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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cean surface current data in Korea was collected using sets of High-Frequency Ocean Surface

Radars (HFOSRs) with 25 radial sites in the frequency range of 5~43 MHz. Site selection and the correct

installation of HFOSR are very important considerations in order to secure continuous and reliable results.

The installation procedures of HFOSR are summarized as follows: 1. Survey area selection; 2. Investigation

of ambient radio waves and installation environment; 3. Domestic license of radio station; 4. Installation of

antenna and housing of electrical and communication devices. The current work describes the entire

processes of HFOSR installation with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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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주파 해수면 관측레이더(High-Frequency Ocean

Surface Radar)는 단파(High Frequency) 대역1)을 사용하

여 광범위한 해역의 표층 해류를 실시간으로 연속 관측할

수 있으며, 그 정보는 해난구조 및 인명수색과 해양 오염

방제, 군사활동 정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특히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주요 해양선진국의

해양 영토관리 및 앞으로 발생될 해양환경문제와 해양자

원개발에 대비하여 연속적이며 광범위한 해류조사의 새로

운 관측기술로 정착되고 있다.

오늘날 널리 이용되어지는 해수면 관측레이더는 전파의

도플러 스펙트럼 연구(Crombie 1955)를 기반으로 1980년

대 상업적으로 개발되어진 이후, 2012년 현재 전 세계

26개국 300세트 이상이 운용되고 있다(CODAR). 특히 아

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 7개국에서 100기 이

상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양레이더를 이용한 표층해류관측

이 급속도로 성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군산대학교, 서울대학

교 등에서 광역 및 국지적인 범위의 표층해류 관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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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인 단파대역은 3~30 MHz 범위이나, 해수면 관측레이더에서 3~50 MHz 범위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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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으며, 획득된 관측자료는 해양의 현상분석 뿐만

아니라 해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로 선박 안전 운항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해수면 관측레이더는 육지에 설치된 송신기(transmitter,

Tx)가 단파(3~50 MHz) 대역의 특정 전파를 해수면을 향

하여 발사하면 해면파랑의 산란 효과(Bragg scattering

effect)에 의해 전파가 반사하게 되고(Fig. 1a), 그 중 되돌

아오는 일부 전파를 수신기(receiver, Rx)에서 받아 도플러

주파수 변이(Doppler frequency shift)의 원리(Crombie

1955)를 이용하여 표층해류 정보를 계산한다(Barrick

1972; Barrick et al. 1974; Stewart and Joy 1974). 이는

적어도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방사상 백터(radial vector)

를 관측하여 합성해야 표층해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Fig. 1b), 유속계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8 cm/s

이하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제작업체는 제시하고 있다. 하

지만 레이더로부터 관측한 유속자료는 안테나로부터 거리

가 멀어질수록 잡음(noise)이 많이 포함되고, 두 레이더의

radial이 이루는 사이 각에 따라 유속오차(GDOP: Geometric

Dilution Of Precision)가 달라질 수 있는(Wells and Beck

1987; Chapman et al. 1997) 제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의 해류관측에 있어 시간 또는 공간적으

로 제한되었던 표류부이 및 해류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광역(15~220 km) 표층해류를 원격으로 실시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파를 이용하는 해수면 관측레이더는 주변의 안테나보

다 높은 건물 등 반사체에 의하여 전파의 회절, 산란, 반사

등이 발생하며, 외부의 전파 잡음으로 전파 경로가 차단되

거나 감쇄되어 수신강도의 저하를 발생시키는 등 외부환

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Seasonde 2009). 특히 국내 해안

지역에서는 해상이동업무의 선박 및 해안국 용도로 다양

한 무선국 신호가 유입되는 환경과 더불어 레이더 설치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파 간섭요인은 안정

적으로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

킨다(박 등 2010). 이와 같은 전파환경에서 국내 해수면

관측레이더의 적합한 장소 선정 및 환경을 고려한 설치는

향후 안정적이며 신뢰성 높은 관측 자료를 획득하는데 필

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제공한다. 

