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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동해시 연안역에서 2001년 6월, 2003년 5월 및 

2004년 5월 해상실험 및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 시스 

템을 통해 수집된 해양관측(수온, 유속)자료와 SAR 

(Synthetic Aperture Radar)위성영상을 분석한 내부파의 

물리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음파전달 모 

델(RAM)을 통해 내부파에 의한 음파전달 영향을 파 

악하고, 음도파관 불변 이론 (Waveguide invariant 

theory)을 적용하여 내부파에 의한 해양 변동성을 음 

향학적으로 정량화 하였다.

1. 서론

성 층화된 해 양에 서 는 부력주파수에 서 부터 관성 주파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부파가 존재한다. 영구수온약 

층과 계절수온약층이 잘 발달하는 동해에는 관성주파수 

부근에서 준관성주기 진동(Lie, 1988)이 탁월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해역에서는 해저지 

형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력주파수 부근의 단주기 내 

부파를 생성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5월에 동해시 연 

안역에서 관측된 단주기 내부파는 최대 수직 진폭이 

25m에 달하고 강한 오목형의 비선형 솔리톤 특성을 보 

여, 2차 비선형성을 고려한 combined KdV (Korteweg de 

Vries) 방정식으로 그 형태가 설명된 바 있다(Kim et 

al., 2001). 따라서 동해에서 관측된 내부파의 주기는 

크게 1) 준관성주기(near-inerti히 period, 17-20시간), 2) 

단주기(short period, 수 분-수십 분의 두 가지로 구분된 

다.

이러한 내부파의 전파는 수중 음 전달 특성에도 다양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ESROB; East Sea Real-time Ocean Buoy)에서 수집된 자 

료를 보면 여름철에 오목형 솔리톤이 주로 나타나고 겨 

울철과 대륙붕 내해쪽에서는 종종 볼록형 솔리톤이 관 

측 되었다(Kim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동해에서 조사된 내부파의 물리적 특 

성을 근거로 실측과 유사하게 생성된 오목형 및 볼록형 

의 솔리톤 내부파를 사용하여 여러 번의 수치실험을 통 

하여 수중 음파전달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솔리톤 

내부파에 의해 음속의 변화가 시공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리종속 음 전달모델인 RAM (Range-dependent 

Acoustic Model) 모델(Collins, 1993)을 이용하여 내부파 

에 의한 음장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서로 다른 음파 

모드 사이의 간섭 현상은 전달손실(혹은 음압)의 거리- 

주파수 영역에 간섭패턴을 만들게 되는 데, 내부파로 

인한 음파전달 환경의 변동에 따라 특징적인 간섭패턴 

을 만들게 되며 거리-주파수 영역에서 서로 다른 기울 

기로 나타나게 된다(G.L.D'Spain et al., 1999 ; D.Rouseff, 

2001). 음도파관 불변이론(Waveguide invariant theory)을 

적용하면, 이러한 서로 다른 기울기를 군속도와 위상속 

도의 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내부파가 존재하게 되면 

그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군속도와 위상속도 사이의 

비가 달라진다(Brekhovskikh and Lysanov, 1991). 따라서 

간섭패턴의 기울기가 달라져 내부파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를 음향학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다.

2. 동해시 연안해역 내부파의 물리적 특성

1999년에 동해시 부근 해상(수심 100m)에 설치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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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해양 모니터링 부이에서 4-6월 동안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여 Kim (2000)은 준관성주기 내부파의 수평, 수 

직 파장과 위상속도 및 군속도를 추정하여 개략적 특징 

을 밝힌 바 있다. 또, Kim et 次.(2001)은 1999년 5월에 

관측된 비선형 단주기 내부파의 생성원인으로 이러한 

준관성주기 내부파와 해저지형의 상호작용을 제안하였 

다. 모니터링 부이에서 2003년에 단주기 내부파 관측을 

위해 1분마다 측정된 수온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수온 

약층의 깊이가 2월에 최대가 되어 50m 부근에 위치했으 

며, 계절수온약층이 발달하는 6-8월에는 그 깊이가 얕 

아져 15-20m 수심에 이르렀다(Nam et al., 2003).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를 이용한 내부파 관측 외에도 

동해시 연안해역에서 세 차례(2001, 2003, 2004년)의 

해상실험을 수행하여 내부파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였 

다(Nam et al., 2004). 1999년에 관측된 내부파와 같이 

비선형 특징을 보였고, 외해에서 내해로 약 20-70 cm/s 

의 위상속도로 전파하였다. 해상실험 시의 부력환경에 

따라 단주기 내부파의 특성이 크게 달라지나, 수온약층 

이 약 20 m 수심에 위치하고 진폭이 최대 20 이에 이르 

는 오목형의 단주기 내부파가 자주 관측되었다.

