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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해수중으로 청음기를 내려 

2004년 7월에 3일간 연속적으로 수중 배경소음을 녹음 

하였다. 측정된 주파수스펙트럼을 통계처리하고 또한 

시계열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상 풍속도 관측하 

였다. 전체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양의 배경소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레벨이 작은 경향을 보였다.

1. 서론

해양의 수중배경소음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1-3],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해서도 최 

근에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4-6]. 그러나 이어도 기지 

와 같이 먼 곳에서의 측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중 암초인 이어도는 1986년 교통부 수로국（현 국립 

해양조사원） 측량 결과에 의하면 북위 32도 7분 31초, 

동경 125도 10분 58초에 위치한다. 제주도의 부속도서 

인 마라도 등대에서 서남방으로 149 km, 중국의 뚱따오 

（童島）에서 북동쪽으로 247 km, 일본의 도리시마（鳥島） 

에서 서쪽으로 276 km 해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엔해 

양법 협약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 （EEZ） 의 경계선을 

중간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EEZ내에 포함되는 지 

정이다.

그림 1.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위치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황해의 입구에 해당하는 해역 

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풍의 길옥에 있으므 

로 해양학적으로 중요한 기지이다. 그림 1은 기지의 위 

치이다.

2. 실험 환경 및 수중 배경소음 측정

기지는 전설의 섬인 "이어도” 의 정상부（해면하 4.6 . 

m）로부터 정남쪽으로 700 m 떨어져서 수심이 40 m 이고 

해저면이 평탄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 해수면위로는 36 

m 정도의 높이를 이루고 있다. 그림 2는 해저 수심의 

형상 및 기지 설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해저수심도.

2004년 7월 17일 18시부터 20일 14시까지 기지에서 

해수중으로 청음기를 설치하여 수중소음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링 3에 이어도 기지의 실울 사진과 수중 

청음기의 배치도를 나타내었다. 수신된 수중소음은 3일 

간 연속적으로 녹음되었으며, 해상 12 m 높이의 풍속이 

10분마다 자동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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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

그림 3. 해양과학기지 실물사진 및 수중청음기 배치.

3. 수중 배경소음의 스펙트럼 분석결과

그림 4에 측정기간동안 관측한 해상 풍속의 변동을 

나타내었다. 풍속은 최저 2 m/s에서 최고 8 m/s의 범위 

로 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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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기간 동안에 관측된 해상풍속의 변동.

그림 5는 아침, 낮, 저녁, 밤의 네가지 시간대에 대 

한 수중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 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밤의 경우에 소음레벨이 증가한 경향이 보인다. 이것은 

풍속에 의존하는 주파수는 100 Hz-10 kHz로 알려져 있 

으므로, 그림 4에서 보듯이 야간시간대（24,48,72시간） 

에 풍속이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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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중 배경소음의 시간대별 평균 스펙트럼레벨.

3일간 측정 자료에 대해 전체 평균한 스펙트럼 레벨을 

그림 6에 보였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통상적 레벨보다 

5-10 dB 정도 낮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3 kHz - 10 

kH그에서 딱총새우류의 클릭음이 나타났다. 이는 측정기 

간 내내 간헐적이나 지속적으로 수신된 것으로써 이어 

도 정상 근처의 얕은 수심의 해저면에 새우류가 서식하 

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항행선박의 소응이 

종종 관측되었으나, 그 외의 특이한 소음은 수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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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중 배경소음의 전체평균 스펙트럼 레벨.

4. 결론

이어도 기지에서 측정한 수중 배경소음 스펙트럼 레벨 

은 한반도 주변의 기존의 결과에 비해 소음이 작게 나타 

났다. 그리고 3 kHz - 10 kHz에는 딱총새우의 방사음으 

로 인해 소음레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추후에 특이 

신호（딱총새우, 항행선박）의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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