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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에는 100여개의 GPS 상시 측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략 10개의 측소만이 GPS 

용 기상센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을 상으로 하는 GPS 가강수량 산출을 해서는 주변 

AWS의 기상자료 보간에 의한 GPS 측소 기상정보의 생성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자료 보간 

방법인 역해면경정과 크리깅의 보간 정확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역해면경정법의 RMSE가 기압의 경

우 약 7배, 기온의 경우 약 2배 더 정확함을 확인하 다. PWV 정확도 분석을 해 역해면경정법으로 

보간된 기상자료와 GPS 측자료를 이용해 2008년 여름철에 한 GPS PWV를 산출하 다. 보간 기상

자료를 이용한 GPS PWV를 GPS 용 기상센서의 값을 사용한 PWV, 라디오존데 PWV와 비교하 다. 

비교 결과 보간 기상자료를 이용한 GPS PWV가 요구 정확도 3mm이내를 만족함을 확인하 다.

키워드 : 가강수량, 역해면경정, 크리깅, GPS

Abstract Approximately 100 permanent GPS stations are currently operational in  Korea. 

However, only 10 sites have their own weather sensors connected directly to the GPS receiver. 

Thus, calculation of meteorological data  through interpolation of AWS data are needed to 

determine precipitable water vapors at a specific GPS station without a meteorological sensor. 

This study analyzed the accuracy of two meteorological data interpolation methods called reverse 

sea level correction and kriging. As a result, the root-mean-square-error of reverse sea level 

correction were seven times more accurate in pressure and twice more accurate in temperature 

than the kriging method. For the analysis of PWV accuracy, we calculated GPS PWV during the 

summer season in 2008 by using GPS observation data and interpolated meteorological data by 

reverse sea level correction. And, we compared GPS PWVs based on interpolated meteorological 

data with those from radiosonde observations and GPS PWVs based on onsite GPS meteorological 

sensor measurements. As a result, the accuracy of GPS PWVs from our interpolated meteo- 

rological data was within the required operational accuracy of 3mm.

Keywords : Precipitable Water Vapor, Reverse Sea Level Correction, Kriging,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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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연간 강우량의 60%가 여름철에 발생

하며,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이 기간

에 직･간 으로 향을 다. 해마다 발생하는 집

호우  태풍에 의한 피해를 방하기 해서는 

강우량의 정확한 측이 필요하고, 험기상기간의 

기 수증기량의 시공간  분석을 통해 일기 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GPS 신호는 기를 통과하면서 굴 되어 신호가 

지연되는 상이 발생하고, 이를 이용해 기 의 

수증기량을 산출할 수 있다. 가강수량(PWV, Pr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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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able Water Vapor) 산출에는 GPS 측자료 외

에도 측지 의 기압･기온과 같은 기상자료가 필

요하다. 이러한 GPS 측 자료와 기상 측 자료를 

이용한 PWV 산출 방법의 기상분야 용은 1985년

부터 이루어졌다[2].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국내 

100여개소의 GPS 상시 측소에서 생성된 측자료

를 처리하여 실시간으로 PWV를 산출하는 연구

를 최근 시작하 다.

  정확한 PWV 산출을 해서는 GPS 측지  기

상센서의 자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 

100여개의 GPS 측소  략 10개의 측소만이 

GPS용 기상센서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GPS 측소 주변의 자동

기상 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자료의 보간을 통해 GPS 측지 의 기상자료를 

생성하여 PWV를 산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재 500여개의 AWS가 국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므로 보간법을 이용하여 GPS 상시 측소의 기

압과 기온을 산출하게 되면 해당 GPS 측소의 

PWV 산출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고도에 따른 보간 방법인 역해면

경정법과 지구통계학  보간 방법인 크리깅(Kriging)

을 비교하여 GPS PWV 산출에 사용되는 기상자료 

보간 방법  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분석하 다. 

