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7

UHF 드 로 일러 이더 자료의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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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정 에서 고도별 바람을 산출할 수 있는 장비인 드 로 일러에 의해 측된 바람 자료는 바람 산출 

로그램인 PCL1300을 활용하여 바람벡터로 제공된다. 재 로그램에 설정된 매개변수에 따른 운용의 결과

는 3 km 이상 상층 기 역의 바람 산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매개변수에 한 매우 엄격한 기 으로 

인해 다량의 자료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벡터의 자료 수집 역을 확장시키고 과소측정을 

이기 해 매개변수를 재설정하여 운용 방식을 개선하 다. 바람벡터의 수집률은 72.2%에서 92.2%로 증가

하 음에도 풍속의 RMSE는 고도별 오차율 15% 미만에 해당하는 1.5 m/s - 3.1 m/s를 유지하 다. 

ABSTRACT

Wind data observed by wind profiler provide wind vectors with the altitudes using PCL1300, wind computation program. As a result of 

application with parameters set in program currently, it is difficult to compute wind vectors in the upper air over 3 km. This id because a very strict 

criterion for parameters removes large amounts of data. In this study, therefore, we improve the methods of application by resetting parameters to 

expand data collection area of wind vectors and reduce underestimation. Although the acquisition rate of the wind vector increased from 72.2% to 

92.2%, the RMSE of the wind speed maintained 1.5 m/s - 3.1 m/s, which is less than 15% of the error rate at each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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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바람 자료는 기상 감시와 보, 바람 피해 가능성 

탐지, 지표면 럭스와 증발량 추정, 그리고 오염 물

질 확산 추정 등 범 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수치 보모델의 측정

확도를 높이거나 험기상을 분석하기 한 UHF 

드 로 일러 이더(Wind Profiler Radar, WPR)를 

운용하여 기  바람 자료를 측하고 있다[1-5]. 우리

나라는 집 호우, 설 등의 악기상 상의 실시간 감

시와 조기 측을 하고 여러 연구에 활용하기 하여 

기상청에서 2004년 2월부터 WPR을 운용하기 시작했

다. 

기상청은 상층 바람 자료를 기상자료개방포털

Regular paper
Journal of the KIECS. pp. 277-290, vol. 13, no. 2, Apr. 30 2018, t. 88, pISSN 1975-8170 | eISSN 2288-2189

http://dx.doi.org/10.13067/JKIECS.2018.13.2.277



JKIECS, vol. 13, no. 02, 277-290, 2018

278

Parameter Value Unit

Frequency 1290 MHz

Peak power 4.5 kW

Beam number 5

Pulse width 500 ns

Pulse Repetition Frequency 16 kHz

Lowest sampled height 72 meter

Highest sampled height 5100 meter

Range resolution 71.68 meter

Number of height gates 71

표 1. 층 모드의 운용 환경 설정
Table 1. Operational configuration of low mode 

strategy for PCL 1300

(data.kma.go.kr)과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 

에서 각각 수치와 이미지 형태로 제공한다. 재 기상 

보와 상 조사를 해 10분 간격으로 고도 5 km 

는 10 km에 달하는 바람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와 분석에 요하게 활용되는 

WPR 바람 자료는 고도에 따라 바람벡터의 결측과 

자료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 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라디오존데(Radiosonde, RS)를 이용하여 측 자

료의 품질평가가 진행되었고[6], Kim et al.은 특정 자

료의 측값에 따른 바람벡터의 정확도를 분석함으로

써 바람 산출에 고려해야할 사항을 지 하 다[7].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람 자료는 UHF 

WPR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바람 산출 로그램인 

PCL1300을 이용하여 신출되는 것이다. PCL1300은 

WPR로 측한 도 러 시선속도를 활용하여 U, V, 

W 성분, 풍향, 풍속 등을 산출하며, PCL1300의 운용

에 따라 산출되는 바람 자료는 달라진다. 기상청에서

는 2005년에 연직바람 측장비의 운용 매뉴얼을 작성

하 다[8]. 그러나 재 운용 인 설정으로 산출된 

바람 자료는 고도 2∼3 km 이상에서 부정확하고 소

실이 많아서 WPR의 고층 기상 자료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다. 재 운용 인 설정은 자료 처리 

과정에서 매개변수에 매우 엄격한 기 을 용하므로 

상층에서의 바람 측 자료의 상당수가 제거된다. 바

람 자료의 품질 리를 해서 PCL1300의 자료 처리 

과정에 한 일 성 검사와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난

류 특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자료의 품질개

선에 한 결과는 없었다[9]. 따라서 정확한 기상을 

감시  보하고 확산모델과 수치 보모델에 활용되

는 고층 기상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PCL1300의 운용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릉, 군산, 울진, 문산 그리고 철원

에서 기상청이 운용하고 있는 UHF WPR PCL1300에 

용되는 매개변수들을 악하고 재설정하 다. 자료 

처리 과정에서 매개변수를 재설정하기 과 후의 바

람벡터를 산출하 고, 설치 지 과 동일한 지 에서 

비양한 라디오존데의 바람벡터와 통계 으로 비교 분

석하여 최 의 설정 임계값을 결정하 다. 

