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5

 UHF 센서 탑재 UAV를 이용한 지표층 열 럭스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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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Surface Layer Heat Flux Using the UHF Sensor Installed on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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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상에 고정된 기기로 감시하기 어려운 기 하층의 측 사각 지역에서 유용한 측  자료 분석 기술을 

개발하 다. 상층 기상 측에 사용되는 UHF 라디오존데를 UAV에 탑재하여 기온과 상 습도의 연직 자료를 

원격 수집하여 10 m 기상 타워에서 측정한 자료와 비교하 다. 검증된 연직 분포로부터 외삽된 지표 기온과 

총체 달 방법을 이용하여 기 안정도 변화에 따른 열 럭스를 추정하 다. 지상에서 3차원 음  풍속

계로 측정한 열 럭스와 비교한 결과는 원격탐사로 산출되는 열 럭스에 허용되는 오차 범  30%보다 

작은 23% 이내의 오차를 보 다. UAV 측 열 럭스로부터 추정한 기경계층 고도는 기 오염 확산 

모델에 유용한 자료를 실시간, 경제 으로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Observation and data analysis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for observational blind areas in the lower atmosphere that are difficult to be 

monitored with fixed equipment on the ground. The vertical data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re remotely collected by the UHF 

radiosonde installed on UAV and compared with the data measured in the 10 m weather tower. From the validated vertical profile, extrapolated 

surface temperature and the bulk transfer method were used to estimate the sensible heat flux depending on the atmospheric stability. Compared 

with the sensible heat flux measured by the 3-dimensional ultrasonic anemometer on the ground, the error of the sensible heat flux estimated was 

23% that is less than the range of 30% allowed in the remote sensing. Estimated atmospheric boundary layer height from UAV sensible heat fluxes 

can provide useful data for air pollution diffusion models in real time and econo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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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 기술의 발 에 따라 자연 상을 측하는 방

법이 다양해지고 수집되는 자료의 정확도도 향상되고 

있다. 기의 운동과 물리  상을 감시에도 인공

성, 이더, 항공기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으로 발 하고 있다. 한 지상에서 자기 를 이용

하여 원격으로 상층 기를 측하는 다양한 장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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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 히 측 사각 지역이 존재한

다.  지상으로부터 약 1-2 km 내의 기경계층은 인

간 활동의 부분이 이루어지는 기 역으로 매일 

하는 최고 기온, 최  기온, 안개, 바람과 같은 기상 

보의 상 역이다. 지표면 부근의 열, 운동량, 수

분 럭스 등을 난류 운동을 통해 수직으로 재분배함

으로써 단기  기 보의 역학과정에 결정 인 역

할을 하고 있다. 이 기상 인자뿐만 아니라 기 난류

의 연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아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일반 으로 기경계층 발달의 척도가 되는 

혼합층 고도를 측하기 해서 라디오존데, 소다 

는 UHF 드 로 일러를 이용하는데 모두 고가의 

장비이고 고정 에서 측하는 한계가 있다[1].  

최근에는 시공간  제약을 게 받으면서 상 으

로 렴한 비용으로 상시 측이 가능한 무인비행체

(Unmaned Aerial Vehicle, UAV)를 활용한 연구가 다

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UAV는 기과

학 분야에서도 측과 감시 장비로 실험되고 있다

[2-3]. 풍향, 풍속, 기온, 에어로졸 농도 등의  연속

인(quasi-continuous) 수직과 수평의 연속 자료를 

얻기 해 UAV가 이용되고 있다[4-6]. 다 분  

외선 카메라를 UAV에 탑재하여 수 백 미터 규모에

서 열  잠열 럭스를 추정하는 연구도 수행되었

다[7-10]. Lee 등[11]은 UAV를 이용하여 열 럭스

를 추정하 고 이를 음  풍속계로 측한 열 

럭스와 Large-Eddy Simulations으로 모의한 열 

럭스로 검증하여 5-10 Wm-2의 오차를 보 다. 