분석을 해 100여개의 AWS를 선정해 두 보간 방

법별 기상자료 산출 값과 실제 기상자료를 비교하

는 방법으로 검증을 실시하 다. 한 JPL(Jet Pro- 

pulsion Laboratory)에서 개발한 고정  GPS 자료

처리 로그램인 GIPSY 5.0을 사용해 GPS 측 

자료를 처리하여 PWV를 산출하 다. 산출된 PWV

는 라디오존데  GPS 용 기상센서를 이용한 

PWV 산출결과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분석하 다.

2. GPS 기반 가강수량 산출

  류권 내에서 발생하는 GPS 신호지연은 건조지

연(Hydrostatic Delay)과 습윤지연(Wet Delay)으로 

구분된다. 건조지연은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건조가스에 의해 발생하는 신호지연 상이고, 습윤

지연은 기 에 존재하는 수증기에 의해 발생하는 

신호지연 상이다. 건조지연과 습윤지연을 합한 

류권의 신호지연은 천정(zenith)방향으로 략 2～

3m 정도이다. 천정방향 총 지연(ZTD, Zenith Total 

Delay)과 천정방향 건조지연(ZHD, Zenith Hydro- 

static Delay), 천정방향 습윤지연(ZWD, Zenith 

Wet Delay)의 계는 식 1과 같다.

   (1)

  측지 의 지표면 기압 측값이 있다면 식 2와 

같이 실험  모델  하나인 Saastamoinen 모델[8]

로 건조지연을 계산할 수 있다[3].

  
±

(2)

  여기서 는 지상기압[hPa], 는 측소 도, 그

리고 는 측소의 타원체고[m]이다. 반면 시공간

 변이가 심한 수증기의 경우 지상 측만으로 정

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6]. 선험  방법에 의해 산출된 ZTD

에서 식 2의 Saastamoinen 모델로 산출된 ZHD를 

감산하면 ZWD를 구할 수 있고, 산출된 천정방향 

습윤지연량을 식 3과 같이 가강수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 


∙ (3)

  여기서 는 물의 도로서 998.00897[kg/㎥]이고, 

는 수증기의 비부피로 4.165×102[J/kg･K]이다. 

′와 는 굴 지수로서 이 논문에서는 [2]에서 제

시한 17±10[K/hPa]와 (3.776±0.004)×105[K2/hPa]를 

각각 사용하 다. 은 평균온도[K]이며 이 논문

에서는 평균온도 결정을 하여 2008년 개발된 한

국형 평균온도식인 HP 모델을 사용하 다. HP 모

델에 의한 은 식 4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15].

      (4)

  여기서 는 측소 표면 기온[K]를 나타낸다. 

식 2와 식 3에 따르면 GPS PWV 산출을 해서는 

측지 의 기압과 기온이 필요하며, GPS 용 기

상센서가 없을 경우 주변 기상자료의 보간을 통해 

이를 체할 수 있다.

3. 기상자료 보간 방법

3.1 연구 상  분석방법

  기상자료 보간 방법에 따른 정확도 분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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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의 AWS를 선정하 다. 이  10개를 지역

으로 집 되지 않게 분포되도록 선택하여 보간 기

상자료 산출 상으로 정하고, 주변의 AWS를 이용

해 상지 의 기상자료를 생성한 후 실제 AWS의 

측 결과와 비교하여 기상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

다. 정확도 검증을 해 사용된 AWS의 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T.AWS(Target AWS)

는 정확도 검증 상 AWS로 선택된 지 을 나타내

며 우측의 숫자는 해당지  AWS의 지 번호이다. 

기 수증기가 상 으로 많은 여름철의 가강수량

의 정확도 비교를 해 2008년 6월 1일의 자정과 정

오, 2008년 7월 1일의 자정과 정오를 분석하 다.

그림 1. 보간법 검증에 선택된 AWS 분포도

3.2 역해면경정법에 의한 기상자료 보간

  해면기압의 산출을 해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사

용하는 해면경정식은 식 5와 같다[10].