본 보고에서는 국내 해수면 관측레이더 설치환경을 고

려하여 안정적이며 원활한 운용을 위한 설치 및 운용방안

을 제시하여 향후 증대될 국내 해양레이더의 신속한 구축

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현재 해수면 관측레이

더의 국산화 제작에 국내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다양

한 정보수집이 요구되는 바 국내 설치 및 전파 환경을 고

려한 적합한 장비 개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해양 레이더 구축을 위한 사전과정

직경 1 m 이상의 해양관측부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

양관측장비는 사용 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파를 이용하여 표층해류를 관측하는 해수면 관측레이더

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축 전 사전과정이 필요하

며, 이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1단계로는 표층해

류관측 목적과 더불어 현재 국내에 운용되는 해양레이더

의 장소 및 관측영역을 고려한 후 연구지역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설치환경에 대한 전파환경 및 설치에

적합한 지형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국

내전파법에 근거한 무선국사용허가 신청 및 승인을 통해

비로소 해양레이더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해 진다(Fig. 2의

gray boxes). 본 장에서는 해양레이더 관측시스템의 원활

하고 신속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진행과정을 국내 실

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지역 및 관측영역 

현장관측은 연구목적에 따라 관측지역 및 범위 등이 결

정된다. 특히 표층해류를 관측하는 고주파 해양레이더는

사용하는 주파수에 따라 관측영역이 다르며, 제조사에

따라 설치 요구사항 및 설치 방법이 달라진다. 현재 세계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레이더는 미국

CODAR(Coastal Ocean Dynamics Applications Radar)사

Fig. 1. Images showing (a) the principle of Bragg scattering effect from the sea and (b) two (or more) sites used to

produce total current vector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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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독일 WERA(WavE RAdar)사에서 제작한 고주파 해양

레이더로 그 종류 및 관측범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저주파로 갈수록 관측영

역은 넓어지고 고주파로 갈수록 세밀히 관측할 수 있어

관측 범위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주파수의 장비를 사용해

야 한다. 해양레이더 개발업체에서는 모든 전파대역별로

장비가 제작되나 CODAR사의 장비는 송·수신 일체형으

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장점이 있으며, WERA사는

설치 공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나 양질의 파랑정보

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편의성과 설치공간을 고

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송 등 2010).

연구지역과 관측영역이 결정되면 고가의 해수면 관측레

이더 장비를 도입하기 전, 운용할 레이더 장비의 주파수

대역 전파허가 가능 여부와 기존 해수면 관측 레이더와의

주파수 간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단파(HF) 대역의 국내 전파환경 측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3~10 MHz 대역범위는 공공 무선국을 포한한 이동

과 고정업무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주변 선박이나 장

거리 전송용으로 다양한 무선국 신호가 측정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국가간에 있

어서도 양국의 전파통신 시스템간에 전파간섭 영향이 예

상되므로, 해양레이더 구축 지점, 송신기의 지향방향, 송

신출력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

및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박 등 2010). 

국내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국립해양조사

원(KHOA), 군산대학교(KNU), 서울대학교(SNU)와 (주)

해양정보기술(MIT)에서 5~43 MHz 대역의 해수면 레이더

를 이용하여 표층해류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2012년

현재 총 25기가 운용되고 있다(Fig. 3, Table 2). 이들 중

해양정보기술에서 운용하는 2기를 제외한 모든 국내 해수

면 관측레이더는 미국 CODAR사 장비로써, 이는 상대적

으로 적은 설치공간의 필요와 설치에 간편한 형태, 기존

설치된 장비와 호환성 등으로 도입되었으리라 사료된다.

하지만 해상 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전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지향성 방식과 환경에 대한 민감성문제는 국내 설

치 및 운용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사료된다. 

