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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체공무인기(HALE UAV)는 민·군 기술협력의 비

전을 제시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2017년에 시범기

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무인기 운영의 성공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무인기 

Research Paper 화생방 ․ 환경 부문

장기체공무인기의 운항안전을 위한 남한지역 고도별 풍속 분석

조영준*,1),2) ․ 하종철1) ․ 최규용1) ․ 김기훈1) ․ 임은하1) ․ 김수복3) ․ 윤종환1)

1) 국립기상과학원 관측기반연구과
2)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3) 공군 연구분석평가단

Vertical Analysis of Wind Speed over South Korea 
for the Flight Safety of HALE UAV

Young-Jun Cho*,1),2) ․ Jong-Chul Ha1) ․ Reno K. Y. Choi1) ․ Ki-Hoon Kim1) 
 Eunha Lim1) ․ Su-Bok Kim3) ․ Jong-Hwan Yun1)

1) Observation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Korea
2)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 Yonsei University, Korea

3) Studies & Analysis, Assessments Wing, Korea Air Force, Korea

(Received 15 February 2016 / Revised 20 April 2016 / Accepted 22 July 2016)

ABSTRACT

  We analyzed wind speed over South Korea for HALE UAV(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nmaned Aerial 

Vehicle) flight safety. Annual variation of wind speed at 200 hPa showed that winter season was stronger than 

summer. According to latitude, wind speeds in January and August were found to be 52 ~ 74 m s-1 and 15 ~ 26 

m s-1, respectively. Wind speed was stronger(weaker) at lower latitudes than higher latitudes in winter(summer). 

Frequency(%) of wind speed less than threshold value(18 m s-1) for the operation date was investigated. The days 

showing the frequency greater than 60 % in all altitudes of surface ~ 50 hPa showed the range of 1 ~ 33 days at 

7 stations. Operation date was the longest period at Gosan. The appropriate date of HALE UAV operation at 

Gosan and Osan is considered as the middle of July ~ middle of August and end of July ~ early August, 

respectively.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operation date of HALE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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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무인기는 민·군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기상학적 측면에서도 대기가 안정한 성층권(10 

~ 17 km에서 50 km 고도 사이)에서 장기적인 기상관

측 및 태풍과 같은 위험기상 발생 시 이동을 추적하며 

관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향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1].

  국립기상과학원은 무인기 기상탑재체 개발 및 활용

연구(연직 온·습도 산출)와 함께 무인기의 운항안전을 

위한 기상지원 체계 개발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

아 지역의 성층권 기상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

고 발사예정지에서의 무인기 운항시나리오와 설계기

준치 제시를 위해 지상과 고층기상 관측자료를 이용

하여 기온과 바람 등을 분석하였다. Cho et al.(2015)[1]

은 2000 ~ 2010년 동안의 고층기상 관측의 온도와 풍

속 자료를 이용하여 95 % 빈도값에 해당하는 –75 ℃ 

그리고 90 m s-1를 무인기의 설계기준치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무인기 기상탑재체 활용연구로 위성 유사

센서에서 관측된 연직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세계기상

기구(WMO; 1957)[2]에서 정의된 열적 대류권계면 고도

(thermal tropopause height)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저

기압의 급격한 발달과 관련된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

(tropopause folding) 시 대류권계면 고도의 변화를 분석

하여 하부 성층권의 영향을 연구하였다[3-5].

  현재 무인기는 16 ~ 20 km 성층권 고도에서 운영될 

계획에 있고, 설계상으로 18 m s-1 이상의 풍속에서는 

운영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무인기의 이·착륙 그리고 

성층권 고도 도달 및 운영 시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기상환경 분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운

영(발사) 시기 및 위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고도별 풍속의 변동성 그리고 18 m s-1 이하 풍속의 

발생빈도 등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풍속과 같은 기상요소 연구는 수치모델과 관측자료를 

통해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는 지구온난화와 같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주로 장기

적인 변화경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광범위한 

영역(2.5 ° × 2.5 ° 등)을 대표하는 수치모델 값 혹은 

지점 관측 값을 영역 평균하여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6-9].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는 강한 서풍의 제트기류가 남

북방향으로 축을 이동하며 위치해 있다. 이러한 상층 

제트기류는 200 hPa 등압면 고도에서 30 m s-1 이상의 

풍속으로 정의된다[10]. Cho et al.(2015)[1]은 직접 관측

인 제주도 고산의 고층기상 자료를 통해 평균풍속의 

최대는 200 hPa 등압면 고도(45.7 m s-1)에 위치함을 확

인하였다. So and Suh(2015)[11]는 35년(1979 ~ 2013년) 

동안 4가지 수치모델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동북아

시아 상층제트의 변동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200 hPa 등압면 고도의 계절평균 상층제트의 강도와 

