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전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하여 태풍이나 강우, 해일과
같이 악기상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최근에 강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
며특히동해안너울(swell) 등에의한파랑피해도빈번
히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너울의 경우, 해안과 멀리 떨

어진 해역의 강한 풍역대에서 생성되어 동해안으로 전
파되는데 높은 파랑이 도달되는 해안가의 날씨는 너울
이생성되는해역과는달리기상상태가좋은경우가많
아서 해안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갑자기 내
습한 너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너울 피해를 줄이기위해서는수치모델을통한파랑예
측이이루어져야하며이를위해서는모델결과를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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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뿐만 아니라 외해역에서도 파랑 관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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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이에앞서서고도계파랑자료의정확도를검증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ENVISAT

위성의고도계파고자료와이어도기지에서관측한파랑자료를비교분석한후그활용성을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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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다수의관측자료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그

러나우리나라의경우해양에서의파랑관측이주로연안

에서만이루어져너울이발생하리라고예상되는동해중

앙해역이나외해에서의파랑관측자료는전무인상태이

다. 기존에 일본에서 부이 관측이 이루어졌으나 유실 및

망실등관리의어려움으로모두철수한상태이다.

2001년 고도계(altimeter)에 의한 파랑 관측이 시도

된이후ENVISAT, JASON, Topex/Poseidon 위성등

에도 고도계를 탑재하여 파랑 관측을 하고 있으며 현재

3개의 위성으로부터 준실시간으로 파랑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위성에서 관측한 고도계 파랑 자료를 통하여

전지구적인파랑분포자료에대한분석이가능할뿐만

아니라관측이어려운외해나위험해역에대한파랑관

측도 가능해 졌다. 특히 정확한 파랑 예보를 위한 검증

자료로 활용되거나 혹은 자료 동화에 활용되기도 한다.

Jansssen et al.(1997)은파랑예보모델결과를비교하

기 위하여 부이 자료와 함께 ERS-1의 고도계 자료를

사용하 고 특히 보다 정확한 파랑 예보를 위하여 위성

자료를이용하여자료동화를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계 자료의 유용성에도 불구하

고활용도는매우낮은편이다. 주로수면의높이즉조

위 관측 등에 사용되어 연구되었으며 파랑 자료로 활용

한예는많지않다. 이종찬등(2001)은Topex/Poseidon

고도계 자료를 조석수치 모델에 혼합하여 북동아시아

해역의 조석을 산정하 으며, 유용훈 등(2002)은

Topex/Poseidon 고도계 자료로부터 관측된 해수면과

외해의 울릉도나 연안의 조위계에서 관측된 해수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해에 비하여 연안에서는 두 자료간

의상관성이낮음을확인하 다. 또한이상현등(2009)

은 고도계로부터 측정된 해수면 높이 자료를 활용하여

동해 표층 해류를 추정하 다. Kim and Kang(2003)

은 1987-1995년 동안 북서 태평양 해역에 대한 ERA

(ECMWF(European Center for Medium-Range

Forecast) reanalysis) 파고 자료와 Topex/Poseidon

고도계파고자료를비교분석한결과파고가큰경우에

는 고도계 파고값이 높게 나오고 파고가 낮은 경우에는

ERA 파고 자료가 높게 나옴을 밝힌 바 있다. 서장원과

장유순(2003)은기상청에서운 되고있는파랑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2002년 1년간에 대하여 Topex/

Poseidon 위성 파고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 으

며 2월과 3월을 제외하고 모든 계절에 평균 0.71 m의

음의편차를보 으며파고가약할때편차가큼을확인

하 다. 그러나이는월평균파고의모델결과와고도계

자료에 대한 분석이었으며 아직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관측한 위성 고도계 파랑 자료의 정확도에 대하여 현장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실제 활용에 앞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 주변

고도계파랑자료에대한정확도분석이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의 고도계를 활용한 우리나라 연

근해역의 파랑 정보 산출에 앞서 외해에 위치한 이어도

종합해양기지에서관측한파랑자료와비교·분석함으

로써정확도를검증하고자한다.

2. 고도계를이용한파랑관측

육상에설치된마린레이다혹은위성에탑재된합성개

구레이다(SAR: Synthetic Aperture Radar)를활용하여

파랑을관측하는경우파랑이나바람등의강도에의하여

변하는해수면의거칠기가빗각으로송신된레이다의후

방산란에 향을주게되며이의특성을분석하여파랑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고도계의 경우 이와는 달리 해수

면에대하여수직으로발사된레이다신호의반사신호로

부터 파랑 정보를 추출하는데 이때 외해의 해양 기지나

선박에서 레이다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파고를 관측하는

경우와같이단순히해수면에대하여수직으로송신된신

호가반사되어돌아오는시간과속도를이용하여높이변

화를측정하는방법으로는파랑정보를얻을수없다. 즉

위성에탑재된고도계와같이상당히먼거리에서해수면

에수직으로레이다를발사하는경우레이다빔이수면에

닿는면적(footprint)이수킬로미터에달하므로면적내

의각각의파랑정보를추출하는것은어렵다(Fig. 1). 그

러나파랑이없는잔잔한해수면과는달리파랑의존재는

수면에도달되는레이다의반사를왜곡시키게되는데이

때발생하는왜곡의정도와해수면거칠기의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서파랑정보를추출할수있다. 즉파랑이없

