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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recent dramatic increase of natural hazards in the Korean peninsular (KP) due to

typhoons have raised necessities for the accurate typhoon prediction.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ORS) has been constructed in June 2003 at the open ocean where typhoons pass frequently, aiming

to observe typhoons before the landfall to the KP and hence to improve the prediction skill.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ortance of measurements at the IORS in the typhoon research and forecast.

Analysis of the best track data in the N. W. Pacific shows that about one typhoon passes over the

IORS per year on the average and 54% of the KP-landfall typhoons during 59 years (1950-2008)

passed by the IORS within the range of the 150-km radius. The data observed during the event of

typhoons reveals that the IOR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typhoon prediction prior to

the landfall (mainland: before 8-10 hrs, Jeju Island: before 4-6 hrs), which ma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typhoon prediction skill and conducting the disaster prevention during the landfall.

Since 2003, nine typhoons have influenced the IORS by strong winds above 17m/s. Among them,

the typhoon Maemi (0314) was the strongest and brought the largest damages in Korea. The various

oceanic and atmospheric observation data at the IORS suggest that the Maemi (0314) has kept the

strong intensity until the landfall as passing over warm ocean currents, while the Ewiniar (0603) has

weakened rapidly as passing over the Yellow Sea Bottom Cold Water (YSBCW), mainly due to the

storm’s self-induced surface cooling. It is revealed that the IORS is located in the best place for

monitering the patterns of the warm currents and the YSBCW which varies in time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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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지구적인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에 들어 전 해양에서 태풍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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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Emanuel, 2005), 이로 인한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에 한 해에 10개의 태풍이

상륙하는 기록을 남겼고, 중국에서는 2006년 강력한

슈퍼태풍 사오마이(Saomai, 0608)가 상륙하여 기록적

인 피해를 입혔다. 대만은 2007년과 2008년에 슈퍼태

풍급의 강력한 태풍이 두 차례나 수도인 타이페이에

상륙하였다. 미국에서는 2004년 연속적으로 4개의 허

리케인이 플로리다 지역을 강타하였으며, 그 다음해

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와 리타(Rita)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산피해를 남겼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Rusa, 0215)에 의

해 일강수량 870mm의 기록을 세우며 우리나라 역사

상 가장 큰 재산 피해(약 6조원)가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해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중에

두 번째로 강했던 태풍인 매미(Maemi, 0314)로 인해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최의수·문일주, 2008).

2007년에는 태풍 나리(Nari, 0711)로 인해 제주도 지

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소방방재청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

년간(1995-2004)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전체 자연재해

의 약 60%를 차지하며, 그 피해액은 지난 50년 동안

약 5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재시스템

의 구축, 연안구조물 등 태풍 취약시설의 보안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태풍예측이 필수

적이다. 태풍예측은 관측, 수치모델링, 그리고 예보능

력이 그 정확성을 결정한다. 이 중에 태풍관측은 태

풍예측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

리나라 태풍연구는 관측보다는 대부분 통계분석이나

수치모델링에 의존하였다(Choi and Kim, 2007; Park

et al., 2008; Shin and Hong, 2009; 최기선 등, 2009).

이것은 대부분의 일생을 해상에서 보내는 태풍을 관

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태풍

방재 및 대비를 위해서는 태풍이 상륙하기 최소 하루

전에 정확한 태풍진로, 강도 그리고 도달시간 예측이

필수적인데, 이 시기에도 대부분의 태풍은 먼 해상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의 관측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위성영상으로부터 태풍의 중심기압과 최대풍

속 그리고 강수 및 해수면 온도 등에 대한 정보를 산

출하여 태풍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영상

자료는 시간적인 해상도가 낮고 위성영상으로부터 태

풍정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때문에

실측된 관측자료를 이용한 자료의 검증이 항상 필요

하다. 특히, 위성관측은 그 특성상 해상의 표면에 대

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3차원 적인 해양 및 기

상 자료의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해양부(이전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학, 기상학,

수산학, 해상교통, 해저자원개발, 위성자료 검증 등의

여러 분야를 위한 다목적 해양과학기지를 이어도 부

근에 건설하여 200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한국해

양연구원, 1999, 2000, 2001).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

지(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ORS) 건설의 주된

동기 중에 하나는 해양 및 기상 관측소가 거의 없는

동중국해 중앙에 기상예보나 해양예보를 위한 대표

관측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오현미·하경자,

2005). 특히,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후 이어도 과

학기지)는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

고 있어 북상하는 태풍이 내륙지방에 상륙하기 전에

태풍 예측에 필요한 기상 및 해양 자료를 관측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문일주 등, 2007, 2010).