중심위치(남북방향)는 각각 38 ~ 78 m s-1 그리고 33 

~ 43 °N로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층제트의 풍속

은 계절별로 겨울철에서 여름철로 갈수록 약해지고, 

중심위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고위도

에 위치한다. 그러나 상층제트의 풍속과 중심위치는 

기온, 기압 등 그 날의 대기 조건에 따라 변동폭이 크

다. 또한 태풍, 전선, 뇌우, 지형성 강풍 등 기상현상

의 발생지역에 따라 풍속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

다. 따라서 무인기에 적합한 기상환경 분석을 위해 남

한지역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풍속의 특징을 각 지점

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측 지점별로 나타

나는 풍속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무인기의 운영(발사) 시기 

및 위치를 지원하기 위해 남한지역에서 관측된 고층기

상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관측 지점별 풍속의 연 변동

성을 조사하고, 운영조건을 만족하는 풍속 발생빈도를 

고도별로 조사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을 지점

별로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2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3장은 풍속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운영(발사) 시기의 정량적

인 수치를 제시하여 장기체공무인기의 운항안전을 위

한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장기체공무인기의 운항안전을 위해 고층기상장비(레

윈존데)에서 관측된 고도별 풍속을 분석하였다. 현재 

남한지역에서는 7개 지점(속초, 백령도, 오산, 포항, 

광주, 흑산도, 그리고 고산)에서 하루 2번(00, 12 UTC) 

혹은 4번(00, 06, 12, 18 UTC) 고층기상 관측이 이루어

지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0 ~ 2014년(15년) 

동안 00과 12 UTC에 관측된 전 지점(7개 지점) 자료

이다. 이 중 백령도, 속초, 그리고 흑산도는 관측시작 

시기를 고려하여 2000년 6월, 2001년 6월, 그리고 2003

년 6월 이후 자료를 사용하였다(Fig. 1,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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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The locations of rawinsonde stations over 

South Korea

Table 1. The information of rawinsonde stations used 

in this study

Station ID
Latitude

(°N)

Longitude

(°E)

Observation

Start

Sokcho 47090 38.25 128.56 1 June 2001

Baengnyeongdo 47102 37.97 124.63 1 June 2000

Osan 47122 37.10 127.03 15 October 1955

Pohang 47138 36.03 129.38 1 April 1964

Gwangju 47158 35.12 126.82 2 April 1957

Heuksando 47169 34.69 125.45 1 June 2003

Gosan 47185 33.29 126.16 1 May 1988

  고층기상 관측장비인 레윈존데는 지상에서 비양하

여 약 5 hPa(약 35 km) 고도까지 관측을 수행한다. 관

측되는 기상요소는 기압, 지위고도(geopotential height), 

기온, 이슬점온도, 상대습도, 풍향, 그리고 풍속이다. 

따라서 레윈존데의 연직 관측범위는 무인기 운영 고

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적합한 자료로 볼 

수 있다[1,12,13]. Cho et al.(2015)[1]은 2000 ~ 2010년 동

안 제주도 고산에서 관측된 레윈존데의 관측빈도를 

조사한 결과, 20 hPa(약 27 km) 미만 등압면 고도에서 

관측빈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20 hPa까지 15개 표준 등압면 고도

(1000, 925, 850, 700, 500, 400, 300, 250, 200, 150, 

100, 70, 50, 30, 20 hPa)에서 관측된 풍속 자료를 사

용하였다. 레윈존데 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수집되었

고,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지점정보는 Table 1에서 보

여준다.

  무인기는 현재 설계상으로 18 m s-1 이상의 풍속에

서 운영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 값을 임계치로 설

정하였다. 이 값은 기상학적으로 강풍주의보(14 m s-1 

이상)와 강풍경보(21 m s-1 이상) 사이에 해당하는 수

치이다. 각 지점별로 풍속의 연 변동성을 조사하기 위

해 15년 동안의 레윈존데 자료를 이용하여 월 평균풍

속을 분석하였다. 또한 월 평균풍속이 약하게 나타나

는 기간을 선정하여 각 고도별로 임계치(≤ 18 m s-1)

보다 약한 풍속의 발생빈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발생빈도는 하루 2번(00, 12 UTC) 관측된 자료를 이

용하여 각 일별로 15년(2000 ~ 2014년) 동안 임계치를 

만족하는 빈도(%)이다. 지점별로 풍속과 발생빈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남한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징

을 조사하였다. 현재 무인기는 16 ~ 20 km 고도에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50 hPa(약 21 km) 

등압면 고도사이 모든 층에서 임계치보다 약한 풍속의 

발생빈도가 높은 기간을 조사하였다. 즉, 무인기의 운

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을 관측 지점에 따라 정량

적으로 제시하였다.

