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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퇴 적물의 음파전달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온도변 

화에 따른 속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기존에 제시되었 

던 값들보다 약간 낮은 값을 보여주었으나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해양퇴적물의 온도에 따 

른 속도 변화율은 해수에서의 변화율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양퇴적물의 경우 온도에 따른 속도 

변화는 공극수의 음향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보인다. 서로 다른 퇴적물 유형에 대하여 온도에 

따른 속도변화를 조사한 결과도 절대값은 달라도 변 

화양상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서 론

해양퇴적물의 현장과 실험실 음파전달속도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온도, 주파수, 압력, 시료 채취 

에 따른 교란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주파수와의 관 

계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속도가 증가한다는 일반적 

경향만 보고 되어 있고 매질의 특징에 따른 상관관 

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압력 역시 수심이 얕은 연안 

이고 시추코어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시료 채취에 의한 교란 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코어의 10 cm 지점부터 측정 

을 하였기 때문에 교란 효과도 크지 않고 다만 실험 

실과 현장 온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도 보정이 

필요하였다. 지금까지 온도와 속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Laughton (1954, 1957), Shumway (1958), 

Hamilton (1971)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에 와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온도에 따른 퇴적물의 속도변화를 정확하게 추적하 

여 현장의 실제 음향특성을 계산하고 추정하는데 필 

요한 기본적 인 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다.

2.본 론

2.1 재료 및 방법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남해 및 동해 지역에서 획득 

한 니질 퇴적물인 Core M (silty clay) 와 사질 퇴적 

물인 Core S (silty sand)의 주상시료를 이용하였다 

(표 1, 그림 1).

Core M에서는 25, 30, 45, 50 cm 깊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며 (Ml, M2, M3, M4) core S 

에서는 조립질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120, 150 

cm (SI, S2)에서 분석하였다.

속도측정은 부경대학교 퇴적물음향학실험실에서 

개발한 자동음파전달속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였 

으며 측정 시 디지털 온도계를 설치하여 속도와 같 

이 퇴적물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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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ilty clay (M)와 silty sand (S) 의 조직 및 

물성 값

Depth 
(cm)

Sand

(%)

Silt

(%)

Clay

(%)

Wet 

density 
(g/cm3)

Porosity

(%)

Water 

content

(%)

Ml .25 0.254 28.9 70.8 1.44 63 46.33

M2 30 0.26 27.3 72.4 1.48 71 51.43

M3 45 0.267 25.7 74 1.46 69 49.99

M4 50 0.757 25.9 73.3 1.48 76 54.63

S1 120 50.62 36.2 13.1 1.94 55 30

S2 140 51.37 37.5 11.1 1.92 56 31

그림 2. 자동음파전달속도 측정 시스템 (좌)과 

온도 측정 장면 (우).

온도에 따른 속도변화량을 추정하기 위한 본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해수에 

서의 온도에 따른 음파전달속도변화 (Del Grosso, 

1952)와 Hamilton (1971) 및 Schumway (1958)가 

퇴적물에 대해서 제시한 속도값의 변화자료도 동시 

에 도시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 

다.

2.2 연구결과

퇴 적물이 silty clay인 (그림 3상) 온도에 따른 속도 

변화는 5°C 에서 30°C까지 온도가 변함에 따라 속도 

값이 1441 m/s에서 1516 m/s로 약 2.87 rds/°C의 

변화율로 증가하였으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속도 

값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Del 

Grosso (1952)가 제안한 해수의 온도변화에 따른 

속도변화율인 2.97 m/s/°C 와 비슷하나 절대값은 

20 m/s 이상의 차이로 낮은 값을 보인다. 속도의 변 

화율이 해수와 유사한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 

료가 높은 공극률을 가지는 해양퇴적물이어서 퇴적 

물 내에 포함된 공극수의 온도에 따른 속도변화가 

주로 퇴적물속도 값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보이 

며 절대값의 차이는 해수와 퇴적물의 밀도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한 조직을 가진 

Shumway (1958)의 값보다 10 m/s 이상으로 높은 

데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가 밀도가 높고 공극 

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amilton 

(1971)이 해수 보정식을 이용해서 제시한 결과와 비 

교해 보면 아주 유사한데 이는 조직 및 물성 값이 본 

연구의 시료와 비슷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Silty sand (그림 3흐卜)의 경우 온도가 9P 에서 30P 까

-434 -



지 변함에 따라 속도 값이 1540 m/s에서 1605 m/s로 

약 2.94 m/s/°C 의 변화율로 증가하는데 이는 silty 

clay 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이다. 또한 Hamilton 

（1971）의 silty sand 곡선과도 절대값은 다르나 곡선 

의 형 태는 큰 차이가 없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silty clay와 silty sand의 온도에 

따른 속도 변화율의 차이는 0.07 m/s/°C이며, 해수의 

변화율과 비교하면 각각 0.1 m/s/°C과 0.03 m/s/°C의 

차이로 아주 미미하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해양퇴 

적물의 경우 비교적 높은 공극률과 낮은 밀도 값을 보 

이기 때문에 해수의 음향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보인다.

온도에 의한 실험실과 현장 속도값의 차이를 보정 

한 현장속도 계산을 실험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CTD 

를 이용하여 측정한 저층의 온도와 실험실 속도측정 

시의 온도가 산출되어 있는 남해 니질 시료 （ex-1： 

위도 34°33.925, 경도 128°14.801）를 이용하여 온 

도에 따른 속도값을 보정하여 현장속도로 변환 

（conversion）해 보았다. CTD에 의해 측정된 현장의 

저층수의 온도는 약 10°C이며 실험실의 온도는 약 

12.5~18.1°C의 범위를 가진다. 온도에 따른 속도변 

화는 온도변화 실험에서 도출된 silty clay에 대한 

변화량인 2.87 m/s/°C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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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ilty clay （상）와 silty sand （하） 시 

료의 온도에 따른 속도 변화 양상. 비교를 

위해 기존자료들을 동시에 도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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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1 의 깊이에 따른 온도 및 속도차이 

（상）와 측정된 실험실 속도 및 보정된 현장속도 

（하）.

ex-1 （그림 4상）의 경우 실험실 및 현장 온도의 평 

균차이는 4.61 차이를 보였다. 최초 측정 시의 온도 

차이보다도 실험이 진행되면서 온도차이가 크게 나 

타났다 （그림 4상）. 이는 냉장 보관된 코어시료를 실 

험실로 옮긴 후 측정이 진행되면서 실험실 온도로 

점차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계 

산한 속도차이도 실험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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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인하여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그 

림 4상）. 실험실속도를 온도차이만큼 보정하여 현장 

값으로 변환한 값과 실험실 속도값의 차이는 평균 

13.8 m/s로 실험실 속도값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하）.

3•결 론

속도값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단지 

실험실 및 현장에서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속도값이 약 13.8 m/s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는 결과다. 따라서 해저면의 정확한 지음향모델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도 온도에 의한 보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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