많은 예산투입으로 건설된 이어도 과학기지는 이제

운영된 지 6년의 기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관측자

료가 축적되었으며 이어도 과학기지를 통과한 태풍도

몇 차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어도 과학

기지에서 이루어진 태풍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태풍

연구를 위한 이어도 과학기지의 중요성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Part I)에서는 이

어도 과학기지에 설치된 해양·기상 관측장비 및 원

격제어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2장), 태풍연구

를 위한 이어도 과학기지의 중요성(3장), 그리고 이어

도 과학기지에서의 태풍관측 사례(4장)에 대해 중점

적으로 설명한다. 이어도 과학기지의 관측자료의 검

증, 관측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어도 태풍관측 시스템의 개선방안과 향후 태풍연구

를 위한 이어도 과학기지의 활용전략에 대해서는 이

어지는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2.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개관

이어도 과학기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정식 해양구

조물로서 마라도 남서쪽으로 149 km 떨어진 북위 32
o

07' 22.63'', 동경 125o 10' 56.81'' 이어도 해역에 건설

되었다(Fig. 1). 이어도 과학기지는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 km 그리고 일본 도리시마에서 276 km 떨어진 곳

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가장

가깝다. 이어도 주변해역의 평균수심은 약 55 m이고,

이어도 최정상부(수심 약 4.5 m에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700 m 떨어진 지점에 기지가 위치하고 있다(Fig.

2). 이어도 과학기지의 하부는 통상 설계기준면(약최

저 저조위)을 기준으로 수심 41 m에 설치된 고정식

자켓 구조물이며(한국해양연구원, 1999), 상부는 약

400평 규모의 장비설치를 위한 하부 데크(cellar deck),

주거지 및 실험실을 위한 주 데크(main deck), 해난구

조와 장비 및 인력의 수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helideck)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도 과학기지에는 등대, 관측실험실, 회의실,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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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발전실, 등대시설, 선박 계류시설, 오폐수처리 시

설, 화재진압 시설, 식수 및 연료 탱크, 침입자 감시

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8인이 15일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Shim et al., 2004).

기지에 설치된 관측장비는 기상관측용 13종, 해양관

측용 20종, 구조물 계측용 4종, 환경관측 및 기타 6종

이다(Fig. 3, Table 1). 이들 장비는 원격관측 및 제어

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관측된 자료는 무궁화

위성과 글로벌스타를 통해 육상기지와 송수신 된다

(Shim et al., 2004). 육상기지에는 전송된 자료가 안

정적으로 저장, 활용될 수 있도록 주서버와 보조서버

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 기반으로 이어

도 과학기지의 모든 설비 및 장비상태를 감시

(monitoring)하고 필요시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

이 갖추어져 있다. 이어도 과학기지와 국립해양조사원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KHOA)의 육상기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원격

관측 및 제어시스템과 위성통신시스템의 구성내역은

Fig. 4와 같다.

전송된 관측자료는 기본적인 자료검증(Quality Control)

단계를 거쳐 데이터베이스 저장과 함께 홈페이지(http:/

/ieodo.nori.go.kr/)를 통해 일반 이용자에게 서비스되고,

동시에 인터넷망을 통하여 기상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에 실시간으로 관측자료가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모

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

요한 각종 모듈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통상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자

료는 기상요소 전부와 대부분의 해상요소로서 특별한

요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매 10분 간격으로 관측

하여 제공되고, 비실시간 자료는 수질 및 대기환경요

소로서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유지보수 기간에 부합되

는 관측 간격으로(통상 30분) 저장된다.

3. 태풍연구에 있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의의

3.1. 한반도 상륙 태풍의 길목에 위치

이어도 과학기지는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많은 태풍

의 길목에 위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1950년부터 2008

Fig. 1. Location of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ORS).

Fig. 2. (a) Map of 3-dimensional topography near the IORS

and (b) the vertical view along the north-south section.

Fig. 3. Locations of oceanic and atmospheric instruments

and sensors at the 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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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observational instruments at the IORS