Harvey 등[12]은 소형 UAV에 외선 카메라를 탑재

하여 뉴질랜드 Waikite 지열 지역에서 2.2 km2의 

상 역에서 2 주일 동안 지표면 온도를 경제 으로 

감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400 MHz 역의 주 수를 통해  

무선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라디오존데의 센서를 

UAV에 탑재하여 측 사각 역에서 기온과 습도의 

연직 로 일을 산출하고 간  측정 방법으로 하층 

기에서 열의 연직 수송과 기경계층 고도를 추정

하 다(그림 1). 측 실험은 원주 기상 , 철원 기상

 그리고 속  기상 에서 집 측으로 수행되었다. 

측한 기온과 풍속 자료만을 이용하여 반복 으로 

총체 달 방법에 용하여 간 으로 기 안정도 

변화에 따른 열 럭스를 산출하고, 열 럭스와 

기경계층 발달의 선형 계를 확인하 다.  

Ⅱ. 연구방법

2.1 측과 자료

2.1.1 측 지역

지표층의 기 난류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여름

철에 철원 기상 (38° 08′ 53.05″N, 127° 18′ 15.6

7″E), 원주 기상 (37° 20′ 14.57″N, 127° 56′ 

48.81″E)에서 그리고 겨울철 속  기상 (38° 15′ 

02.77″N, 128° 33′ 52.82″E)에서 각각 라디오존데

를 탑재한 UAV를 이용하여 기온, 습도 그리고 치 

정보를 수집하 다(표 1). 철원 기상 와 원주 기상

에서는 각각 7일간 집  측으로 연속 자료를 수집

하 으며, 속  기상 에서는 한 달 동안 불연속 으

로 측하 다. 여름철 철원 기상  주변은 작물이 자

라고 있는 논밭으로 큰 지형지물이 없었다. 여름철 원

주 기상  주변은 아 트와 주택 건물이 있는 복합 

지역으로 거칠기 길이 요소가 다양한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속  기상 는 해안가로부터 남서쪽으

로 약 30 m에 치하고, 주변의 낮은 지 에 주택이 

분포하 다.  

Site Period z0m (m)

Cheorwon 2016. 07. 09 - 2016. 07. 10 3.0×10
-2

Wonju 2016. 07. 11 - 2016. 07. 14 0.2×10-2

Sokcho 2017. 02. 09 - 2017. 03. 15 2.0×10
-2

표 1. 측 기간  측 지역의 거칠기 길이
Table 1. Observation periods and roughness length 

for ea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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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라디오존데 시스템의 측정 센서(DFM-09) 
A와 자료 수신 장치 B, (b) 측정 센서를 탑재한 UAV 

시스템
Fig. 1 (a) Measurement sensor (DFM-09) A and the 
receiver B in the radiosonde system, (b) UAV system 

installed the measurement sensor 

2.1.2 측 자료 

측 실험에서 사용한 UAV는 4개의 로펠러를 

갖춘 쿼드콥터로 최  상승고도는 2,000 m이며, 최

수평 이동거리는 1,000 m이다. 최  10 m/s 바람에도 

수평 호버링 정확도가 ±0.5 m 이내를 유지하는 안정

인 측이 가능하다. 수평 비행 속도는 10 m/s이며 

수직 비행속도는 5 m/s이다. 라디오존데 측정 센서

(표 2)가 탑재된 UAV는 완 히 충 된 하나의 배터

리로 최  30분까지 안정 으로 비행이 가능하다. 라

디오존데 수신기(GS-U)에 표출되는 GPS 정보와 

UAV의 GPS 정보를 이용하여 1분씩 2 m 간격으로 

30 m까지 상승과 하강하면서 총 30분 동안 지표층 

내의 기온과 습도를 총 164회 측하 다. 

라디오존데로 측정한 자료의 검증을 해 총 102회 

상층 기상 측을 수행하여 수집한 기온과 습도를 기

상 의 기상 타워 10 m에 설치된 자동기상 측 장비

(Automatic Weather System; AWS)로 측정된 기온, 

습도 자료와 통계 으로 비교 검증하 다(그림 2). 기

온, 습도, 이슬  온도, 기압은 결정 계수 0.9 이상을 

보여 상호 잘 일치하 다. 하지만 라디오존데가 측

한 풍향, 풍속은 10 m 기상 타워에서 측된 풍향, 

풍속과의 차이가 컸다[13]. 