   ×





∙




 (5)

  여기서 는 해면경정값[hPa]으로 기상 측지

의 기압을 해면기압으로 환산할 때 더해야 할 양을 

나타내고, 는 기상 측장비에서 측정된 기압

[hPa]을 나타낸다. 는 력가속도[m/sec²]를 나타

내고 는 해발고도[m]를 나타낸다. 과 은 각

각 기온감률 보정값[℃]과 수증기 향 보정값[℃]을 

나타내며 측기온에 따라 달라진다[9].

  그림 2는 AWS의 측정 기압을 GPS 측소 고도

의 기압으로 보정하는 역해면경정의 과정을 나타낸

다. 해발고도()만큼 떨어져있는 기상 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에 식 5를 통해 산출된 해면 경정

치()를 더하면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에

서의 기압()이 된다. AWS의 해면기압과 GPS 

측소에서의 해면기압이 같다면 이를 역으로 환산

하여 GPS 측소에서의 기압을 산출할 수 있다

[11].

그림 2. GPS 측소 기압의 역해면경정[11]

  

  GPS 측소의 해면기압()은 GPS 안테나까지

의 해발고도()와 기압(), 기온을 식 5에 용

하여 산출한 GPS 해면경정치()를 GPS 안테

나 치에서의 에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여기

서 GPS 해면경정치()를 산출하기 해 GPS 

안테나 치에서의 기압()에 곱해야 하는 GPS 

측소에서의 해면경정 보정량()은 식 6과 같이 

GPS 측소의 표고()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
 (6)

  이 연구에서는 를 결정하기 해 GPS 측지

의 타원체고에서 EGM2008 지오이드모델[7]로 산

출한 지오이드고를 감산하 다. AWS의 해면기압

()과 GPS의 해면기압()이 같으므로 GPS 

측소의 압력()은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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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해면경정에 의한 기압 산출법은 GPS 측소에

서 가장 가까운 AWS의 기상자료를 보간하여 GPS 

측소 치의 기상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이므로, 참

조하려는 AWS에 결측이 있을 때는 보간 기상자료

를 생성할 수 없다. 그러나 GPS 측소 주변 세 개

의 AWS로부터 보간된 기상자료들의 평균을 산출

하면 AWS의 측자료 부재시의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GPS 측소에서 가

까운 3개의 AWS의 자료를 역해면경정 보간에 사

용하 고 이를 평균하여 GPS 상시 측소의 기압을 

산출하 다. 먼  가까운 3개의 AWS를 결정한 후, 

역해면경정 보간 자료처리 과정에서 결측을 확인하

면 다른 주변의 AWS 기상자료를 보간해 평균 산

출에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기온의 경우 일반 으로 류권 내에서는 고도 

100m 상승시 기온은 0.5℃의 비율로 감소하므로[9] 

고도에 따른 기온의 계를 GPS 측소 기상자료 

산출에 용하 다. AWS 결측에 비하여 기온 산

출도 기압과 같은 방법으로 주변 3개의 AWS에서 

측된 기온에서 GPS 측소의 기온으로 환산한 

결과를 평균하여 GPS 측소의 기온을 산출하 다.

3.3 크리깅에 의한 기상자료 보간

  크리깅은 주 의 알려진 값들의 선형조합으로 미

지값을 측하는 지구통계학  분석방법으로 수치

로 표 할 수 있는 연속형 자료의 보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크리깅으로 주어진 자료들을 이

용하여 미지값을 측하기 이 에 자료들의 공간  

상호 계와 연속성의 정도를 악해야 한다. 이 연

구에서는 공간분포 악을 한 여러 방법들  배

리오그램(variogram)을 사용하 다. 배리오그램은 

식 8과 같이 정의된다[12][13].