Num. Name of instruments Observational Targets

1 Accelerometer Acceleration, Velocity, Displacement

2 Inclinometer Angle of Inclination

3 Wind Monitor Wind Speed and Direction

4 Humidity &Temperature Gauge Air Temperature and Humidity

5 Digital barometric sensor Atmospheric Pressure

6 Pyronometer Solar Radiation

7 Sunshine Duration Meter Sunshine Duration 

8 UV-B Radiometer Ultraviolet Radiation

9 Rain Gauge Precipitation

10 Vaporimeter Evaporation

11 Present Weather Detector Visible Distance, Rainfall Intensity

12 Ocean Colour Radiometer System Atmospheric and Oceanic Spectrum

13 IR Thermometer Skin Sea Water Temperature

14 Directional Wave & Surface Current Radar System Wave Height, Period, Directional Wave Spectrum, Surface Current

15 Ceilometer Cloud Height and Amount

16 Wave & Sea Level Sensor Tidal Level, Wave Height

17 Drifter Buoy (ARGOS) Sea Surface Temperature, Sea Level Pressure, Ocean Current

18 Rosset Sampler & CTD Water Sampling,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19 PM2.5 Sequential Filter Sampler System Aerosol

20 CO2Gas Analyzer Brochure Atmospheric CO2

21 3D Sonic Anemometer 3-Dimensional Wind Speed and Direction, Fluxes

22 Recording Doppler Current Profiler (RDCP) Ocean Current Profile

23 Acoustic Release & Underwater Modem (SMART Release) Underwater Communication, Equipment Recovery

24 Conductivity & Temperature Sensor (CTR7)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at Designed Depths

25 High Quality Sea Level Monitor Water Level

26 Solar Power Generator Power Supplies

27 Wind Power Generator Power Supplies

28 Diesel Generator Auxiliary Power Supplies

29 Auto Ladder Preventing Intrusion

30 Light House Safe Ship Navigation

Fig. 4. Remote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between the IORS and K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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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59년간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oint Typhoon

Warning Center, JTWC)의 태풍자료(6시간 간격의 태

풍 중심위치, 중심기압, 최대풍속)를 이용하여 한반도

에 상륙한 태풍 중에 이어도 과학기지를 통과한 태풍

을 조사하였다(Fig. 5a). 여기서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은 1/6  격자의 수심자료(육지는 수심이 0으로 표시됨)

를 이용하여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의 육지 격자에 한

번이라도 들어왔을 때로 정의하였다. 또한, 6시간 간

격의 태풍 위치 자료를 사용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태

풍의 경우 한반도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보다 정

확한 분석을 위하여 태풍자료는 15분 간격으로 내삽

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59년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Fig. 5a, 모든 선) 중에 이어도 과학기지 150 km

내를 통과한 태풍(굵은 선)을 구해본 결과, 한반도 상

륙 태풍의 54%가 이어도 과학기지를 근접하여 통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50년대 38%,

60년대 78%, 70년대 80%, 80년대 75%, 90년대 36%,

2000년대 29%로, 80년대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2). 또한 1950년부터 2008년까지 한반도 상륙

여부에 관계없이 이어도 과학기지 반경 150 km 이내

를 통과한 태풍을 모두 조사해보면, 59년간 총 58개

의 태풍이 이어도 과학기지를 근접하여 통과한 것을

알 수 있다(Fig. 5b). 이것은 평균적으로 매년 적어도

한 개의 태풍은 이어도 과학기지 주변을 통과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많은 태풍이 통과하는 지역일

뿐 아니라 기지를 통과한 태풍의 강도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과거 한반도에 상륙하여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던 태풍 사라

(Sarah, 5914), 루사(0215), 매미(0314) 등을 포함한 강

도 높은 태풍들은 대부분 한반도 상륙 전에 이어도

과학기지를 가까이 통과하였다. 따라서 태풍의 길목

에 위치한 이어도 과학기지는 한반도 상륙 태풍의 강

도 및 진로 특성 파악과 예측을 위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3.2. 한반도 상륙 전 태풍정보 제공

태풍 연구와 예측에 있어 이어도 과학기지가 가진

중요성 중에 하나는 한반도 상륙 전의 태풍을 해상에

서 관측할 수 있다는 이점이다. 비교적 육지에서 멀

리 떨어져 있는 이어도 과학기지에서는 태풍이 한반

도에 상륙하기 전에 태풍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를 얻을 수 있다. 태풍이 이어도 과학기지를 통과한

후 평균적으로 얼마 후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지를 조

사하기 위하여 태풍 에위니아(Ewiniar, 0603), 매미

(Maemi, 0314), 민들레(Mindulle, 0407), 메기(Megi, 0415)

에 대하여 이어도 과학기지와 제주 및 육지 기상관측

소에서 얻은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도달시간을

구하였다. 