그림 2. 라디오존데로 측한 기상 인자와 AWS로 
측한 기상 인자의 비교

Fig. 2 Comparison of Rawinsonde data with AWS 
data

표 2의 독일 Graw사 DFM-09 라디오존데는 헬륨

이 주입된 고무 풍선에 연결되어 지상에서 약 30 km 

높이까지 비양하면서 지오포텐셜 고도(기압), 기온, 바

람(풍향, 풍속), 상 습도 등의 기상 인자를 측하여 

400-406 MHz의 주 수를 통해 1 Hz 시간 해상도로 

송신한다. 48개의 채 로 구성된 GPS 기반으로 바람

을 측정하며 밴드 폭은 10 kHz 미만이다. 지상에 설

치되어 있는 라디오존데 수신기(GS-U)는 수신된 

측 자료를 1 Hz로 집록한다(표 3). 

지표면에서 0.5 cm 떨어진 높이에 온습도센서를 

설치하여 지표면 기온을 측하 다. 2 m에 설치된 3

차원 음  풍속계(SATI-3K, Applied Technologies 

Inc.)에서 10 Hz로 측정된 원시 자료는 Vickers와 

Mahrt[14]의 품질 리 방법에 따라 첨두 검사와 방

향 보정을 용하 다. 이  좌표 변환을 한 후에 최

종 으로 에디공분산법을 용하여 30분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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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럭스를 산출하 다. 이 자료는 드론으로 측한 

기온을 총체 달 방법에 용하여 산출한 열 럭

스의 검증용 기 으로 사용하 다. 

Weight ＜ 90 g

Temperature resolution 0.1℃

Temperature random error ＜ 0.2℃

Geopotential height 
accuracy ＜ 10 m

Battery type /operating 
time Lithium / ＞ 140 minute

Frequency range 400 – 406 MHz

Connections
1 × 400 MHz antenna

1× USB
1 × Power adapter

Tuning steps 20 kHz

Receiving range  > 100 km

표 2. Rawinsonde DFM-09 세부 정보
Table 2. Rawinsonde DFM-09 Technical information 

Weight 3900 g

Size 270 ×245 ×120 mm

Runtime integrated 
battery pack > 3 hours

Frequency range 400 – 406 MHz

Connections
1 × 400 MHz antenna

1× USB
1 × Power adapter

Tuning steps 20 kHz

Receiving range  > 100 km

Protection IP65 (Waterproof)

PC Standard PC or Notebook

표 3. Groundstation GS-U 세부 정보
Table 3. Groundstation GS-U Technical information 

2.1.3 국지 기상 측 시스템 

국지 기상 측 시스템(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은 1.5 km의 수평 

해상도와 연직으로 약 40 km까지 70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LDAPS는 00, 06, 12, 18 UTC에는 36시간 측

을 수행하고, 03, 09, 15, 18 UTC에는 3시간 측을 

수행한다. LDAPS는 602 × 781 개의 수평 격자로 한

반도 역을 포함한다. 수평과 연직 격자 체계는 각각 

Charney-Phillips 엇갈림 격자계와 Arkawa C-grid를 

사용한다. LDAPS는 경계층 물리 과정(Non-local 

scheme with revised scheme), 미세 물리 과정

(Mixed-phase scheme with graupel), 지면 물리 과정

(JULES land-surface scheme), 력  항력 과정

(Gravity wave drag due to orography), 유한차분법

을 사용하고 반암시 반라그랑지 방법을 이용하여 시

간 분을 수행한다. LDAPS 단일면 산출 자료  1

시간 간격으로 측 지역에서의 열 럭스와 기

경계층 고도를 추출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15]. 