Ⅱ. 자료와 방법

2.1 고층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랑스의 데그리안(Degreane)사

의 UHF WPR은 층 측(low mode)과 고층 측

(high mode)을 수행할 수 있다. 고층 측은 고도분

해능 165m, 최고 측고도 11.6 km까지이고, 층 

측은 고도분해능 72m, 최고 측고도 5.1 km까지 

측한다. UHF WPR의 층 측에 한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다섯 지 에서 층 측으로 

총 71개의 고도에 한 시자료를 수집하 다. 

PCL1300은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들에 따라 바람벡터

를 다르게 산출하므로 주요 매개변수들을 반복 용

하여 그 특성을 악하 고, 알고리즘과 시선속도에 

미치는 향에 따라 Table 2와 같이 재설정하여 바람

벡터를 산출하 다. 재설정하기 과 후의 운용 방식

을 각각 R-DEG(: Running Degrewind)와 C-DEG 

(: Corrected Degrewind)로 명명하 다.

PCL1300을 통하여 산출된 바람벡터의 연직 분포를 

비교하기 한 자료로 WPR 설치 지 에서 비양한 

RS 측 자료를 활용하 다. 강릉과 철원 지역에서는 

독일의 GRAW사에서 개발한 DFM-06 모델을 사용하

여 각각 2∼3시간, 6시간 간격으로 비교하 다. 군산, 

문산 그리고 울진 지역에서는 핀란드의 VAISALA사

에서 개발한 RS92 모델을 사용하여 6시간 간격으로 

RS 자료를 수집하 다.

WPR와 RS의 측 기간은 Table 3에 나타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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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configuration
Parameters

Activation Value setting

Before After Before After

Consensus

Parameters

SNR threshold (dB) - - 2 -10

Minimum measurement number - - 50 0

Width of window - - 2.0 2.0

Minimum success rate - - 40 0

Multipeaks

Parameters

Temporal continuity on velocity O O 0.4 0.02

Temporal continuity on width X X 0.01 0.01

Temporal continuity on signal level X X 4.0 4.0

Spatial continuity on velocity O O 0.02 0.02

Spatial continuity on width X X 0.03 0.03

Spatial continuity on signal level X X 0.5 0.5

Radial

Coherence

/

Temporal

Coherence

Velocity gradient threshold O O

Width gradient threshold X X

Signal gradient threshold O O

Mean velocity O O 5.0 / 5.0 5.0 / 5.0

Mean width O O 1.0 / 4.0 1.0 / 4.0

Mean signal X X 0.1 / 3.0 0.1 / 3.0

Velocity variance O O 2.0 / 3.0 2.0 / 3.0

Width variance X X 1.0 / 1.0 1.0 / 1.0

Signal variance X X 1.0 / 1.0 1.0 / 1.0

Winbarbs

Coherency

Max wind change - - 10.0 5.0

Max U or V change - - 10.0 5.0

Max W difference - - 8.0 5.0

표 2. 강릉 WPR PCL1300의 매개변수 조정 
Table 2. Control of the parameterization for Gangneung WPR

Site Periods (LST)
Wind profiler radar 

profiles

Radiosonde

profiles

Gangneung
S1 08LST 17 ~ 01LST 19 June 2013 231 17

S2 23LST 09 ~ 01LST 11 July 2013 157 9

Gunsan S3 11LST 07 ~ 07LST 14 July 2015 409 10

Munsan S4 23LST 13 ~ 19LST 20 August 2015 985 20

Uljin S5 17LST 07 ~ 13LST 12 September 2015 698 18

Cheorwon S6 23LST 07 ~ 07LST 10 July 2016 337 10

표 3. 집  측 기간
Table 3. General information of intensive observation periods

매 측 사례에서 단기간 강수가 발생하 다. RS의 

바람벡터는 WPR의 측 고도와 근사한 고도를 심

으로 ±35m 내의 값들이 평균되었고, WPR의 바람벡

터는 RS의 비양시각을 시작으로 30분 내의 값들이 

평균되었다. 고도별 평균 오차와 평균 제곱근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사용하여 시공

간 으로 통계된 RS와 WPR 자료의 정확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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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CL1300에 의한 자료 처리 흐름
Fig. 1 Data processing flow by PCL1300

그림 2. 강릉에서 드 로 일러로 
수집한 고도별 신호 잡음비 빈도.