먼저 태풍이 모든 관측소를 가장 가까이 통과한 시

점을 구하기 위해서 각 관측소에서 기압의 최소값과

풍속의 최대값이 관측된 시점을 구하였다. 그 결과 두

°

Fig. 5. (a) Tracks of typhoons (thick gray lines) which passed

by the IORS within the range of 150 km radius among the

KP-landfall typhoons (all lines) during 1950-2008. (b) Tracks

of all typhoons which passed by the IORS within the range

of 150 km radius during 1950-2008. Small and large black

circles represent the location of the IORS and the range of

150 km radius from the IO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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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관측된 시점은 유사하였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

씩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기압과는 달리 바람은 관

측지점의 지역적인 특성(지형·지물 등)에 따라 그 세

기가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하여 기압자료만를

이용하여 태풍 도달시기를 결정하였다. 

Fig. 6은 태풍 에위니아(0603)의 이동경로와 이어도

과학기지 및 기상관측소(서귀포, 제주, 진도, 광주, 대

전, 강릉)에서의 해면기압 시계열 분포를 나타낸다. 여

기에서 각 지점의 기압이 최저인 시기가 태풍이 관측

지점을 가장 가까이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분석

결과, 태풍 에위니아는 이어도 과학기지를 통과한 후

약 5시간 만에 서귀포에 도달하였고, 약 8시간 후에

는 진도에 도달하였다. 이어도 과학기지를 통과하여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인 매미(0314), 민들레(0407), 메

기(0415)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이

어도 과학기지는 태풍이 서귀포에 도달하기 평균 4-6

시간 전, 한반도 내륙에 도달하기 평균 8-10 시간 전

의 태풍자료를 관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륙에서

는 이정도 시간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관측에 기반

을 둔 태풍예측 결과에 따라 주민 대피 및 방재계획

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3.3. 태풍 강도를 결정하는 해양환경 요소 모니터링

태풍의 에너지원은 고온의 해수에서 발생하는 잠열

이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는 이동 경로상의 수온분포

에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수온분포는 그 해역의

수괴 특성과 해류의 분포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한반

도에 상륙하는 태풍은 우리나라 남해, 황해, 그리고 동

중국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해역의 수온분포를 좌

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쿠로시오와 그 지류이다. 쿠로

시오는 27 C 이상의 고온의 난류로 우리나라에 상륙

하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태풍의 진로와 쿠로시오는 진행방향이 달라 비교적 짧

은 시간에 둘은 서로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

우측을 통과해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상륙한 태풍들은

쿠로시오 지류가 남해안을 지나는 곳에서 다시 만나

게 된다(Moon and Kwon, 2010). 태풍 사라(5914), 매

미(0314), 루사(0215) 등은 쿠로시오 난류 위를 통과

하여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태풍들이다.

한편, 우리나라 황해는 여름철에 수심 50 m만 내려

가도 수온의 차이가 15oC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많

다. 이것은 태양열에 의해 가열된 고온의 표층수와 겨

울철에 냉각되어 저층에 자리 잡고 있는 냉수대가 층

을 이루고 분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층냉

수 위를 통과하는 태풍은 강한 바람에 의한 혼합과

용승작용으로 쉽게 표층수와 저층냉수가 혼합되어 표

층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Moon, 2005; Wada,

2005). 실제로 제주도 좌측을 통과해 황해를 거쳐 우

°

Table 2. Numbers and percentages of typhoons which passed by the IORS within the range of 150 km radius among the KP-

landfall typhoons during 1950-2008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Total

Number of the KP-landfall typhoons (NKP) 8 9 5 8 11 7 48

Number of IORS-pass typhoons (NIORS) 3 7 4 6 4 2 26

Percentages (NIORS/NKP×100) 38% 78% 80% 75% 36% 29% 54%

Fig. 6. (a) Arrival time of typhoon and (b) time series of

atmospheric pressures at the IORS and meteorological stations

along the track of Ewiniar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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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서해안으로 상륙한 태풍들은 대부분 황해의

저층냉수의 영향을 받아 그 강도가 급격히 떨어졌었

다(Moon and Kwon, 2010).

여름철 동중국해의 수평 수온분포를 보면(Fig. 7),

표층과 그 아래층은 수온 구조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표층에서는 표면가열 때문에 제주도를 경

계로 양쪽에서 큰 수온차이는 보이지 않지만(Fig. 7a)

그 아래 수심에서는 제주도 서쪽은 황해저층냉수의

영향으로 낮은 수온이, 동쪽은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

으로 높은 수온이 분포한다(Fig. 7b). 여름철 이어도

과학기지를 지나는 동-서 단면의 수온 분포에서도(Fig.