2.2 총체 달 방법   

3차원 음  풍속계와 같은 정 한 기기는 기 

난류를 정확하게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매우 

고가이고, 유지  보수가 복잡해서 상시 측에 이용

하기 어렵다. 안으로 측이 용이한 자료로 열 

럭스를 추정할 수 있는 간 인 산출 방법이 개발되

기 시작하여 수평 으로 균질하고 정상 상태인 지

층 내에서 열 럭스가 높이에 따라 일정하다는 모

닌-오 코  상사 이론을 용하는 여러 방법이 제시

되었다[16]. 지표층에서 측정된 평균 바람과 온도로부

터 열 럭스를 추정하는 간 방법으로 비교  간

단하고 범 하게 사용되는 총체 달 방법은 지표

면 특성인 거칠기 길이와 지표면 온도가 고려되고 평

균 풍속과 기 온도가 한 층에서만 유용할 때 사용

될 수 있다. 총체 달 방법으로 열 럭스를 산출

하기 해서는 지표면 부근의 기온과 임의의 높이에

서 측정한 기온과 풍속이 필요하다. UAV를 이용하여 

10 m 높이에서 정지 비행을 통해 측한 기온과 지

표면으로부터 0.5 cm에서 측정한 기온, 그리고 10 m 

기상 타워에서 측된 풍속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

다. 2 m 높이에서 30 m 높이까지 1분씩 측한 기온 

로 일을 선형으로 외삽하여 지표면 온도를 추정하

고 이를 지표면에서 직  측정한 기온과 비교 검증 

후에 사용하 다.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열 달계수 CH는 

일반 으로 지표층 상사 이론에 따른 연직 분포 계

로 결정되며, 거칠기 길이와 모닌-오 코  안정도 

매개 변수의 함수로 나타낸다.

 

CH  k

lnzm

zr d mL
z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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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zm

zr d hL
zr d 





 (1)

 여기서 k(=0.4)는 본-카르만 상수이며, d0는 면 변

, zr은 측 기  높이(m), z0m는 거칠기 길이(m)이

다[17]. d0는 식생의 높이 h0의 함수로 Stanhill[18]이 

제시한 식 (2)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z0m는 

Kim 등[19]이 제시한 방법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한 

고도만의 측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는 장 이 있다. 

반복법을 이용하여 결정된 CH에서 z0m는 Stull[16]이 

지표면 조건에 따라 분류한 범  안에서 산출되었고, 

이를 열 럭스 산출에 동일하게 용하 다. 

Lnd  ×Lnh  (2)

식 (1)에서 m과 h는 각각 운동량 럭스와 열 

럭스에 한 기 안정도 보정 함수로써 기 안정

도에 따라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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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모닌-오 코  

길이 L은 식 (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 kgHUAV
cpu

(4)

g는 력 가속도(ms-2), 는 두 고도에서 평균한 온

(K), u∗는 마찰 속도(ms-1)로 식 (5)와 같고, 
HUAV는 총체 달 방법으로 산출한 열 럭스

(Wm
-2
)이다. 

u∗ 
lnzm
zr d

mL
zr d 

kur u
(5)

총체 달 방법으로 산출되는 열 럭스는 식 (6)

과 같다. 

 HUHV cPCHurtSURF tUHV (6)

여기서 는 공기 도(1.25 kgm-3)이며, ur은 10 m 
기상 타워에서 측정한 풍속(ms

-1
), cP (1004 JK-1kg-1)

는 정압 비열, tSURF는 지표면 근처의 기온(K), tUAV
는 UAV를 이용하여 10 m 높이에서 측정한 기온(K)

이다. 임의의 고도에서 모닌-오 코  안정도 매개변

수 zr/L은 시어 생성에 한 부력 생성의 상  

요성을 나타낸 열  안정도이다. 식 (6)에 의한 결과

를 얻기 하여 식 (1) ∼ 식 (6)을 반복 으로 수행

하 다. 립 안정도를 고려한 u∗ , HUAV , 모닌-오
코  길이, 열 달계수는 인  모닌-오 코  길

이 Ln-1, Ln의  차이 비율이 1% 미만이 될 때까지 반

복 계산된다.