Fig. 2 Frequency of SNR with the altitude 
from wind profiler at Gangneung.

2.2 자료 처리

PCL1300은 이더 하드웨어를 조종하고 원시자료 

일을 생성하는 자료 습득 장치(Acquisition 

Computer, PCA)와 바람 분포를 계산하는 자료 처리 

장치(Processing Computer, PCT)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장치는 모뎀 는 네트워크로 연동된다. PCT는 

PCA로부터 생성된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들을 컨센서스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에 용하여 바람 벡터를 계산하고, 다른 컴퓨터로 결

과를 달할 수 있도록 ASCII 일을 생성한다. 한 

처리 모듈에 의해 출력된 바람 분포는 연직단면, 바람

장 등으로 표출이 가능하다.

자료 처리는 Fig. 1을 기반으로 하여 3단계로 나

어진다. 먼 ,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퍼지 논리(fuzzy 

logic)가 신호를 확인하기 해 들어오는 자료에 용

된다. 퍼지 논리 근은 가우시안 패 티 함수

(gaussian penalty function)를 사용하여 부분의 청

정 기 피크를 선택하는 데 사용된다. 피크의 스코어

(score)는 주변 피크의 속도, 폭, 신호에 한 변수에 

따라 변하며, 가장 높은 스코어의 피크가 컨센서스 알

고리즘에 사용된다. 그리고 낮은 신호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es, SNR)의 기 신호를 제거하

고 특정 도우 폭(width of window)을 벗어나는 

측 자료들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들을 통하

여 신뢰할 만한 바람벡터를 나타내기 해 품질 리

(quality control) 작업을 실행한다. 주어진 측정 방향

에 따라,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가장 가능성 있는 바람 

요소를 계산하고 오염된 자료를 제거한 측 자료들

을 평균한다. 만약 자료 처리 과정에서 부 한 자료

로 고려된다면 해당 고도에 응하는 바람벡터는 산

출되지 않는다.

2.3 신호 잡음비의 임계값

신호 잡음비 임계값(Signal to Noise Ratio 

threshold, min)은 기 신호와 잡음 신호를 구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SNR을 의미한다. 측정된 SNR

이 min보다 작으면 알고리즘에서 더 이상 기 

신호를 별할 수 없다. 일반 으로 고도에 따라 SNR

은 감소하기 때문에 고도 3 km 이상에서 2 dB 이하

의 SNR의 비율이 49.7%를 차지한다(Fig. 2). Fig. 3은 

특정 고도에서 시간에 따른 10개의 바람 자료를 컨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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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소 측정 개수는 도우 에서 총 자료 
10개에 한 란색 8개의 비를 나타낸다. 최소 
합 개수는 도우 폭 범  내에 있는 자료 7개에 

한 란색 6개의 비를 나타낸다. 
Fig. 3 Minimum measurement number represents the 
blue 8 ratios for 10 data over the window and 
minimum success rate the blue 6 ratios for 7 data 

in the window.

서스 알고리즘에 용하여 1개의 바람을 산출하는 과

정을 보여 다. 도우 에서 min보다 큰 자료의 

최소 비율을 최소 측정 수(minimum measurement 

number)라고 하고, 도우 폭 범  내에서 min보
다 큰 자료의 최소 비율을 최소 성공률(minimum 

success rate)이라고 한다(Fig. 3). 컨센서스 처리 과정

에서 계산된 비율들이 최소 측정 수와 최소 성공률보

다 낮으면 해당 고도에서의 바람은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min, 최소 성공률, 그리고 최소 측정 수는 

특정 고도에서 바람을 선택하기 한 변수로써 목

에 따라 매우 신 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처리 과정에

서 다량의 자료를 이용하기 해서 min을 비교  

낮은 –10 dB로 설정하 고, 측정값이 하나만 존재하

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 측정 수와 최소 성공

률을 각각 0%로 설정하 다.

2.4 최  경도

시선속도의 스펙트럼 분석에서 나타나는 다  피크 

처리에 기반을 둔 퍼지 논리는 시공간 인 연속성에 

한 각 피크의 스코어를 계산하기 하여 식 (1)을 

사용한다. 