      (8)

  여기서 는 에서 표본 추출된 자료를 나타

내며 는 에서 만큼 떨어진 치에서 추

출된 자료를 나타낸다. 한  는 기 값에 해당

되는 연산자(expectation operator)를 나타낸다. 이

격거리 만큼 떨어진 자료수가 개 일 때, 반배리

오그램(semivariogram)은 식 9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14]. 지구통계학에서는 일반 으로 반배리오그

램이 배리오그램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9)

  여기서 는 이격거리 만큼 떨어진 샘  자

료 의 개수를 나타낸다. 결과 으로 배리오그램은 

이격거리에 따른 자료의 평균  차이를 나타내게 

되며 이를 그래 로 표 하면 그림 3과 같은 형태

로 나타난다. 그림 3에서 은 반분산을 나타내며 

거리가 증가할수록 배리오그램은 수평을 이루게 된

다. 이 게 배리오그램이 수평을 이루게 되는 지

을 sill이라 한다. sill 지  이후로는 거리가 증가해

도 배리오그램의 값은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sill 

지 을 넘어선 거리에서는 더 이상 공간  자기상

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료들이 상

계를 보이는 최  분리거리를 상 거리(range)라 

한다. 이론 으로 분리거리가 0이면 배리오그램의 

정의에 의하여 그 반분산값이 0이지만, 실제 계산된 

실험  배리오그램을 이용하여 이론  배리오그램

을 찾아내는 경우에는, 분리거리 0에서도 배리오그

램이 상수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nugget이라 

한다. 배리오그램 모델링에서는 이 세 가지 인자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들의 분포 특성과 부

합하는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3. 형 인 배리오그램의 형태

  크리깅에서 배리오그램 모델링은 미지값의 측

에 있어서 요하며, 배리오그램 인자의 결정을 사

람이 직  실행하므로 주 일 수 있고, 모델링 결

과가 최종 추정치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이 

연구에서는 배리오그램 모델링을 실시하고 여러 가

지 크리깅 분석법  정규크리깅(Ordinary Kriging)

을 사용해 각각의 결정된 모델에 따라 기상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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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상자료 보간 방법별 오차 히스토그램

추정하 다. 크리깅  배리오그램 모델링에 용되

는 이격거리를 산출하기 해 AWS간의 거리를 X, 

Y, Z의 3차원 거리로 용하 다. 정규 크리깅 추정

치 
 는 식 10과 같이 계산된다[4].

  
  






   (10)

  여기서 
는 정규크리깅에서 각 자료의 가

치이고, 





  이다.

4. 결 과

4.1 보간 방법에 따른 정확도 비교

  역해면경정과 크리깅 보간 결과에 한 비교 분

석을 해 네 개의 분석시각에서의 기상자료를 각

각 역해면경정법과 크리깅으로 10개 AWS의 기상

자료를 생성했고, 실제로 AWS에서 측된 자료와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 다. 4개 분석시각에 하

여 10개씩 산출된 오차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구성

하여 40개의 오차들로 이루어진 표본을 만든 후 히

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기압 오차가 PWV 정확도에 미치는 향은 0.3hPa

당 약 0.1㎜로 알려져 있다[1]. GPS 기상에서 요구

되는 PWV 정확도는 3㎜이며[5], 이 계식에 따르

면 9hPa의 차이는 약 3㎜의 오차를 유발한다. 기압 

오차는 역해면경정의 경우 ±1hPa이내의 오차 분포

를 나타낸 반면 크리깅의 경우 ±4hPa 이내의 오차 

분포를 나타냈다. 두 보간 방법 모두 허용압력오차

를 만족하 으나 역해면경정의 정확도가 크리깅에 

비해 상 으로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온

의 경우 역해면경정과 크리깅 모두 오차 분포는 

-6℃에서 4℃의 범  내에 있었으나 역해면경정의 

경우 크리깅에 비해 작은 오차범 에 도수가 집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자료 보간 결과의 오차를 수치로 확인하기 