Ⅲ. 결과  토의

3.1 측 기기의 상호 비교

UAV에 탑재한 라디오존데에 의해 측된 기온과 

상 습도를 검증하기 해 각 측 지 의 10 m 기

상 타워에 설치된 기온과 상 습도를 상호 비교하

다. 그림 3(a)는 철원, 원주 그리고 속 에서 10 m의 

기상 타워에서 측된 기온과 10 m 높이에서 UAV가 

총 164회의 정지 비행하면서 측한 기온과의 비교를 

보여 다. 10 m 기상 타워에서 측한 기온과 UAV

에서 측된 기온은 상  계수 1의 이상 인 선형 

계를 보이며 서로 잘 일치하 다. 그림 3(b)는 상 습

도 비교로 상  계수 0.9의 선형 계를 보이지만 주

간에는 고정된 기기에서 측된 상 습도가 크게 측

정되었다. 야간이나 다습한 기 상태에서는 반 으

로 UAV로 측한 상 습도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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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상 타워와 UAV에서 측한 (a) 기온과 (b) 
상 습도의 비교 

Fig. 3 Comparison of (a) the temperature and (b) the 
relative humidity measured on the AWS tower and 

by the UAV

라디오존데와 UAV를 동시에 비양하여 측한 기

온과 상 습도의 연직 로 일과 지상 2 m에서 30 

m 사이에서 UAV로 측한 기온과 상 습도의 연직 

로 일을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디오존데의 

빠른 비양 속도 때문에 지표면 부근의 자료 유실과 

오류를 UAV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그림 

4(a)). UAV로 측한 기온을 선형으로 외삽하여 추정

한 지표면 기온과 지표면에서 측정한 기온과 비교하

여(그림 4(b)) 상  계수 0.9 이상의 결과를 얻었지만 

지표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외삽된 온도와 차이가 증

가했다. 지표면이 태양 복사에 의해 가열되면 열 도

열이 큰 지표일수록 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

에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의 선형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름철에 외삽에 의한 지표면 온도

를 산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그림 4. (a) 라디오존데(검정 실선과 회색 선)와 
UAV(+)로 측한 기온(검정)과 상 습도(회색), 
(b) 철원(+)과 원주(*)에서 외삽된 기온과 지표 

부근에서 측정된 기온의 비교  
Fig. 4 (a) temperature (black line) and relative 

humidity (dotted gray line) measured by radiosonde 
and UAV (+), (b)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 
extrapolated with the measured near surface at 

Cheorwon (+) and Wonju (*) 

3.2 열 달계수

열 럭스가 식 (6)과 같이 바람과 온도차의 함

수라면 반복 실험을 통한 통계  근으로 한 상

수의 CH를 구할 수 있다. 이는 직  측한 럭스 

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유용하기 때문에 CH를 추정할 

방법이 필요하다. 해양이나 호수와 같은 수면 에서 

총체 달계수는 풍속만의 함수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17], 지표면 에서는 기 안정도가 요한 변수 역

할을 한다[21]. Kim 등[19]은 기 안정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립 기를 가정하면, 3차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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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철원(+)과 원주(*)에서 HUAV와 
HLDAPS의 비교, (b) 속 (△)에서 HUAV와 

HATI3K의 비교
Fig. 6 (a) Comparison between HUAV and HLDAPS 
at Cheorwon (+) and Wonju (*), and (b) comparison 

between HUAV and HATI3K at Sokcho 

풍속계 SATI-3K로 측정한 열 럭스가 150 Wm-2 

이상으로 크거나 0 Wm-2보다 작은 경우에는 총체 

달 방법으로 산출한 결과와 차이를 보 다. 이 범 는 

각각 주간에 불안정한 기 상태 그리고 야간에 매우 

안정한 기 상태일 때와 일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 난류 럭스를 산출하기 해서는 기 안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수평 바람의 연직 변화와 부력에 의한 열  불안정

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CH는 기의 안정도

에 따라 달라진다. 안정도를 고려하여 반복법으로 산

출한 CH의 일변화는 그림 5와 같이 주간과 야간에 확

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여름철의 CH (*, +)는 겨울철

의 CH (△)보다 기 안정도와 상 없이 항상 컸으며, 

여름철에 주간의 최  CH는 10.0×10
-3 - 30.0×10-3의 

범 에서 차이를 보 다. 겨울철에 주간의 최  CH는 

0.8×10-3 이하이며 상 으로 여름철에 비해 기안

정도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었다. 겨울철에는 지표면 

온도와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낮과 밤의 CH의 

변화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기가 안정될

수록 CH의 측지별 차이는 감소하 다. 기 안정도

가 같을 때에는 여름철의 CH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

고, 기가 불안정해질수록 기 난류가 활성화되어 

CH도 증가하 다. 철원과 원주에서 여름철에 실시된 

측 자료로 산출한 CH의 차이는 지표면 거칠기 길이

(Roughness length)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5. 여름철 철원(+)과 원주(*), 겨울철 
속 (△)에서 산출한 기 안정도에 따른 열 