 ×


×


×


 


(1)

스코어는 가우시안 패 티 함수로, W는 가 치, 는 

표  편차, 은 시선 속도를 나타내며, 가우스 함수

의 폭 라미터 시그마()는 많은 측정을 한 후에 얻

어지는 표  편차이다. 엄 하게 말하자면 시그마는 

무한히 많이 시행한 후에야 기 할 수 있는 표  편

차를 의미한다. WPR처럼 특정 고도에 해서 유한한 

개수의 측정만을 실시한다면, 측된 표  편차는 시

그마에 한 하나의 근사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확

하게 표  편차일 것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10]. 

PCL1300의 자료 처리 과정에서 피크의 스코어를 계

산하기 해 표 편차 신에 최  경도(max 

gradients)를 용하고, 공간  연속성에 한 속도의 

최  경도는 0.02 m/s/m로 그 로 유지하고 시간  

연속성에 한 속도의 최  경도는 0.4 m/s/mn에서 

0.02 m/s/mn로 재설정하 다.

2.5 최  풍속 변화

처리 과정 마지막 단계로써, 최종 으로 계산된 바

람벡터의 최  변화량를 설정한다. 계산된 바람벡터의 

변화가 최  변화보다 클 경우 자료를 생산하지 않는

다. 해당 매개변수가 클수록 클러터에 의해 발생하는 

바람벡터의 표출이 증가하여 불연속 인 분포를 나타

낸다. 10 m/s 이상 변화하는 바람벡터를 제거하고 불

연속 인 분포를 이기 하여 최  변화량의 라

미터를 낮추는 것이 합하기 때문에 풍속의 최  변

화량의 임계값을 5 m/s로 설정하 다.  

III. 결과

3.1 강릉

강릉에서는 두 번의 집  비교 측이 실시되었다. 

2013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바람 성분들에 

해 R-DEG와 C-DEG는 16401개의 자료  각각 

80.4%, 98.3%를 생성하 다. 각각의 운용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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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3년 6월 17일 1100UTC에 강릉에서 
측한 바란 자료의 비교이다. 상부는 RS의 

풍속(회색 실선)과 R-DEG의 풍속(검은 실선)이고, 
하부는 RS의 풍속(회색 실선)과 C-DEG(검은 
실선)의 수평 풍속(왼쪽), U성분(가운데), 

V성분(오른쪽)이다. 
Fig. 5 Comparison of horizontal wind speed (left), U 
component (middle) and V component (right) profiles 
between RS (gray line) and WPR (black line). 
R-DEG (upper) and C-DEG (lower) on 1100UTC 

17th June 2013 at Gangneung.

그림 4. 2013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강릉에서 측정한 연직 평면의 바람장. R-DEG ( )와 C-DEG 
(아래)의 수평 풍속(왼쪽), U 성분(가운데), V 성분 분포(오른쪽).  

Fig. 4 Profiles of horizontal wind speed (left), U component (middle) and V component (right) by R-DEG 
(upper) and C-DEG (lower) from 17th to 19th June 2013.  

산출된 풍속, U성분, V성분 자료를 Fig. 4에 나타내

었고, 상층으로 갈수록 불연속 인 바람이 증가하

다. 2013년 6월 17일 1100UTC의 경우 R-DEG는 고

도 3 km를 경계로 바람벡터가 감소하고 소실되었으

며 RS와의 오차가 10 m/s 이상으로 크게 발생하 다

(Fig. 5). 체 으로 R-DEG와 C-DEG의 하층 바람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C-DEG는 상층 바람 분

포에서 소실을 막고 RS와 유사한 연직 분포를 나타

내었다. Fig. 6은 RS와 WPR의 고도별 평균 오차와 

RMSE를 나타낸 것이고, 이는 RS 측과 동일한 시

간의 WPR 바람벡터에 한하여 계산되었다. 고도 4 

km에서 RS와의 평균 오차는 R-DEG, C-DEG 각각 

-3.3 m/s, -1.4 m/s이고 운용 방식 개선 후 약 2.0 

m/s의 오차가 었다. RS와의 RMSE는 풍속에 해 

R-DEG, C-DEG 각각 3.4 m/s, 3.1 m/s로 정확도가 

미세하게 향상되었다.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바람 성분들에 

해 R-DEG와 C-DEG는 11147개의 자료  각각 

72.7%, 96.6%를 생성하 다. 2013년 7월 10일 

1200UTC의 경우 R-DEG는 고도 3.5 km를 경계로 

바람벡터가 감소하고 소실되었으며 RS와의 오차가 

10 m/s 이상으로 크게 발생하 고, C-DEG는 상층에

서의 소실을 막고 RS와의 오차를 다. 한, 고도 

4 km 부근에서 R-DEG는 음(-)의 U성분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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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3년 6월 17일 1100UTC에 강릉에서 
측한 평균 수평 풍속(왼쪽), U성분(가운데), 