군산대학교는 2002년부터 25 MHz 대역의 해수면 관측

레이더를 도입하여 금강하구역 표층 해류 유동장을 관측

(Son et al. 2003; Son et al. 2007)하여 현재는 금강하구역

을 포함한 새만금 방조제 해역의 표층해류 순환구조를 모

니터링하고 있다(김 등 2006, 2008; 이 등 2008). 서울대

학교는 동해에 5, 13 MHz를 운용하고 있으며, 1기만 설치

된 5 MHz는 기존 무선국과 해양레이더 간의 쌍방 전파간

섭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용중이며, 향후 자료의 검토

를 통하여 국내 5 MHz 대역의 이용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해양정보기술은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동해분원과 임원항에 2기의 WERA 해양레이더를 구

축하여 시험운용 중에 있으며, 향후 표층해류 및 파고자료

Fig. 2. Installation processes of HFOSR 

Table 1. Specifications of different HFOSR models in terms of detection capability 

Frequency band 4~6 MHz 9.2 MHz 12~14 MHz 24~27 MHz 40~44 MHz

Max Operational Range (km) 100~220 180 20~75 20~60 15~30

 Sweep Bandwidth (kHz) 15~30 22 25~100 50~300 150~600

Range Resolution (km) 3~12 7 0.5~3 0.5~3 0.2~0.5

Manufacturer CODAR/WERA WERA CODAR/W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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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간 관측을 계획하고 있다. 

Fig. 3에 보여주듯이 지금까지 국내에 구축되고 운용되

어지는 해수면 관측레이더는 관측영역과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3면의 연근해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

는 향후 관측시설의 확장과 운용 등 상호 정보교환에 있

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Fig. 3. Site locations of HFOSR operation in KOREA (2012) 

Table 2. Current status of HFOSR operation in Korea (2012)

Frequency band Area (Quantity) Max range (km) Resolution (km) Time interval Operator

 5~6 MHz Juckbeon beach(1) 150 5 hourly SNU

13~14 MHz

Jeju strait(2) 70 3 hourly KIOST

Busan new port(2) 70 3 hourly KHOA

Samchuck(3) 70 3 hourly SNU

24~26 MHz

Saemangeum(2) 45 1.5 hourly KIOST

Keum river Estuary(3) 45 1.5 hourly KNU

Busan new port(2),

Yeosu bay(2)

Baengnyeongdo(2)

30

25

30

1

0.75

1

hourly KHOA

Samchuck(2) 30 1 hourly MIT

42~44 MHz
Busan new port(2),

Yeosu bay(2)

10

18

0.3

0.5

every 5 min.

hourly
K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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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식용도로 분배받은 무석국이 아닌 실험을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 타업무와의 비간섭, 비보호 조건으로 유해간섭 보호를 요청

할 수 없음.
3)무선통신업무에 대한 주파수 사용과 할당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유해전파로부터 간섭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차업무

(primary)에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혼신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Table 3. Allocated frequency bands at WRC-12 (Lee et al. 2012)

Frequency bands

(MHz)

Width

(kHz)

Region 1

(Europe, Africa)

Region 2

(South & North America)

Region 3

(Asia, Oceania)

 4.438~ 4.488 50 secondary primary secondary

 5.250~ 5.275 25 secondary primary secondary

 9.305~ 9.355 50 secondary - secondary

13.450~13.550 100 secondary secondary secondary

16.100~16.200 100 secondary primary secondary

24.450~24.600 150 secondary - secondary

24.450~24.650 200 - primary -

26.200~26.350 150 secondary - secondary

26.200~26.420 220 - primary -

39.000~39.500 500 secondary - -

39.500~40.000 500 - - primary

41.015~41.665 650 - primary

(USA)

primary

(South Korea)

42.000~42.500 500 secondary - -

43.350~44.000 650 - primary

(USA)

primary

(South Korea)

전파환경조사

연구지역 및 관측영역이 확정되어 장비도입이 완료되었

으면 원격 안테나를 설치할 장소의 전파환경 및 주변지형

에 대한 최적의 설치장소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수면 관측레이더 설치에 있어 제작사가 요구하는 설

치 기본환경조건은 다음과 같다.