달계수 
Fig. 5 Heat transfer coefficient depending on the 
atmospheric stability at Cheorwon (+) and Wonju (*) 

in summer, and at Sokcho (△) in winter  

3.3 열 럭스

각각의 측지에 해당하는 거칠기 길이를 고려한 

기 안정도의 변화에 따라 산출된 CH를 이용하여 식 

(6)에 의해 철원과 원주에서 추정된 HUAV를 국지 기

상 측 시스템인 LDAPS의 결과인 열 럭스 

HLDAPS와 비교 검증하 고, 속 에서는 지상에 설치한 

3차원 음  풍속계로 측정한 HATI3K로 비교 검증하

다(그림 6).  철원과 원주에서 HUAV와 HLDAPS의 상

 계수는 0.8이고 평균편의가 –20.1 Wm-2, 평균제

곱근오차는 82.6 Wm-2 정도로 차이가 컸다(그림 

6(a)). LDAPS는 상세한 지형, 건물, 지표면 가열 효

과 등을 고려하지 못해서 풍속을 과  모의하고 기온

을 과소 모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차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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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속 에서 산출된 자료의 비교 결과인 HUAV와 

HATI3K의 상  계수는 0.9, 평균편의 0.5 Wm-2이고, 

평균제곱근오차는 30.9 Wm-2로 지상 측 최  열 

럭스의 약 20% 이내 다(그림 6(b)). 풍속이 8 

ms-1 이하인 조건에서 발생한 열 럭스의 오차는 

약 30 Wm-2로 측 최댓값의 23% 정도라는 Burns 

등[22]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상 으로 야간에 

비해 주간에 HUAV 가 과  모의되는 경향을 보 는

데, 이것은 주간에 수평 바람의 층 림이 강해지면서 

지표층 내의 난류 운동에 지가 생성되어 열 럭

스가 고도에 따라 증가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3.4 기경계층 고도

종  상태와 무 하게 지표층 열 럭스가 강한 

지역에서 지표에서 기로 열에 지가 공 되어 기 

난류의 활성화로 기경계층이 높게 발달한다[23]. 지

표층 열 럭스와 기경계층 고도의 계를 구명

하여 온도와 바람만으로 기경계층 고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24, 25]. 

기경계층 고도는 기혼합층 고도라고도 하며, 부분

의 기 확산 모델에서 기경계층 내에 방출된 기 

오염 물질의 확산 과정을 모의할 때 입력 자료로 요

구된다. 따라서 정확한 지표층 열 럭스 자료는 기 

오염 보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그림 7은 철원과 원주에서의 HLDAPS와 HUAV, 그리

고 LDAPS에서 추정한 기경계층 높이 BLHLDAPS와

6시간 간격으로 라디오존데를 비양하여 온 의 연직 

변화로 결정한 기경계층 높이 BLHSONDE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6년 7월 9일 09 LST부터 7월 15

일 09 LST까지 HLDAPS증감에 따라 BLHLDAPS가 증감

하는 것을 확인하 다. 2016년 7월 9일 09 LST부터 

6시간 간격으로 라디오존데로 측한 BLHSONDE은 7

월 10일 09 LST에 200 m 정도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15 LST에 1300 m 까지 발달한 후, 7월 11일 09 LST

에는 400 m로 낮아졌다. HUAV는 7월 10일 09 LST에 

34.9 Wm-2이었고 15 LST에 173.4 Wm-2로 증가하

다가 7월 11일 09 LST에 –2.3 Wm-2로 감소하 다. 