인공위성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을 분석 

하면 단주기 내부파의 공간적인 분포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SAR영상을 분석하여 동해에 나타나는 단주 

기 내부파의 공간적 특성을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비선 

형 단주기 내부파의 수평 파장은 50-400 m, 패킷내의 내 

부파 사이 거리는 140-2600 m, 패킷과 패킷 사이의 간격 

은 45-67 km로 나타났다(Kim et al., 2004).

3. 내부파에 의한 음파전달 영향

3.1 내부파가 존재하는 음파전달 환경설정

RAM모델을 수행한 영역에서 수심은 전 구간 모두 

200m 로 고정하였으며 해저면은 평탄하게 설정하였다. 

이때 단주기 내부파 흑은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외해에 

서 연안으로 전파해오는 환경을 설정하고, 연안쪽에 위 

치한 음원의 수심을 10m, 음원 주파수를 200Hz로 하였 

을 때의 전달손실을 계산하여 음파전달 영향을 비교하 

였다. 단주기 및 준관성주기 내부파의 형태는 오목형과 

볼록형인 경우에 대해 각각 계산하였다. 

경우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음속의 수평기울기가 큰 100 m 이내 수심에서 전 

달손실이 크게 발생했고 일정거리(약 2 km)간격으로 전 

달손실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또한 

20-25m 진폭의 단주기 내부파에 의해 土20 dB의 전달손 

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Nam et al., 

2004).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존재할 경우에는 약 ±10 dB 범 

위의 전달손실이 나타나지만, 거리마다 차이가 뚜렷하 

였으며 특히 거리가 멀수록 변동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내 

었다(그림 la). 준관성주기 내부파로 인한 음장의 분산 

과 집중현상을 고려하여, 내부파가 있는 경우의 전달손 

실 값에서 없는 경우의 전달손실 값을 뻔 차이에 대한 

분포를 양(전달손실 증가분, 그림 lb)과 음(전달손실 

감소분, 그림 1c)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lb에서는 준관성주기의 내부파가 연안으로 접근 

하면서 전체적인 전달손실이 음원으로부터 멀수록 증가 

(5-6 dB 정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림 lc에서는 전체 

적인 전달손실보다 특정 위치에서의 전달손실이 10 dB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준관성주기 내부파로 인한 전달손실 변화 효 

과는 그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土5 dB 범위의 전 

달손실에 대해서는 내부파가 존재하면서 전달손실이 증 

가하는 경우(그림 2b)가 감소하는 경우에 비해 큰 빈도 

수를 가지지만, ±5 dB 이상의 전달손실 변화가 발생하 

는 빈도는 내부파가 존재하면서 전달손실이 감소하는 

경우(그림 2a) 오히려 더 크다.

그림 1. 준관성주기 내부파의 전달손실 분석. (a)준관 

성주기 내부파 존재시 전달손실 분산 영향. (b) 준관 

성주기 내부파가 있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를 뺀 양의 

값 (c) b의 경우 음의 값

3.2 음향모델 결과

단주기 내부파는 그 형태가 오목형인 경우에 볼록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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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심 80m에서의 전달손실 변화에 대한 히스 

토그램. (a)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있는 경우에서 없 

는 경우를 뺀 음의 값. (b) a의 경우 양의 값

4. 음도파관 불변 이론을 이용한 내부파의 

음향학적 영향 분석

모드 사이의 간섭 현상으로 생긴 간섭패턴의 기울기가 

내부파에 의한 해양환경의 변동에 따라 특징적으로 달 

라지게 된다. 여기서는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준관 

성주기 내부파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그림 3에서는 음 

파전달 모델(RAM)을 이용하여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없 

는 경우(좌측)와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있는 경우, 오목 

형(가운데 )와 볼록형(우측)으로 나누어 거 리-주파수 영 

역에서 전달손실의 간섭패턴을 살펴보았다.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없는 경우와 볼록형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있 

는 경우 거리-주파수에 대한 간섭패턴 기울기는 1정도 

로 나타났으나 오목형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있는 경우 

에는 기울기 패턴이 8과 1이 복잡하게 나타났다.

그림 3.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없는 경우(좌측)와 준관 

성주기 내부파가 있는 경우 오목형(가운데)과 볼록형 

(우측)패턴에 대한 거리-주파수의 간섭무늬 패턴. 위쪽 

은 음속구조 단면도이며 아래는 각각의 간섭무늬 패턴 

을 나타내고 맨 아래는 거리 ll・13km에 대해 간섭패턴 

을 확대한 그림 .