는 경우 해수면은 굴곡이 없는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때해수면에도달한footprint내의레이다펄스는동시

에반사가되어위성에서도하나의펄스신호로수신하게

된다(Fig. 2 (a)). 그러나높은파랑이존재하는경우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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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높은파봉으로부터먼저반사가일어나게되며파곡에

레이다 신호가 이를 때까지 계속 반사를 하게 된다(Fig.

1). 따라서파고가낮은경우시그널이짧은시간에모두

수신되지만파고가높은경우에는보다오랜시간동안

수신하게된다(Fig. 2 (b)). 그러므로실제적으로Fig.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신된 신호의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각도α와파랑에의한해수면거칠기의상관관계를이용

하여파고정보를추출하게된다(Holthuijsen, 2007). 현

재고도계자료의경우여러기관에서자료를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RADS(Radar Altimeter Database

System)는 NEONET (Netherlands Earth Observation

NETwork)의관할하에운용되고있으며과거에서최근

에이르기까지획득된고도계자료를인터넷을통하여제

공하고있다.

3. 이어도기지에서의파랑관측

제주도 남쪽의 마라도에서 서남방으로 149 km 떨어

진이어도에2003년 6월에준공된종합해양과학기지에

서는 해양, 기상, 환경에 대한 상시 관측을 수행하고 있

으며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인터넷을통하여관측자료

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다(Fig. 3). 위성을이용한해

양 원격탐사의 경우 관측 자료에 대한 검보정이 중요하

다. 특히 연안의 향을 받지 않는 외해에서의 현장 관

측 자료는 장비의 제어, 통신 등 장비 관리의 어려움으

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동중국해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어도 기지의 자료는 현장 관측 자료

로중요할뿐만아니라이해역에대한원격탐사활용을

위한 검보정 자료를 제공하므로 매우 유용하다. 김창오

등(2005)은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및 주변에서 관

측된 해수면 고도, 해상 풍향 및 풍속 자료와 인공위성

자료인Topex/Poseidon 레이더고도계및ERS-1/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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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timeter footprint on the sea surface and remitted and
reflected signals (Holthuijsen, 2007).

Fig. 2.  Difference of the reflected signals between low wave
and high wave sea surface (Holthuijsen, 2007).

Fig. 3.  Location map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mage
courtesy of KHOA).



도계 및 산란계에서 관측된 자료를 비교하여 상호 신뢰

도를검증하고보완하 다. 그결과대체적으로잘일치

하나 현장 관측점과 위성 관측점의 거리가 멀수록 차이

를보 다. 또한임진우등(2006)은이어도기지구조물

의간섭에의한해상풍관측오차를수치해석을통하여

알아본결과구조물의 향으로바람의방향에따라오

차의 크기가 변하며 해상풍이 마주 불어오는 방향에 위

치한 센서에서 가장 정확한 값을 관측함을 확인하 다.

유주형등(2010)도정지궤도해색탑재체(GOCI) 자료검

정을위한사전연구로서이어도기지에설치된광학관

측장비의관측자료를SeaWiFS 복사량등과비교분석

하 다. 향후 이어도 기지의 관측 자료는 계속 GOCI의

검보정을 위하여 활용될 것이다. 이어도 기지에서 관측

하고있는여러요소에대한위성자료와의비교분석에

도 불구하고 아직 이어도 기지에서 관측한 파랑 자료를

위성고도계자료와비교분석한결과는없다.

현재 이어도 기지에서 파랑 관측에 사용되는 기기는

wave radar(SM-001, Miros사)로서도플러효과를이

용하여 파고, 파향, 해류를 관측하며 기지 데크의 남동

쪽모서리에위치하고있다(Fig. 4).

4. 고도계파랑관측자료검증

이어도 주변 해역에서 고도계를 탑재하고 통과한 위

성은Topex, JASON-1&2 그리고 ENVISAT-1으로서

각각의 트랙은 Fig. 5와 같다. 그러나 Topex의 경우현

재운용이중지되었으며JASON-1 & 2와ENVISAT-1은

계속 운용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성의 트

랙도 이어도 인근에 위치한 ENVISAT-1의 고도계 자

료만을 분석하 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하

게이어도기지위치를통과하는트랙이없는관계로기

지로부터 반경 32 km에서 관측한 고도계 자료는 기지

의관측자료와동일하다는가정하에자료를수집분석

하 다. 정확도를위하여반경을줄여서보다이어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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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ve radar installed on the deck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for wave measurements.