1.안테나와 주변 반사체(전신주, 고압선, 높은 건물, 금

속성물체 등)간의 간섭이 없는 이격 거리 내 설치 :

장비 제작사는 반사체의 높이에 최소 5배 이상의 이

격거리를 추천한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반사체

는 전파 송수신에 미치는 모든 물체로서 특히, 전자

파를 일으키는 장비(전기모터, 자동차 등) 전체를 포

함하여야 한다. 이는 반사체 장비의 규모적 높이보다

발생하는 전자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격거리

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참고로 저자는 제주-애월 지역

에 양식장 발전기의 영향으로 약 110 m 이격하여 안

테나를 설치하였다.

2.전파 송신 안테나와 관측해역 해안선과의 유효범위

내 구축 : 해양레이더의 안테나는 관측해역 해안선과

의 거리가 사용 주파수 파장(λ)을 고려하여 최대

100~250 m 내에 위치되어야 한다(Seasonde 2009).

3.안정적인 전기 공급 및 원격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

축 : 안정적인 전기 시설 구축은 전기 기기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급격한 과전압을 차단하는 작업으로, 장

비로 유입되는 전기 선로가 기타설비와 분리되어 단

독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자는 추천한다.

이와 더불어 사용할 주파수 확정을 위한 설치지역의 전

파환경조사는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

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파환경조사를 위한 주파수 검색

범위는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에 따라 주파수를

업무별로 분배한 국내 주파수분배표(한국전파진흥협회)를

참고하여 4~43 MHz(25~100 kHz 대역폭) 대역 중 기존 업

무에 분배된 대역을 제외한 구간을 선별하여야 한다. 이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해양레이더는 해당 용도에

정식으로 분배받은 무선국이 아닌 실험국2) 형태로 운영되

어 할당된 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2년 1월에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는 기존 업무 보호

를 위한 해양레이더의 운용 규정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해

수면 관측 레이더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를 분배하였으

며(Table 3), 분배된 대역내에서 인접국 동의를 동반한 국

제등록을 의무화하였다(ITU-R 2012). 국내의 경우 레이더

사용 주파수대역대는 40 MHz 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2순위3)(secondary)로 분배되었으며, 향후 국내 전파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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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제시된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사용할 주파

수와 대역폭이 결정되면 사용할 최적의 전파구간을 찾기

위하여 전파환경을 분석한다. 전파환경측정은 일정한 장

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할 주파수 구간대의 전파환경 정보

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전파환경 조사는 관할 전파관리소

에 신청하며, 신청인과 관할청의 사전협의 후 측정을 실

시, 25일 이내에 통보받게 된다(전파법 제55조). 

전파관리소에 의뢰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zer)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정 대역 신호의 에너지 분포와 노이즈

분석 등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을 비롯한 국내 레이더 설치 및 운용 관련 기관에서는 소

형으로 이동이 간편하고 작동법이 용이한 RFspace사

(USA)의 SDR-IQ(Fig. 4)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전파환경

특성을 알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상기장비는 100 Hz~

30 MHz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이 가능하여 전파환경 특성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수면 관측 레이더 장비에 스펙

트럼 분석 기능이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파환경을 알아보는데 적합하리라 여

겨진다. 

무선국 허가 

전파환경조사를 통한 전파 사용 대역과 장소가 확정되

면 무선국4) 개설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무선국 개설 허

가신청은 필요한 자격 및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장비

설치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장에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

회 전자민원센터(http://www.ekcc.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Fig. 5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내에서 해수면 관측 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

정자격을 갖춘 무선종사자가 필요하다. 전파법에 의하면

육상 및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국으로 공중선전력 50 Watts

이하인 무선설비의 통신운용은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이 필

요하며, 50 Watts 초과 100 Watts 이하일 경우 육상무선통

신사 자격을 요구한다. 한편 해수면 관측 레이더는 공중선

전력이 일반적으로 30~50 Watts 이하이므로 제한무선통신

사 자격이 필요하며, 최소 2지역 이상의 무선국이 개설되

므로 주무선국을 선정하여 통합관리로 1인이 운용할 수

있다. 허가신청 후 무선국 허가증이 교부되면 무선국 설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해수면 관측레이더의 무선국은 실험국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와 같은 무선국의 운용기간은 준공검사