지표층 열 럭스의 변화에 따라 기경계층의 높이

도 같은 증감의 변화를 보이는 결과로부터 기경계

층 고도는 지표층 열 럭스와 하게 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BLHLDAPS(회색 실선)와,  HLDAPS(+), 
그리고  BLHSONDE(*)와 HUAV(◇)의 일변화

Fig. 7 Diurnal variation of BLHLDAPS (gray line) and 
HLDAPS (+), and BLHSONDE (*) and HUAV (◇) 

철원과 원주에서 산출한 HUAV와 BLHSONDE를 동일 

지역에서 산출한 자료 에서 각각의 최댓값으로 정

규화한 무차원 지표층 열 럭스와 무차원 기경

계층 고도의 선형 계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지표

층 열 럭스는 고도에 따라서 감소하여 기경계

층 고도에서 0이 된다고 가정하 다[16]. 회색 실선과 

같이 HUAV와 BLHSONDE들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직선

의 기울기는 고도에 따른 열 럭스의 변화율이라

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울기를 평균하면 검은색 선

과 같이 이 지역에 한 열 럭스 표 감률을 약 

–1.2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UAV를 이용하여 지

표층 열 럭스를 산출하고 측 실험으로 결정된 

표 열 럭스 감률을 용하면 기경계층의 높

이 변화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8. 최 값으로 정규화된 열 럭스(+)와 
기경계층 고도(◇)의 계

Fig. 8 Relation between the normalized heat flux (+) 
and the normalized atmospheric boundary layer 

h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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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결론

인간의 삶을 이루고 있는 공간인 기경계층의 발

달과 변화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해 직  측이 필

요하지만 실질 으로 효과 인 방법은 아직 업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 기 하층의 연직 조사가 문제인

데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UHF 원격탐사 장비인 

라디오존데는 비양용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수하

기가 어려워 측 비용이 많이 들고 다수의 측 인

력이 필요하다. 한 라디오존데로 측정된 바람은 

층에서 특히 큰 오차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서 기

경계층에 조사에 합한 기기라고 할 수 없다. 한 

음 , 이  는 UHF와 VHF를 이용하여 안정 으

로 기 연직 로 일을 수집할 수 있지만 고정  

측이라는 단 과 고비용에 숙련된 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서 

UAV에 UHF 원격탐사 센서를 탑재하여 경제 으로 

지표층 내의 기 난류 인자를 산출하는 방법을 개발

하고 검증하 다. UAV로 측정한 기온과 상 습도는 

10 m 기상 타워에서 측정한 자료로 비교 검증하 다. 

한 UAV로 여러 높이에서 측정한 기온을 선형으로 

외삽하여 지표면 기온을 추정하 고 지표면 기온 센

서로 검증하 다. UAV로 측정한 기온을 반복 으로 

총체 달 방법에 용하여 CH와 열 럭스를 산출

하 다. 지표면 특성에 따른 거칠기 길이를 포함하는 

기 안정도의 향을 고려하여 총체 달 방법으로 

산출한 열 럭스가 국지 기상 측 시스템이 생산

한 열 럭스와 비교하 고, 장에서 3차원 음

풍속계로 측정한 열 럭스와 약 20% 이내의 오차 

범  내에서 일치하 다. 이 결과는 측지의 거칠기 

길이와 CH가 합하게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UHF 

원격탐사 센서를 탑재한 UAV로 지표층 열 럭스

를 산출하는 방법이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다. 한 모수화된 열 럭스로 추정할 수 있는 

기경계층 높이는 기 오염의 확산을 측하는 업무

에 효과 인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UAV를 이용하여 풍속을 산출할 수 있으면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완성될 것이다. 풍속이 

증가할수록 UAV 모터의 회 수가 증가하는 과  

풍속이 증가할수록 피치(pitch), roll(롤)의 각도가 커

지는 을 이용하여 풍속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26, 27]. UAV 만으로 열 럭스와 기경

계층 고도를 추정해낼 수 있으면 갯벌을 포함한 연안 

지역, 산악 지역 등과 같이 기상 측 사각 지역에서 

실용 으로 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보뿐만 

아니라 국지 인 돌발 악기상 보 측면에서도 신

인 발 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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