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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METRI) participates the R&E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 of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Variability of ocean status around Ulleung basin and Dok-do by using ARGO data” as 
a part of “Carricula development for gifted students” program. From this program, we support students to have an oppor-
tunity for handling scientific data with advanced technology and inspire their scientific interests. In this article, we in-
troduce the training processes of this program and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by the student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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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연구소에서는 한국과학재단의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인 R&E (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기상연구소에서는 “무인해양관

측기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ARGO) 플로트) 자료를 이용한 울릉분지 및 독도 주

변해역 해황 변동성 분석”이라는 연구 주제로, 서울과

학고 과학영재에게 울릉분지 및 독도주변 해역의 해양

탐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우리 바다를 이해하고 동해

와 독도 주변해역에 관한 해양기상 과학의 꿈을 키우

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기상연구소는 매년 북서태평양 10기, 동해 5

기의 ARGO 플로트를 투하하고 관측 자료를 관리/분
배함으로서 국제 공동 대양 관측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6년에도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기상청 

해양관측선인 기상 2000호를 이용하여 동해 울릉도 

및 독도 주변의 대한민국 해역에 ARGO 플로트 5기를 

투하하였다 (Fig. 1). 본 관측 조사에는 특별히 서울 과

학고 지도교사와 학생(4인)이 승선하여 최첨단 무인 

해양관측 장비 원리와 관측 기술 원리를 체험하는 기

회를 가졌으며, 본문의 내용 역시 학생들이 직접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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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bservation around Ulleung basin and Dok-do.

2. R&E (Research & Education) 사업

R&E는 한국 과학재단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으

로서 과학영재들을 위한 탐구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2년부터 과학영재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

장하기 위한 독창적인 R&E 프로그램을 도입-실행하고 

있다 (KOSEF, cited 2006). R&E는 교수·박사급 연구원·
교사-학생 탐구 팀의 삼원 구조로 진행되는 국내 최초의 

창의적 사사교육 모형 (mentorship)으로 도입되었다. 선
진 각국의 영재교육기관에서도 학생중심의 자율탐구 활

동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그 예로 미국 IMSA 
(Illinois Mathematics and Science Academy)의 SIR 
(Student Inquiry and Research Program) 프로그램, 이스

라엘 IASA (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의 Gilder 
Project Week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R&E는 서울과학고를 비롯한 전국 16개 과학 고등

학교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선도하여 

장차 20대 초반의 세계적 과학자 양성 기반을 마련하

고, 2002-2004년까지의 실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 신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이론적 체계

화와 선진 각국과의 활발한 교류 및 전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다. 

3. 무인해양관측기 (ARGO 플로트)

ARGO 사업은 미국 NOAA 등 20여 개국이 참여하

는 국제 공동 해양 관측 사업으로, 전 세계 대양의 수온

/염분을 준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첨단 해양 관측 기기 

(무인해양관측기: ARGO 플로트)를 3,000개 투하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ARGO, cited 2006).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현재 기후변화/장기예보 연구 

등 관련 분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기상연구소, 
2004a, b; 기상연구소, 2005a, b).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해양에 띄운 ARGO 플로트

는 설정된 깊이만큼 잠수하여 해류를 따라 흐르며, 플



윤용훈․장유순․현유경․조창우․구자옥․조민광․반영석․박성준․김수정  381

Fig. 2. Schematic of a single cycle in the mission of a profiling float.

로트가 부력에 의해 스스로 잠수와 부상을 반복하면서 

전 수층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한다 (Fig. 2). 플로트에서 

관측된 자료들은 위성에 전송된 뒤 Argo Data Center에 

저장된다. 자료는 우리나라 기상청을 포함한 여러 DAC 
(Data Assembly Center)에서 품질검사 (Quality Control)
를 거치고,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GDAC (Global Data 
Assembly Center)이 주축이 되어 GTS나 E-mail, FTP
를 통해 전 세계의 WMO 가입 국가에 관측 자료를 배

포하고 있다 (기상연구소, 2005a).