이 기울기 값에 대해 군속도와 위상속도의 비로 설명할 

수 있는 음도파관 불변 이론(Waveguide invariant theory) 

을 적용하여, 내부파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를 음향학적 

으로 정량화 할 수 있다.

4.1 음도파관 불변 이론(Waveguide invariant theory) 

정상모드(normal mode)에서 음압( P )과 음세기(/)는

，W) = Z4，exp(流/) 

m (1)

1侦)=£44 cos(Mj) 
m,n (2)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주파수와 위상속도(C)의 함 

수인 이모드와 n모드 사이 의 파수 차, 는

2虬*京) =、_虹와 같다. 그림⑶에서 일정한 

7를 따라서 는 위상 변화가 없으므로 ,

가 된다. 단, 여기서 ① 三 서:，”"尸이다. 식(3)은

d(o _ di /dr

dr di lda> ⑷

와 같이 표현되며, 식(2)를 식(4)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음도파관 불변 이론(Waveguide Invariant Theory)을 

정의할 수 있다(Brekhovskikh and Lysanov, 1991).

dr _ \ d(D g _ 団p,mn

r P a), 団5 (5)

여기서 ASg,mn=Sg,m-Sg,n, ASp,mn=Sp,m_Sp,n 이며 모드간의 

군속도와 상속도와의 비로써 B 를 나타낼 수 있다.

4.2 내부파에 의한 간섭의 음향학적 분석

이상적인 해양환경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 p는 반사환 

경에서 1, 굴절환경에서 -3의 값을 갖는다(Bre난lovskikh 

and Lysanov, 1991). 반사와 굴절이 혼합된 환경에서는 

-1/3<1/卩<1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그림 3에서 내부파 

가 없는 경우와 볼록형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있는 경우 

。값이 1정도로 나타났고 오목형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있는 경우에는 P 값이 8과 1로 복잡하게 나타났다. 음 

도파관 불변 이론(Waveguide invariant theory)을 적용한 

정상모드 모델을 사용하여 군속도와 위상속도의 비(? 

값)을 구하였다. 그림(4 좌)는 오목형(적색)과 볼록형 

(파란색)의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존재할 때의 음속 수 

직구조를, 존재하지 않는 경우(검정색)와 비교하여 나 

타낸 것이고, 그림(4 우)는 각각의 모드에 해당하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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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위상속도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 관계에서 P 

값을 구할 수 있다. 굴절과 반사가 혼합된 해양환경을 

고려（-1/3<1/。<1） 각각 모트들에서 내부파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이에 1/P 값의 차이를 비 

교해보면, 볼록형 준관성주기 내부파의 경우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두 경우 모두 l/p< 즉 P-1）, 

오목형 준관성주기 내부파는 1/。값의 차이 가 크게（1/ 

P-0,-1/3,1 즉。=8,-3,1） 나타난다. 이는 거리-주파 

수 영역의 전달손실 분포（그림3 맨 아래）에서 나타난 

기울기와 유사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좌）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존재하지 않을시 

（검정색）와 오목형（파란색）과 볼록형（적색）의 준관성 

주기 내부파가 존재시 음속 수직구조. （우） 각각의 군 

속도와 상속도간의 비 및 1/P 값.

5. 결론

내부파의 물리적 특성으로 준관성주기 내부파의 수평 

파장은 20-38 km, 수평위상 속도는 31-57 cm/s로 나타 

났고 단주기 내부파는 외해에서 내해로 약 20-70 cm/s 

의 위상속도로 전파하고 진폭이 최대 20 m에 이르는 내 

부파가 종종 관측되었다. 음파전달 모델을 통해 단주기 

내부파에 의해서 전달손실이 일정거리（약 2 km）간격으 

로 土20 dB까지 발생하였다. 준관성주기의 내부파가 연 

안으로 접근할 때 전체적인 전달손실은 음원으로부터 

멀수록 증가（5-6 dB 정도）하지만, 특정 위치에서는 10 

dB 이상으로 전달손실이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내부파 

에 의한 해양환경 변동에 있어 거리-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달손실 간섭패턴을 음도파관 불변이론을 적용한 군속 

도와 상속도간의 비（。값）로써 나타내어 확인하였고 또 

한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없는 경우 및 볼록형 준관성주 

기 내부파가 있는 경우 보다 오목형 준관성주기 내부파 

가 있는 경우 1/P값의 차이가 크게（1/印=0,-1/3,1 즉 

P=8,-3,l） 나타남을 통해 내부파로 인한 해양변동성 

에 대해 음장패턴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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