

온선은 중부해역 주문진 앞 해상에서 외해까지 나타나 

며 장기갑 앞 해상까지 진출한 반면, io*c 등온선은 동 

해 연안 가까이 나타나 수온전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부해역인 102 정선에서의 음원인 7번 정점은 

2월과 8월에 난수대에 위치하지만 중부해역인 105 정선 

의 음원인 6번 정점은 8월에 냉수대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북부해역（그림 3.）은 301 정선 5번 정점（음원）은 계 

절에 상관없이 5t >1하의 냉수대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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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심 100m 에서의 1970-2002 평균수온 

분포（좌:2월, 우: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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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29-1941 정점별 평균수온 분포 

（정선 3（）1번 / 좌:2월, 우:8월）

3.2 동해 중남부 1997/2002년도 해황

그림 4.는 평균해황과 비교시 1997년 2월 냉수괴가 큰 

세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며 8월 냉수괴가 남부해 

역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난수대 수온이 평균해 

황보다 높은값을 보여준다.

•
를
=
"

■■

Longitude Longitude

"어
—
—어
—
—어
H
"
더
—
—어
—

—
i 커

H
r
어
 

3
3
3
3

36
35
35

를

e

M 

M 

K 

5 

O

그림 4. 수심 100m에서의 1997년 수온 분포 

（좌:2월, 우:8월）

그림 5.를 보면 2월의 냉수괴 등온선이 평균해양 비슷 

한 분포로 나타났지만 외해에서도 냉수대가 나타나고 

있다. 8월에는 5t 냉수괴 등온선이 97년과 비교시 중부 

해역에서는 출현지역이 광범위했지만 남부해역에는 상 

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 수심 100m에서의 2002년 수온 분포 

（좌:2월, 우: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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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해 북부 1939/1940년도 해황

그림 6과 7을 통해 301 정선은 내해에서 외해로 진행 

할수록 수온이 증가하고 있으며 1940년 8월에는 약 

60km 크기의 Eddy가 관측되었다. 북한 한류계수의 영향 

이 지배적으로 미치는 북부해역은 중남부해역보다 얕은 

수심에서 수온이 하강하여 수온약층이 상대적으로 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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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1번 정선에서의 수온수직단면도 

（1939년 / 좌:2월 우: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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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3（）1번 정선에서의 수온수직단면도 

（1940년 / 좌:2월, 우:8월）

4. 실험결고卜

평균해양에서의 전달손실을 분석해 보면 8월의 경우 

（그림 8） 수신기 수심 100m에서는 각 해역마다 큰 차이가 

없는 반면, 10m에서는 북부보다는 중부해역이, 중부보다 

는 남부해역에서의 거리증가에 따른 전달손실 값이 크 

게 나타났다. 2월의 경우（그림 9.）에는 각 해역에서의 전 

달손실 값이 수신기 수심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 

고 해역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순간해황을 보면 그림 10. 의 경우 남부해역에서의 

1997년과 2002년도 8월의 전달손실 값은 수신기 

10m/100m에서 모두 평균해황에서의 값보다 웃도는 수치 

를 보였으며 이는 남부해역에서의 난수대 수온이 평균 

해황보다 높았고 전선의 수온구배 또한 평균해황보다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8월 중부해역（그림 11.）은 수신기 10m에서의 전달손실 

값 증가율이 1997년의 경우 평균해양보다 높았으나 

2002년도의 경우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이는 97년도에 

비 해 02년도 중부해 역 에서 냉수괴 의 출현지역 이 광범 위 

했고 97년과는 달리 음원이 냉수대 근해에 있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북부해역（그림 12.）은 평균해황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2월의 결과값（그림 13,14,15）을 보면 해역마다 전달손실 

값 차이는 미미하였으며 2월의 결과값은 세 개 해역 모 

두 평균값（그림 9.）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남부 

해역에서는 8월과 같은 수온전선이 형성되지 않았고 중 

부 및 북부해역은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5. 결론

8월의 경우, 음파는 진행할수록 냉난수대간의 수온전 

선 영향을 받게되며 수온전선을 통과하면 남부해역에서 

의 음파는 중부 및 북부해역에서 보다 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된다. 따라서 북부해역보다는 중부해역이, 중 

부보다는 남부해역에서의 전달손실값이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수신기를 수심 10m에 위치했을때는 결과 

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음파가 진행함에 따 

라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의 음속최소층이 낮아 

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월의 경우를 보면 

해역마다 전달손실 값 차이는 미미하였다. 이는 남부해역 

에서는 8월과 같은 수온전선이 형성되지 않았고 중부 

및 북부해역은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동해의 

음향환경은 북한한류계수의 시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계 

절별로 각 해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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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평균해양에서의 8월 전달손실 （좌:102정선, 중:105정선, 우:301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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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평균해양에서의 2월 전달손실 （좌:102정선, 중:105정선, 우:301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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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8월 남부해역 전달손실 （좌:97년, 우:02년） 그림 13. 2월 남부해역 전달손실 （좌:97년, 우: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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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8월 鸯부해역 전달손실 （좌:97년, 우:02년） 그림 14. 2월 중부해역 전달손실 （좌:97년, 우: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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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8월 북부해역 전달손실 （좌39년, 우40년） 그림 15. 2월 북부해역 전달손실 （좌:39년, 우: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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