4.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해양탐방

동해는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존재하는 부속해이지

만 해수 순환 및 수괴분포가 대양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해양 R&E 활
동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ARGO 플로트 투하와 관측을 위해 3박 4일간 울릉도

와 독도를 탐방하였다. 기상연구소의 ARGO 플로트 

동해 현장 투하 계획에 맞추어 울릉도와 독도사이의 5
개 지점에 투하하였는데, K5 지점에서 학생들과 함께 

플로트를 직접 투하할 수 있었다 (Fig. 3). 기상 악화로 

인한 해상 조건이 좋지 않아서 예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도 투하하는 날에는 날씨가 

맑아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동해에 

투하하는 ARGO 플로트는 전용 해양기상 관측선(기상 

2000호)을 이용해서 관측자가 손쉽게 해상에 투하할 

수 있기 때문에 투하 시 외부의 충격 (선박과의 충돌, 높
은 곳에서의 자유낙하에 의한 해수면과의 충격)을 고려

한 별도의 보호 장비가 필요치 않다. 해상 투하 전에는 

미리 ARGO 플로트를 자석 (reset tool)을 통해 작동시

킨 후 위성간의 송수신 테스트를 한다. 플로트가 작동

을 시작하면 플로트 자체에서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는

데 이때 간단한 수신 확인 도구 (Transmission detector)
를 통해 수신 체크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셋이 완료된 

후 Uplink Monitor 시스템에 송수신 여부가 확인되면 

해상에 투하한다. 선박의 좌, 우측을 기준으로 해류나 

조류가 선박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을 선택하고 안전하

게 플로트 안테나를 위쪽으로 하여 투하를 완료한다. 
투하된 후에는 자체 부력으로 인하여 안테나와 무인해

양기후관측기의 상부 약 10-20 cm를 남기고 수면에 잠

기게 되며, 그 후 약 7 시간 이후에 관측이 시작된다. 

5. 2005년 ARGO 자료 분석 결과 및 요약

그동안 국제 공동 해양관측 사업인 ARGO 프로그

램으로 축적된 동해상의 ARGO 플로트 자료를 분석하

였다 (Fig. 4). 관측 프로파일의 연 변동 분석 결과 동

해는 연직구조가 대양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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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sitions of Argo floats deployment.

Fig. 4. ARGO floats in 2005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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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T-S diagrams of ARGO data collected in 2005 year. Feb. (left of upper panel), Apr. (middle of upper panel), 
Jun (right of upper panel), Aug. (left of lower panel), Oct. (middle of lower panel), Dec. (right of lower panel). 

깊이의 따른 온도 (T)와 염분 (S)의 변화를 함께 표시

한 T-S diagram을 통해 다양한 수괴가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로트 궤적 분석에서는 울릉분지

를 따라 반시계 방향의 지배적인 흐름이 관찰되었다. 
T-S Diagram을 계절별로 나눴을 때, 겨울철그래프

는 수심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저온이며, 적은 강수

량과 비슷한 온도차 때문에 염분이 높고 균일하며, 밀
도에 따른 다양한 수괴 구분이 어렵다. 그에 비해 여름

철 그래프는 수심에 따른 온도차가 크다. 표층일수록 

태양복사에너지를 많이 받아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아 염분도 낮다. 심층은 역시 안정하고 균질한 해수

가 연중 존재한다 (Fig. 5). ARGO 플로트의 궤적을 살

펴보면 표층은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동한난

류와 쓰시마 난류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관측

되었다. 800m 깊이에서의 주목할 점은 울릉분지에서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관측된다는 것이다 (Fig. 6). 수온

의 수평 분포는 겨울과 여름 모두 동해 전체적으로 위

도간의 큰 온도변화를 보인다 (Fig. 7). 여름 (8월)에 울

릉도 · 독도와 동해안 사이에 등온선 간격이 넓은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울릉도-독도 해역 해양기상 관측 실습을 통한 이번 해

양 탐방은 과학영재에게 우리 땅 우리해역을 사랑하는 

애국심 또한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된

다. 또한 직접 해양 관측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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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jectory of ARGO floats (WMOIDs are 2900202, 2900437, 2900438 and 5900195).

Fig. 7. Monthly distribu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same as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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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탐구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뿐 아니라, 해양/
기상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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