해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산출하

다(표 1). 표 1과 같이 기압의 RMSE는 역해면경정

법은 평균 0.19hPa, 크리깅은 평균 1.30hPa로 역해

면경정법이 약 7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기온

의 RMSE 역시 역해면경정법은 평균 1.17℃, 크리

깅은 평균 1.77℃로 역해면경정법이 약 1.5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네 차례의 측시

간별 정확도 검증에서 역해면경정법에 의한 기상자

료의 보간 결과가 정규 크리깅의 결과보다 상

으로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 다. 역해면경정법

이 크리깅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역해면경정에서는 고도에 따른 기압과 기온의 변화

를 고려하 으나, 크리깅에서는 이격거리에 따른 보

간 외에 고도에 한 고려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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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역해면경정 GPS PWV와 라디오존데 PWV의 가강수량차이

그림 5. 기상자료별 산출된 PWV

그림 7. GPS 기상센서 PWV와 라디오존데 PWV의 가강수량차이

상 으로 낮은 정확도를 나타낸 것으로 단된다. 

기압에 한 역해면경정과 크리깅 보간 결과의 

RMSE 평균으로 PWV 상 오차를 계산한 결과는 

역해면경정은 0.06mm, 크리깅은 0.43mm으로 두 방

법 모두 GPS 기상에서 요구되는 PWV 허용오차 

3mm를 만족하 다.

분석시각

RMSE

역해면경정 크리깅

기압[hPa] 기온[℃] 기압[hPa] 기온[℃]

08-06-01 

00:00
0.21 1.43 1.03 1.82

08-06-01 

12:00
0.26 1.81 1.72 2.74

08-07-01 

00:00
0.13 1.04 1.19 1.10

08-07-01 

12:00
0.16 0.39 1.25 1.42

평  균 0.19 1.17 1.30 1.77

표 1. 기상자료 보간 방법에 따른 RMSE 

4.2 역해면경정법 가강수량 산출 정확도 검증

  속  GPS 측소(SKCH)는 강원도 속 기상  

내에 치하고 있으며, GPS 용 기상 측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두 차례 라디오존데(radiosonde)

를 통한 기상 측을 실시하고 있다. 속  GPS 상

시 측소를 상으로 기상자료 보간을 실시하고 

PWV를 산출하면, 용 기상센서의 자료를 이용한 

PWV와 라디오존데 PWV의 비교를 통한 정확도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상자료의 보간 방법에 

따른 정확도 검증에서 역해면경정법이 상 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냄을 확인한 후, 역해면경정법을 

이용해 2008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상자

료를 생성하 고 속  GPS 측소의 PWV(INTP, 

interpolated)를 산출하 다. 그리고 비교 분석을 

해 GPS 측소에 있는 용 기상센서의 자료를 사

용한 GPS PWV(ONST, on-site), 그리고 라디오존

데로부터 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해 PWV(RAOB, 

radiosonde observed)를 산출하여 세 가지 PWV의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그림 5). 그림 5를 통

해 INTP와 ONST 그리고 RAOB의 PWV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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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NTP-ONST의 기압차이 시계열 분석

그림 9. INTP-ONST 기온차이 시계열 분석

그림 10. 기상자료와 PWV의 오차 상 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태풍 에 니아와 

집 호우가 있었던 기간인 DOY(Day Of Year) 199

일 부터 215일까지의 PWV가 60㎜ 이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디오존데 PWV는 일반 으로 GPS PWV의 정

확도 비교를 한 기 으로 사용된다. 역해면경정에

의한 GPS PWV 산출 정확도 분석을 해 GPS 자

료처리를 통해 산출된 PWV인 INTP와 ONST의 

PWV를 라디오존데 PWV와 비교하 다. 그림 6은 

INTP PWV와 RAOB PWV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

이고, 그림 7은 ONST PWV와 RAOB PWV의 차

이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6, 7에서 PWV의 차이

는 최소 -8㎜에서 최  6㎜의 범 에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PWV RMSE를 계산한 결과 INTP

와 ONST간의 RMSE는 0.5㎜이었다. 반면에 INTP- 

RAOB PWV의 RMSE는 3.1㎜이었고, ONST-RAOB

PWV의 RMSE는 2.9㎜이었다.