8), 이어도 과학기지(같 표시) 아래 30~80 m 수심에서

는 7월에 12~15°C의 수온을 가지는 황해저층 냉수가

그리고 일본 연안 쪽 129°E 부근에는 25°C 이상의 고

온의 쿠로시오 지류가 뚜렷이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위도에서 동서 간의 수온 차이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좁은 지역에서 완전히 다른 열적구조를

가진 이 해역에서는 태풍의 북상 경로에 따라 그 강

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쿠로

시오 난류와 황해저층냉수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의 수온변동을 모니터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특히, 이곳은 계절별로 쿠로시오 난류와 황

해저층냉수의 확장과 축소가 반복되어 시공간적인 변

동이 심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지

Fig. 7. Spatial distributions of mean water temperature at (a) the surface and (b) 24-m depth in July based on the World Ocean

Atlas (WOA) 2005 (http://www.nodc.noaa/OC5/WOA5/pr_woa05.html). A dashed line represents the location of vertical

section in Fig. 8. X symbol represents the location of the IORS.

Fig. 8. Vertical section of mean water temperature along the E-W line of the IORS in July based on the WOA 2005. X symbol

represents the location of the 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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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층별 수온변동 모터링은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의 강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태풍 관측 사례

2003년 이어도 과학기지가 건설된 이후 기지가 태

풍에 의한 강풍(풍속 17 m/s 이상) 범위 내에 속한 경

우는 총 9번 있었다. 그 시기에 이어도 과학기지에 영

향을 미친 태풍은 2003년 소델로(Soudelor, 0306)와

매미(0314), 2004년 민들레(0407), 메기(0415), 그리고

송다(Songda, 0418), 2005년 나비(Nabi, 0514), 2006년

짠쯔(Chanchu, 0601)와 에위니아(0603), 그리고 2007

년 나리(0711)이다(Table 3, Fig. 9 참조). 이들 태풍

중에 이어도 과학기지를 가장 가까이 통과한 태풍은

에위니아(0603)로 기지로부터 약 25km에 태풍의 중

심이 위치하였다. 또한 9개 태풍 중에 이어도 과학기

지를 통과할 때 가장 강했던 태풍은 매미(0314)로 그

시기의 태풍의 중심기압은 930hPa, 최대풍속은 57.9m/

s에 다다랐었다(Table 3). 연도별로 보면 2004년에는

세 개의 태풍이 이어도 과학기지 주변을 통과한 반면

2008년과 2009년에는 통과한 태풍이 하나도 없었다.

태풍의 이동경로를 보면 이어도 과학기지를 통과한

태풍 중에 5개는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였고 4개는 대

한해협과 일본을 거쳐 동해로 진입하였다. 9개의 태

풍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입힌 태풍

은 매미(0314)로 그 당시 약 5억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

풍 매미에 대해 이어도 과학기지 통과시기에 관측된

해양 및 기상 관측자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기상 관측 자료

태풍 시기에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관측되는 주요

기상관측 요소는, 기압, 풍속, 풍향, 온도, 습도 등이

다.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기압은 수면에서 34 m에서

지점에서 관측되므로 해면에서 기압은 높이에 따른

기압하강을 보정하여 사용한다. Fig. 10(a)은 2003년

태풍 매미(0314) 시기에 해면기압의 시계열 분포로써

태풍중심이 기지를 가장 가까이 통과한 2003년 9월

12일 12경에 최저기압(982.5 hPa)이 기록되었다. 이 값

은 같은 시기의 JTWC 자료의 태풍중심기압(930 hPa)

보다 52 hPa 높은 값이다. 이 차이는 이어도 과학기

지와 태풍중심이 약 161 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

생한 것이다. 

태풍 매미(0314)가 이어도 과학기지를 통과할 때 기

Table 3. List of nine typhoons which influenced the IORS by strong winds of above 17m/s since 2003 and their positions,

cental pressures, maximum wind speeds (MWS), minimum distances between storm's center and the IORS

Name of Typhoon Date [yymmddhh] Latitude Longitude Pressure [hPa] MWS [m/s] Distance [km]

Soudelor 03061820 31.10 127.57 962.7 41.2 253.1

Maemi 03091203 31.65 126.80 930.0 57.9 161.8

Mindulle 04070322 32.93 124.07 1000.0 15.4 138.1

Megi 04081812 31.30 126.40 976.0 33.4 147.1

Songda 04090618 31.10 128.00 954.0 46.3 290.4

Nabi 05090602 32.03 130.13 953.7 46.3 467.5

Chanchu 06051900 31.40 124.20 1004.0 10.39 122.8

Ewiniar 06070917 32.03 125.43 985.8 26.6 25.7

Nari 07091522 31.83 126.50 958.0 44.6 128.6

Fig. 9. Tracks of typhoons which influenced the IORS by

strong winds above 17m/s during 2003-2008 (1. Soudelor, 2.