Fig. 4. Spectrum analyzer (SDR-IQ, left) and image viewer for scanning frequency under the Window based OS

(right)  

4)무선통신을 하는데 필요한 설비(무선 송·수신기, 안테나계 회로)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 

Fig. 5. Flowchart for establishment process of radio

station (Central Radio Manage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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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실험국 허가 유효기간)이

며, 무선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전 2개월

안으로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전파법 시행령 제38조

1항). 무선국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 관할 전파

관리소 또는 전파진흥원에 문의하면 상세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3. 해수면 관측레이더 장비 구축

안테나 설치

해수면 관측레이더의 장비 구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전파를 송·수신하는 안테나의 설치가 가장 중

요하다. 

안테나 설치는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안테나 표준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안테나 설치 주변

에 자료의 영향을 미칠 반사체가 존재하거나 낮은 고도

등으로 인한 시야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

변 건물이나 구조물을 이용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Fig.

6 left). 특히 국내 대부분의 해안선지역은 관광지역과 군

부대, 문화재 구역 등이 선점하여, 이로 인한 전파 장애물

과 더불어 지형적으로 낮은 고도 등으로 표준높이로 안테

나를 설치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안테나 승강 설치에 있어 주변에 안테나를 지지할 만한

구조물이 없을 경우, 해안가에서 약 40 kg, 5.6 m 이상의

Fig. 6. The installed Antenna in the building (left) and the pedestal system of HF radar antenna (right) 

Fig. 7. Change of loop phase (up) and radial vector count (down) in antenna height (red line : point of the antenna

height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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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를 설치하는 작업은 효율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하

여야 한다. 특히 바람이 강한 지역이나 작업공간이 협소하

여 크레인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안테나

를 설치와 점검에 있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

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서는 “해양 레이더용 승강 거치장치”(Fig. 6 right)를 개발

하였다. 이것은 레이더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시 많은 인력

을 동원하거나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없이 최소한의 인력

으로 안테나의 승강이 가능하며, 설치 후에도 레이더의 방

향조절이 가능하도록 한 장치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

수를 가진 안테나 설치 장소에서도 전체적인 장비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본 장치는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등록 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김녕과 애월 지역에 설치한 해수면 관측레이

더는 승강 거치장치를 이용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가 편리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도상승 전보다 안테나 loop의

phase 신호와 자료의 관측량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Fig. 7, 8). 특히 2012년도 3차례에 걸쳐 제주지역를 지나

간 중, 대형급 태풍 속에서도 피해없이 유지되어 개발된

장비의 안전성도 입증하였다.

원격관측소 구축

해수면 관측 레이더는 전파 신호를 증폭하여 해수면에

발사하는 송신기(TX)와 해수면에 반사된 신호를 받아 필

요한 정보를 얻는 수신기(RX),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고

하드웨어적 설정을 하는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

은 모든 장비는 해안가에 설치되므로 방염 및 방습문제와

24시간 운용함에 있어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측소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측

장비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인접한 건물 내부에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불가

피한 상황일 경우, 최소한의 공간으로 제작하여 운용하여

야 한다. 참고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운용중인 제주

원격관측소 규모는 너비와 깊이를 각 1.5 m로 제작하여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장비만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을 두

었으며, 높이는 1.7 m로 하여 장비 설치와 점검 시 작업자

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게 하였다. 또한 천정의 원활한

Fig. 8. Examples of HF-radar-derived surface current vector field before (left) and after (right) lifting antenna height  

Fig. 9. Example of surface current monitoring station (left: Delta, British Columbia, right: Gimnyoung,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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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를 위해 지붕을 약 5o 경사지게 제작하였다. Fig. 9의

오른쪽은 제주-김녕에 운용중인 원격관측소의 모습이며,

왼쪽은 국외에서 운영되어지는 외부 원격관측소의 실례를

소개하였다.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원격관측소에는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전보상기능이 있는