4.3. 보간 기상자료의 장기간 정확도 분석

  역해면경정 기상자료 보간 결과의 장기간 정확도

분석을 해 INTP와 ONST의 기압 차이와 기온차

이를 시계열 그래 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8, 9와 

같다. 그림 8에서 기압 차이는 DOY 162일에 ±3hPa

의 범 를 벗어난 기간 이외에는 부분 ±2hPa이

내의 범 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압 

차이의 평균은 0.30hPa이었고, RMSE는 0.97hPa로 

기상자료보간 검증시보다 큰 값이지만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PWV 오차는 약 0.3㎜로 PWV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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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만족한다. 그림 9에서 기온 차이는 부분 

-2℃에서 2℃에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기온 차이의 평균은 -0.32℃이었고, RMSE는 

2.18℃이었다.

  기상자료의 오차가 PWV의 오차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해 기상자료와 PWV의 오차 상

계를 그림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0의 (a)는 

기압 오차와 PWV 오차의 상 계를 나타내고, 

(b)는 기온 오차와 PWV 오차의 상 계를 나타낸

다. 상 계수를 계산한 결과 기압 오차의 경우 

-0.87의 역상 성을 나타내었고 기온 오차의 경우 

0.69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상 계 분석을 통

해 PWV의 정확도는 기온에 비해 기압의 정확도에 

더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PWV의 정확도 향상을 해서는 기압의 정확도 향

상이 요하다고 단되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GPS PWV 산출시 GPS 용 기

상센서 부재에 한 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상

자료 보간 방법인 역해면경정법과 크리깅의 정확도

를 평가하 다. 기상자료 정확도 비교결과 역해면경

정법의 RMSE는 기압의 경우 약 0.19hPa, 기온의 

경우 약 1.17℃의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크리깅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역해면경정법의 정확도가 기압

의 경우 약 7배, 기온의 경우 약 1.5배 높음을 확인

하 다. 두 보간법 모두 GPS PWV 산출에서의 허

용오차를 만족하 지만, 오차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

해 역해면경정법의 결과가 크리깅의 결과보다 정확

하고 안정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  상시 측소에서의 PWV 정확도 비교결과 

PWV RMSE는 INTP-RAOB의 경우 3.1㎜, ONST-

RAOB의 경우 2.9mm, INTP-ONST의 경우 0.5㎜

로 GPS PWV와 라디오존데 PWV가 약 3㎜의 차

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기상자료의 장기간 

정확도 분석결과 역해면경정에 의한 기상자료는 

GPS 용 기상센서 기 으로 기압차이의 경우 

RMSE가 0.97hPa이었고 기온차이의 경우 2.18℃로 

산출되었다. 기상자료의 오차가 PWV의 오차에 미

치는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기압의 경우 -0.87의 

역상 성을 나타냈고, 기온의 경우 0.69의 상 계

를 나타냈다.

  이 연구를 통해 GPS PWV 산출을 한 기상자

료 보간 방법으로 역해면경정법의 정확도  가용

성을 입증하 다. 최 의 기상자료 보간 방법을 강

구하기 해 이 연구에서 분석했던 역해면경정과 

정규크리깅 외에도 공간내삽법  스 라인(spline)

이나 역거리가 치(IDW, Inverse Distance Weighting)

혹은 2차 변수를 용할 수 있는 공동크리깅(Co- 

Kriging)과 같은 방법들에 한 정확도 분석  실

험이 필요하다고 단되며, 이와 같은 연구들로 향

후 GPS 기반 가강수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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