Maemi, 3. Mindulle, 4. Megi, 5. Songda, 6. Nabi, 7. Chanchu,

8. Ewiniar, 9. Nari). Size and color of filled circles depend

on the maximum wind speed (MWS) and the translation

speed (H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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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변화를 살펴보면, 태풍이 접근하면서 기온이 상승

하지만 이어도 과학기지가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어

가면서부터 급속한 기온 하락을 보인다(Fig. 10b). 이

러한 기온의 감소경향은 태풍중심이 통과 한 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된다. 태풍통과 전후의 최대 기온차이

는 3.7 C로 나타났다. 태풍 통과 전후의 기온 차이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대지역의 더운 공기를 이동시켜

기온이 상승하지만 태풍이 더 가까워져 태풍의 영향

°

Fig. 10. Time series of (a) sea level pressure, (b) air temperature, (c) humidity, (d) mean wind speed, and (e) mean wind

direction during the passage of the typhoon Maemi (0314). Gray lines represent sea level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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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들게 되면 태풍에 동반된 구름과 강수의 영향으

로 기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온과 달리 습

도는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고 태풍 통과 후부

터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10c).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풍속은 수면에서 44 m 높이의

기상타워에서 관측되었다. Fig. 10d는 태풍 통과시 관

측된 순간최대풍속(굵은 선)과 10분 평균풍속(가는 선)

을 나타낸다.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가장 강한 바람

(35 m/s)이 관측된 시기는 12일 13시 이었으며, 이 시

간은 앞에서 언급한 최저 기압의 통과시점보다 약 1

시간 늦다. 이것은 이어도 과학기지가 태풍 진행방향

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었고 보통 가장 강한 바람은

태풍 눈벽(eye wall)에 분포하므로, 이 눈벽이 이어도

과학기지를 가장 가깝게 통과한 시점과 태풍중심이

통과한 시점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어도 과학기

지에서 풍향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Fig. 10e), 태풍

이 영향권에 들기 전까지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영향권에 든, 즉 15 m/s 이상의 강한 풍속이 관측되기

시작한, 12일 00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였다. 

4.2. 해양 관측 자료

태풍 시기에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관측되는 주요

해양관측 요소는 해수면 높이, 파랑, 수온, 염분, 용존

산소, 산성도, 해류 등이다. 해수면 변동은 수면에서

29 m 위의 메인데크에 설치된 영국 W. S. Ocean사의

Sea Level Sensor에서 관측되었다(Fig 11a). 해수면 자

료에서는 하루에 두 번 발생하는 고조(또는 저조)의

값이 다른 ‘일조부등(Diurnal Inequality)’ 현상이 뚜렷

이 보이며, 태풍 통과 전후의 조차는 약 1.5m~2.3m를

보였다. 특히, 태풍이 이어도 과학기지를 가장 가까이

통과한 2003년 9월 12일 12경에는 만조 시간대였으

며 천문조 이외에 기압하강 등의 기상조에 의해 약

20cm의 해수면 상승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오경희 등, 2006).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수온과 염분은 Falmouth

Scientific 사의 O.E.M. Digital C-T 센서를 이용하여

관측되었다. 태풍 매미(0314)의 통과 시기에 약 12m

수심에서 관측된 수온 자료를 보면, 태풍이 이어도 과

학기지를 통과할 때 28°C에서 23°C 이하로 약 5°C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Fig. 11b). 이러한 급격한 수

온변화는 태풍에 수반되는 강한 바람(Fig. 10d)에 의

한 수직혼합과 조석의 결과로 사료된다. 이어도 과학

기지에 수온센서가 위치한 수심은 혼합층과 수온약층

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해수면이 크게 상

승하는 대조 시에는 수온센서가 수온약층 상부에 위

치하면서 조석에 따라 급격한 수온변동이 나타난다.

실제로 관측자료에서도 태풍이 도착하기 전인 11일

20시경에 대조와 고조가 겹치면서 해수면이 크게 상

승하여 이어도 과학기지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석의 영향으로 약 4 C의 수온

하강이 발생하였다(Fig. 11b). 그러나 태풍 통과시기에

최고의 수온하강(약 5 C)이 기록된 때(12일 18시경)는

가장 해수면이 낮은 대조 기간의 저조 때였다(Fig.

11a). 따라서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관측된 5 C의 수

온하강은 상대적으로 조석영향이 적었던 저조 시기에

태풍중심으로부터 161 km 떨어진 거리에서 발생한 것

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값이다. 이것은 3.3절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이어도 주변해역에는 얕은 수심에 황

해저층냉수가 분포하고 있어 태풍 시기에 혼합과 용

승작용에 의해 표층수온이 크게 하강할 수 있는 해양

수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 시기에 하

강한 수온은 태풍이 통과한 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

으며 관성과 조석 운동에 의해 주기적인 변동 특성을

보였다. 