Fig. 5.  Satellite tracks of (a)Envisat, (b)Jason-2 and (c) Topex
near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c) TOPEX

(b) JASON-2

(a) ENVISAT1



지에 인접한 고도계 자료만을 수집할 경우 자료의 수가

너무 적어서 정확한 분석이 어렵게 된다. 또한 육지와

해양의 경계인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즉 취송거리

(fetch)에 의하여 향을 받는 연안과는 달리 외양에서

는 좁은 구역 내에서의 파랑의 공간적인 변화는 적다고

가정할수있다. 김창오등(2005)도해상풍모델결과와

Topex/Poseidon의바람자료를비교하기위하여각격

자점에서 0.25°범위내의 위성 자료를 분석한바 있다.

또한 Hwang et al.(1998)은 Topex/Poseidon 고도계

자료를 다수의 부이 파고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각

각의부이로부터평균40 km 이내의고도계자료를활

용한 바 있다. Monaldo(1988)도 시공간적인 비교 범위

를30분, 50 km로제안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의

ENVISAT 고도계 유의 파고 자료 중 이어도 기지로부

터반경32 km내의자료만을따로추출한후동일한시

간대에관측한이어도기지의파랑관측자료를비교검

토 하 다. Fig. 6은 비교 가능한 모든 87개의 자료를

도시한 것으로서 일부 고도계 자료는 동시간대의 이어

도기지자료의문제로인하여제외되었다. 대체적으로

ENVISAT-1 위성의 유의 파고가 이어도 기지 관측 자

료보다높게관측되고 있음을알수있으며 전체RMS

오차는 0.972 이다. 파향에 따른 기지 구조물의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파향별 유의 파고 자료와 고도계 유의

파고자료를비교하 다. Fig. 6의우측상단의상자는

파향별 비교를 위하여 나눈 4개의 대표 파향을 의미 하

는 것으로서 중앙의 원은 이어도 기지를 나타내고 남동

쪽으로 향한 화살표는 이어도 기지에서 파랑 관측을 하

고 있는 wave radar의 방향을 표시하고 있다. 이때

C(★)는 남동쪽으로부터 이어도 기지로 전파되는 파향

을 의미하며 나머지 A(●), B(▼), D(■)도 모두 기지로

전파되어 가는 파향을 의미한다. Table 1은 파향별

RMS 오차를 계산한 것으로서 구조물을 통과한 후

wave radar에 의하여 관측됨으로서 구조물의 향을

가장크게받으리라고예상되는A와남서쪽에서전파되

는 D의 경우 RMS 오차가 크게 나왔으며, 구조물의

향을전혀받지않는C와북동쪽으로부터전파되는B가

작은RMS 오차를나타냈다.

5. 결론및토의

ENVISAT-1 위성의고도계에서관측한이어도기지

인근 해역에서의 유의 파고와 이어도 기지에서 관측한

유의 파고를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고도계에서 관측

한값들이상대적으로높은값을나타내었다. 오차의원

인을추정하여보면첫째, 이어도기지자체의구조물의

향이다. 기지에서 관측한 파랑 정보를 파향별로 분류

하여 분석한 결과 구조물을 통과한 후 관측되는 파랑의

경우 고도계 관측 자료와 큰 오차를 보 다. 둘째, 이어

도 기지 자체가 이어도라는 암초위에 건설된 것으로 이

러한해저지형의 향이파고변화에기여할수있다.

고도계 자료의 경우 이 암초로부터 떨어진 해역에서 관

측한 파고이므로 파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수심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모델등을통하여이어도기지주변에서의각파향

별 수심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성 트랙의

경우 정확히 이어도 기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기지를중심으로반경32 km 의고도계자료는기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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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significant wave heights observed by
ENVISATsatellite altimeter and wave radar at the Ieodo
station.

Table 1.  RMS errors according to the wave direction.

Wave Dir. RMS(m)

● A 1.108

▼ B 0.682

★ C 0.648

■ D 1.219

Wave Dir. RMSE(m)



변의 파고를 대표한다는 가정하에 비교를 수행하 다.

바람의 공간적인 분포가 일정한 경우 이러한 가정이 타

당하지만 바람의 국지적인 공간적인 변화가 큰 경우 두

관측 지점의 공간적인 차이가 파고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분석하기위해서는바람분포에대한연구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어도 기지에서

파고를관측하고있는wave radar의경우도근거리원

격 관측의 하나로서 오차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현재

wave radar는±5%의오차가나타는것으로분석되어

있으나 이어도 기지 주변해역에서의 추가적인 정확도

검증이필요하리라고생각한다.

고도계 파고 자료의 검증을 위해서는 장기간 위성의

트랙과 동일한 위치에서 관측한 현장 관측 자료가 필요

하나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어도기지에서2003년부터관측한파고자료는

외해에서장기간관측하 다는점에서이상적이나앞서

언급한 문제점들도 포함하고 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수행되었던 부이 파고 자료를 수집 분석

하여위성고도계자료와비교분석을수행할필요가있

으며 해역별 오차 분석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위성 고도계 파랑 정

보에대한신뢰성을더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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