3. 결 과

  Fig. 2는 7개 지점에 대한 월별-고도별 평균풍속을 

보여준다. (a)속초에서 (g)고산으로 갈수록 고위도에서 

저위도에 위치한 관측 지점이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등압면 고도에서 월 평균풍속은 모든 지점에서 겨울철

에서 여름철로 갈수록 풍속이 약해지고 다시 겨울철

로 갈수록 증가하는 전형적인 연 변화(annual cycle)를 

보였다. 고도에 따른 풍속의 연 변화는 온도풍(thermal 

wind)으로 설명된다[10].




 





 (1)



  Fig. 2. The time-height cross section of monthly mean wind speed(m s-1) at (a) Sokcho, (b) Baengnyeongdo, 

(c) Osan, (d) Pohang, (e) Gwangju, (f) Heuksando, and (g) Gosan during the period of 2000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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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는 동서방향의 풍속, p와 T는 기압과 기온이

다. R은 건조기체 상수(gas constant for dry air)이고, f 

코리올리 계수(Coriolis parameter)이다. 동서 방향의 풍

속은 남북방향의 온도경도(temperature gradient)에 의존

하기 때문에 남북방향의 온도경도가 큰 겨울철은 풍

속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월 평균풍속이 강한 약 200 hPa 등압면 고도에서 지

점별로 풍속을 비교하였다.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한 

속초에서 1월 평균풍속은 약 53 m s-1을 보였고,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 고산은 약 74 m s-1로 위도가 낮아질

수록 풍속이 강해지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8월에는 

속초와 고산의 평균풍속이 약 26 m s-1와 15 m s-1로 

저위도로 갈수록 풍속이 약해지는 계절적 특징을 보

였다. 이것은 상층제트의 중심위치가 겨울철에는 남하

하여 고산을 포함한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여름철

은 북상하여 고위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이다(Fig. 2, 

Table 2)[10,11].

Table 2. Monthly mean wind speed(m s-1) at 200 hPa 

pressure level which is located in maximum 

wind speed. Bold values indicate wind speed 

less than threshold value(≤ 18 m s-1)

Station
Monthly mean wind speed(m s-1)

1 2 3 4 5 6 7 8 9 10 11 12

Sokcho 53 53 48 41 39 34 29 26 37 44 50 52

Baengnyeongdo 52 54 46 40 39 32 28 26 36 43 48 50

Osan 54 56 49 42 39 34 26 23 34 43 51 54

Pohang 64 65 56 47 43 38 24 20 31 46 59 63

Gwangju 65 66 57 47 42 35 22 18 29 45 57 62

Heuksando 69 67 58 49 42 36 22 18 29 45 58 64

Gosan 74 72 64 51 43 35 19 15 24 43 61 70

  각 지점별로 고도에 따른 월 평균풍속이 임계치보다 

약한 월을 조사하였다. 모든 지점에서 약 700 hPa 이

상과 50 hPa 이하의 등압면 고도에서는 연중 임계치

보다 풍속이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름철로 갈수록 

임계치보다 약한 풍속을 나타내는 고도층이 넓어졌다. 

특히 광주, 흑산도, 고산에서는 8월에는 대부분의 고도

층에서 임계치보다 약한 풍속을 나타내었다. 반면 상

대적으로 위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속초, 백령도, 오

산, 포항에서는 임계치보다 약한 풍속이 나타나는 고

도층이 작게 나타났다(Fig. 1, Table 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월 평균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한 6 ~ 8월의 

기간을 선정하여 임계치보다 약한 풍속의 발생빈도(%)

를 조사하였다.

  Fig. 3은 6월 1일에서 8월 30일 동안 각 일별로 임

계치보다 약한 풍속의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부 등압면 고도(약 30 hPa 이하)를 제외하고 약 400 

hPa 이상 그리고 100 hPa 이하 등압면 고도에서는 발

생빈도가 60 ~ 100 %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빈도는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약 400 ~ 100 

hPa 사이 등압면 고도에서는 지점별로 일부 기간(8월 

초 전후)을 제외하고 0 ~ 40 %로 낮은 발생빈도를 보

였다. 이러한 낮은 빈도는 대류권 상층에 위치한 제트

기류의 고도와 일치한다.