전기전도도로 표현된 염분(Fig. 11c)은 태풍에 수반

되는 강우의 영향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계속적

으로 감소하여 태풍이 통과한 6시간 후에 최저값을

보였다. 이것은 강수가 태풍중심보다는 태풍 눈벽과

나선강우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풍이 중심에

서 멀어지더라도 여전히 기지에서는 강우가 기록되었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염분은

표층의 저염수와 저층의 고염수가 섞여 염분이 다시

상승하였다(문일주 등, 2009). 태풍 통과전(11일 20시

경)에 발생한 염분의 하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석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이어도 과학기지의 파랑정보는 레이더방식인 노르

웨이 MIROS사의 Wave Radar에 의해 관측되었다. 관

측요소는 파고(0.2~30 m, ±5% 오차범위), 주기(3~30

초, ±5%), 그리고 파향(0~360°, ±7°)이다. MIROS

Wave Radar는 과학기지 루프데크 남동쪽 모서리 33.5 m

높이에 설치 되어있으며 6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전

방 180° 범위로 수평에서 10° 아래로 전자기파를 주

사하여 파랑을 관측한다. 따라서 장비위치로부터 파

랑 관측점까지의 수평거리(l)는 장비의 설치높이(h)와

주사각도(10°)를 고려하면(l = h/tan10°) 약 190 m가 된

다. 따라서 MIROS Wave Radar의 파랑 관측위치는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약 190m 떨어진 45°~225° 방향

을 관측한다(한국해양연구원, 1999). Fig. 11(d)는 태

풍 매미 시기에 관측된 유의파고의 시계열을 각각 나

타낸다. 유의파고는 태풍의 중심이 가장 기지에 접근

한 9월 12일 12경에 최대값을 보였다. 가장 높은 파

고를 보인 시기에 방향 파랑 스펙트럼 분포를 보면

(Fig. 12), 파의 에너지가 150°와 270°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는

0.06 Hz와 0.15 Hz에서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 이것

은 북서쪽 방향으로 전파하는 주기가 긴 너울과 남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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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진행하는 주기가 짧은 풍파가 이어도 해역을

지나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태풍 근접 시 이

어도 과학기지가 태풍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의 눈벽에서 부는 강한 남동풍에 의해 전파되어 온

너울과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불고 있는 남풍에 의해

발생된 풍파가 동시에 존재하여 발생된 것이다(전인

식·심재설, 2005; Moon et al., 2003). 

태풍 매미 시기에는 해양환경 관측기기(YSI6600)를

이용하여 해양수질을 관측하였다. 계류 위치는 수온

약층(thermocline) 수심인 약 20 m이다. Fig. 11e와 11f

는 태풍 기간 동안 해양환경 관측기기부터 관측된 해

수의 용존산소와 산성도의 시계열 변화를 각각 나타

낸다. 이 그림에서 용존산소와 산성도는 모두 주기적

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

Fig. 11. Time series of (a) sea level, (b) sea temperature, (c) conductivity, (d) significant wave height, (e) dissolved oxygen, and

(f) acidity during the passage of the typhoon Maemi (0314). Gray lines represent sea level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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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물성의 수직분포에 기인한다. 즉 수온약층 수괴에

서는 유기물이 침강하다가 수온약층에 걸려서 정체되

어 분해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용존산소 소비량이

증가하여 용존산소 최저값이 나타날 뿐 아니라 유기

물 분해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산성도가 가

장 낮아지게 된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용존산소와 산

성도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변화는 조석에 의한 수

온약층 깊이의 변화가 그 원인으로 사료된다. 태풍 통

과 전에 나타나던 주기적인 용존산소 및 산성도의 변

화는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 그 변화폭이 둔화되고 주

기성도 거의 사라졌다. 이것은 태풍 시기의 강한 바

람에 의한 혼합작용과 용승작용으로 수온약층 하부와

그 윗층 수괴가 서로 뒤섞인 결과이다. 이렇게 한번

뒤섞인 수괴는 다시 성층을 이루어 주기적인 변동을

하기까지는 8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and Kwon, 2010).

이어도 과학기지에는 층별 수온·염분 자료와 함께

해류의 수직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초음파

해류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가 설

치되어 있다. Fig. 13은 2004년 태풍 메기 통과 시기

에 초음파 해류계에 의해 6 m, 31 m, 56 m 수심에서

관측된 해류 벡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태풍에 의해

발생한 1.8 m/s의 강한 유속이 표층 근처에서 관측되

었고 수심 56 m에서도 1 m/s의 강한 유속이 나타났다.