에어컨 및 제습기를 이용하여 정전과 같은 일시적인 전원

차단 시에도 지속적으로 항온, 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설치된 안테나와 전기를 통해

들어오는 낙뢰 및 서지 등 급격한 과전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지보호장비 및 무정전 전원 장

치(UPS)를 설치함으로써 전류변화를 억제하거나 최소화

하고 있다. 특히 해양과기원에서 운용되어지는 제주-김녕

지역은 낙뢰로 인하여 불안정한 전기 공급이 빈번히 발생

되는 환경으로 랜 선을 통해 들어오는 서지(surge) 현상이

컴퓨터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랜 서지 프로

텍터(Lan surge protector)의 설치로 해결할 수 있었다.

관측시설 모니터링

해수면 관측 레이더의 구축이 완료되면 연구실에 설치

된 자료합성 컴퓨터를 통해 원격관측소(radial sites)에서

관측한 자료를 수신하여 표층해류장을 실시간으로 생산한

다. 이와 같이 실시간 원격으로 운용되어지는 원격관측소

는 무인으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

와 외부의 충격에 의한 파손 등 인위적인 손상에 노출되

어 있다. 이러한 구축환경에서 자료의 오류나 결측이 발생

하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

중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통신으로 인한 자료전송에 문

제, 전기 차단으로 인한 하드웨어(TX, RX) 미작동 그리고

안테나 선로문제로 인한 반사도 증가 등이 있으며 때로는

장비 주변의 반사체(건물, 전주 등) 설치나 물리적인 장비

파손 등이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의 신속한

판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원격관측소 내부로

들어오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감시하고 이

벤트 발생 시 녹화로 현장상황을 기록하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24시간 운용하고 있다(Fig. 10). 이

를 통해 원격관측소의 전기 및 통신 연결여부 확인과 더

불어 외부에 설치된 안테나와 관측소의 외부 물리적인 충

격으로 인한 문제 발생 및 기타 안전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4. 결  론

광범위한 해역의 표층해류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

는 고주파 해수면 관측 레이더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해류조사의 주요 관측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해수면 관측 레이더 제작사를

둔 미국과 유럽은 구축과 운용에 있어 산·학·연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운용되어지고 있으며, ROWG(Radiowave

Operators Working Group meeting) 또는 ROW(International

Radiowave Oceanography Workshop)와 같은 운영자와 연

구자들 간의 다양한 모임을 통한 정보 공유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국내에서도 해수면 관측레이더의 구축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

다. 이에 해수면 관측레이더 국내 사용자 모임은 2011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HF radar 운영관리 기

술, 연구결과와 관측망 확대방안’이라는 특별세션을 시작

으로 해양레이더 협의체(The Korea Ocean Radar Forum)

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 5월에는 아시아 지역 해수면 레

이더 사용자 모임을 주관하여 국내, 외 운용자간의 장비

운영 및 활용 연구결과 교류의 첫 발을 내딛었다. 또한 한

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국내 민간기업에서는 해수면

관측 레이더의 국산화 제작에 관심을 보이며 현재 개발을

위한 정보를 수집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주파수환경

Fig. 10.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HFOSR using internet based surveillance cameras. Left : installed CCTV in

HF-radar site, Right: screenshot of real-tim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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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에 간섭되지 않으

며, 중국,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 및 통신시설이 열악한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

인 장비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육지의 사용전파를 보호

하는 지향성안테나 개발과 신호의 암호화로 방송전파 등

전파 잡음에 대한 안정적인 자료획득, 저전력과 무선통신

장비의 탑재 등 국내환경에 맞는 장비개발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향후 군산대, 서울대 등 학계와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등은 한반도 전해역의 표층해류를 관측하기

위한 관측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측망 구축과 운영

에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2011)도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해수면 관측 레이더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국내 기관들은 현장경험으로 얻어진 다양한 정

보들을 더욱 활발하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해양레이더를

이용하여 해류관측을 시도하는 모든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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