  현재 무인기는 16 ~ 20 km(100 ~ 50 hPa) 고도에서 

운영될 계획에 있다. 따라서 지상에서 50 hPa(약 21 

km) 모든 고도에서 임계치보다 약한 풍속의 발생빈도

가 가장 높은 날짜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고도에서 발생빈도가 95 % 이상인 날짜는 나타

나지 않았다. 따라서 무인기의 적합한 운영시기를 제

시하기 위해 모든 고도에서 발생빈도가 60 % 그리고 

80 % 이상인 발생빈도를 임의로 선정하여 운영 가능

성이 높은 날짜를 조사하였다(Table 3). 모든 고도에서 

발생빈도가 60 % 이상인 일수를 조사한 결과, 위도가 

높은 속초, 백령도에서 위도가 낮은 고산으로 갈수록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발생일수는 속초와 백령도에서 

각 1일로 나타났고, 오산, 포항, 광주, 흑산도는 각각 4

일, 15일, 17일, 19일, 그리고 고산에서는 33일로 저위

도로 갈수록 조건을 만족하는 일수가 증가하였다. 조

건을 만족하는 기간은 8월 초순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고산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33일)이 7

월 중순과 8월 중순으로 가장 넒은 기간에 걸쳐 나타

났다. 발생빈도가 80 % 이상인 일수는 높은 위도에 위

치한 속초, 백령도, 그리고 오산 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포항, 광주, 흑산도, 고산에서는 각각 1

일, 3일, 1일, 9일로 고산에서 가장 많은 일수를 보였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무인기의 운영 위치는 

위도가 낮은 고산이 가장 적합하고, 운영(발사) 시기는 

60 % 이상 발생빈도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7월 중순

에서 8월 중순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한반

도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산에서는 7월 말에서 8월 초

순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The time-height frequency(%) of wind speed(m s-1) less than threshold value from June to August during 

the period of 2000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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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ays showing the frequency(%) greater 

than 60 % and 80 % in all altitudes of 

surface ~ 50 hPa. Frequency was calculated 

as wind speed less than threshold value

Station
Date

Frequency(≥ 60 %) ≥ 80 %

Sokcho
2 August

Total: 1 day
-

Baengnyeongdo
2 August

Total: 1 day
-

Osan

29 July
31 July

1 ~ 2 August
Total: 4 days

-

Pohang

24 July
28 July ~ 6 August

8 ~ 9 August
14 August
18 August

Total: 15 days

3 August

Total: 1 day

Gwangju

18 July
20 July
24 July

28 July ~ 7 August
10 August
14 August
18 August

Total: 17 days

2 ~ 3 August
6 August

Total: 3 days

Heuksando

18 ~ 20 July
24 July

27 ~ 28 July
31 July ~ 9 August

11 August
14 August
18 August

Total: 19 days

3 August

Total: 1 day

Gosan

18 ~ 21 July
23 July ~ 15 August

17 ~ 20 August
22 August

Total: 33 days

1 ~ 6 August
10 August

17 ~ 18 August
Total: 9 days

4. 요약 및 결론

  현재 무인기는 18 m s-1 이상인 풍속에서 운영에 제

약이 있다. 따라서 무인기에 적합한 풍속분석이 지역 

그리고 고도에 따라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5년(2000 ~ 014년) 동안 남한지역에서 

관측된 7개 지점(속초, 백령도, 오산, 포항, 광주, 흑산

도, 고산) 고층기상(레윈존데)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풍

속의 연변동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풍속이 가장 약하

게 나타나는 계절을 선정하여 임계치(≤ 18 m s-1)보다 

약한 풍속의 발생빈도(%)를 각 일별로 조사하였다.

  월 평균풍속은 7개 지점 모두에서 겨울철에 가장 강

하고 여름철로 갈수록 약해지는 특징을 보였다. 위도

에 따라 월 평균풍속을 분석한 결과, 1월의 경우, 위도

가 높은 속초와 위도가 낮은 고산에서 각각 53 m s-1, 

74 m s-1로 낮은 위도로 갈수록 풍속이 강하게 나타났

다. 반면 8월에는 속초(26 m s-1)에서 고산(15 m s-1)으

로 갈수록 풍속이 약하게 나타났다. 월 평균풍속이 다

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6 ~ 8월의 기간을 선

정하여 임계치 보다 약한 풍속의 발생빈도를 조사하였

다. 지상에서 50 hPa 등압면 고도 사이에서 60 % 이상

의 발생빈도를 보인 기간은 높은 위도(속초)에서 낮은 

위도(고산)로 갈수록 1일에서 33일로 위도가 낮아질수

록 임계치 조건을 만족하는 일수가 증가하였다. 80 % 

이상 일수는 포항, 광주, 흑산도, 고산에서 각 1일, 3

일, 1일, 9일로 나타났고, 이 외 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무인기에 적합한 풍속을 분석

한 결과, 위도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였다. 임계치보

다 약한 풍속이 나타나는 기간은 높은 위도에서 낮은 

위도로 갈수록 길게 나타났다. 따라서 무인기의 운영 

위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고

산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인기의 

운영(발사) 시기는 60 % 이상 발생빈도 결과를 기준

으로 위도가 낮은 고산 지역에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오산에서는 상대적으

로 기간이 짧은 7월 말에서 8월 초순이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7월 중순은 장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8월은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

에 중·장기 예보모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발사시기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향후 무인기 운항안전을 위한 지원 자료로 활용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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