이러한 층별 해류 자료는 수온 및 염분 자료와 함께

태풍에 의한 해양의 반응을 조사하는 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5. 결론 및 요약

기후변화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 강력한 태풍의

출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과 2003년에 태풍

루사(0215)와 매미(0314)로 인해 기록적인 피해가 발

생하였다. 이어도 과학기지가 건설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을 한반도 상륙 전에

관측하여 예보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태풍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데 있다(이동영 등, 2007; 한국해양연

구원, 1999). 이어도 과학기지가 건설된 이후 그동안

몇 차례 강한 태풍이 이어도 과학기지를 통과하였고

그 시기에 많은 해양 및 기상 자료가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관측된 태풍관측 자

료를 바탕으로 태풍연구에 있어 이어도 과학기지가

지닌 중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태풍연구에 있어 이어도 과학기지가 가지는 의의

중에 하나는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59년간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을 조사한 결과, 한반도에 상

륙한 태풍의 54%가 이어도 과학기지 반경 150 km 이

내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년간 한반도 상

륙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평균 한 개의 태풍이 이어

도 과학기지 주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어도 과학기지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의 길목

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풍연구를 위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어도 과학기지

는 전 세계적으로도 육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외해에

서 태풍을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관측소이기도 하다.

한편, 효율적인 태풍 방재작업을 위해서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의 정확한 태풍예측정보가 무

엇보다 필요하다. 정확하게 예측된 한반도 상륙시의

태풍 이동경로와 강도에 대한 정보는 주민 대피 및

시설물 보안 등의 방재작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Fig. 12. Directional wave spectrum (left panel) and frequency

spectrum (right panel) observed at the IORS on 12Z 12

September 2003 during the passage of typhoon Maemi (0314).

Fig. 13. Current vectors measured by ADCP at the IORS

during the passage of typhoon Megi (0415). Shaded areas

represent the period of typhoon passage. Time is expressed

by local stand time (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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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태풍 매미(0314), 민들레(0407), 메기

(0415) 시기에 이어도 과학기지와 육상 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어도 과학기지는 서귀

포에 도달하기 평균 4~6시간 전, 한반도 내륙에 도달

하기 평균 8~10시간 전에 태풍자료를 관측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지는 않

지만 관측자료를 활용한 정확도 높은 태풍예측 결과

에 따라 주민 대피 및 방재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태풍 이동 경로 상의 해양의 구조

이다(Moon and Kwon, 2010).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상층 해양구조를 살펴보면, 제주도를 경계로 동쪽에

는 고온의 쿠로시오 난류가 지나가고 서쪽에는 황해

저층냉수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이 지

역을 통과한 태풍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에서(Moon

and Kwon, 2010) 난류 위를 통과한 태풍은 높은 강

도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상륙한 반면, 저층냉수 위를

통과한 태풍은 혼합과정에 의한 표층수온 하강으로

급격하게 강도가 약해져 한반도에 상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쿠로시오 난류와 황해

저층냉수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의 수

온변동을 모니터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특히,

이곳은 계절별로 쿠로시오 난류와 황해저층냉수의 확

장과 축소가 반복되어 시공간적인 변동이 심한 지역

이기 때문에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지속적인 층별 수

온변동 모터링은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의 강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003년 이어도 과학기지가 건설된 이후 9개의 태풍

이 기지 주변을 통과하였고 그 중에 매미(0314)와 에

위니아(0603)는 가장 강력했던 태풍과 가장 가까이 통

과한 태풍으로 각각 기록되었다. 특히, 태풍 매미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약 5억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태풍 매미의 통과 시기에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관측

된 해양 및 대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관측

요소에서 태풍 통과 전후에 뚜렷한 변동 특성이 관측

되었다. 특히, 태풍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발생한 상층

수온의 하강과 수온약층에서 용존산소와 산성도의 상

승이 명확히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풍에 의한

해양의 반응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태풍연구를 위한 이어도 과학기지의 중요성

때문에 이어도 과학기지의 관측자료에 대한 활용 빈

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 과학기

지에서 관측된 태풍자료를 태풍 예측 및 연구에 활용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검증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외해에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어도 과

학기지는 관측기기들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관측된 자료의 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재설 등, 2003; 오현미 등, 2007; 임진우 등, 2006).

향후 연구에서는 태풍 통과 기간에 이어도 과학기지

근처에 설치된 부이자료를 이용하여 이어도 과학기지

의 관측자료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어도 과학기

지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결과에 대한 소개와 향후 이

어도 과학기지의 운용과 활용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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