V성분(오른쪽)의 RS에 한 WPR의 평균 제곱근 
오차. 상부는 R-DEG이고 하부는 C-DEG이다. 
Fig. 6 RMSE profiles of averaged horizontal wind 
speed, U component and V component between RS 
and WPR. R-DEG (upper) C-DEG (lower) on 
1100UTC 17th June 2013 at Gangneung. 

C-DEG는 양(+)의 U성분을 나타내었다. 이는 신호

잡음비 임계값과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료 

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더 많은 자료가 바람벡터의 소

실을 막을 뿐 아니라 표출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 고도 4 km에서 RS와의 평균 오차는 

R-DEG, C-DEG 각각 -8.5 m/s, 0.3 m/s고 운용 방

식 개선 후 약 8 m/s의 오차가 었다. RS와의 

RMSE는 풍속에 해 R-DEG, C-DEG 각각 3.4 

m/s, 2.2 m/s로 약 1.2 m/s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3.3 군산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바람 성분들에 

해 R-DEG와 C-DEG는 29039개의 자료 에서 각

각 69.8%, 90.1%를 생성하 다. 2015년 7월 12일 

1200UTC의 경우 R-DEG는 고도 2 km 이상에서 바

람벡터를 측하지 못했고 C-DEG는 일부 측하

다. 고도 3 km까지 R-DEG와 C-DEG의 바람은 RS

와 유사한 분포는 나타내었지만, 그 이상에서는 불규

칙 인 분포와 자료 소실이 나타났다. 고도 3.5 km에

서 RS와의 평균 오차는 R-DEG, C-DEG 각각 -3.1 

m/s, -0.1 m/s고 운용 방식 개선 후 약 3.0 m/s의 오

차가 었다. RS와의 RMSE는 풍속에 해 R-DEG, 

C-DEG 각각 3.5 m/s, 2.4 m/s로 정확도가 향상되었

다.

3.4 문산

2015년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바람 성분들

에 해 R-DEG와 C-DEG는 69935개의 자료  각

각 80.5%, 96.9%를 생성하 고 R-DEG는 측 기간 

 가장 높은 자료 생성률을 보 다. 2015년 8월 16

일 1200UTC의 경우 R-DEG는 RS와 유사한 연직 분

포를 보 으나 고도 2 km 부근에 한하여 바람벡터를 

측하지 못했다. C-DEG는 R-DEG에서 소실된 바람

을 생성하 으나 2곳에서 불연속면이 존재하 다. 고

도 4.5 km에서 RS와의 평균 오차는 R-DEG, C-DEG 

각각 -1.1 m/s, -0.5 m/s고 약한 풍속으로 인하여 

어든 오차는 1.0 m/s 미만으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 다. RS와의 RMSE는 풍속에 해 R-DEG, 

C-DEG 둘 다 1.8 m/s로 매개변수 재설정 후 0.1 

m/s 정확도가 미세하게 감소하 다.

3.5 울진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바람 성분들에

해 R-DEG와 C-DEG는 49487개의 자료  각각 

63.4%, 86.4%를 생성하 다(Fig. 7). 2015년 9월 7일 

1800UTC의 경우 R-DEG는 고도 2 km에서 바람이 

소실되고 RS와의 오차가 10 m/s 이상으로 크게 나타

났다. C-DEG는 고도 4 km 부근까지 자료를 생성하

으나 연직 분포에서 값의 지속 인 변동을 확인하

다(Fig. 8). Fig. 9는 RS와 WPR의 고도별 평균 오

차와 RMSE를 나타낸 것이다. 고도 4,500m에서 RS와

의 평균 오차는 R-DEG, C-DEG 각각 -6.5 m/s, 0.4 

m/s고 운용 방식 개선 후 약 6.0 m/s의 오차가 었

다. RS와의 RMSE는 풍속에 해 R-DEG, C-DEG 

각각 3.9  m/s,  2.5  m/s로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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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울진에서 측정한 연직 평면의 바람장. R-DEG ( )와 C-DEG 
(아래)의 수평 풍속(왼쪽), U 성분(가운데), V 성분 분포(오른쪽).  

Fig. 7 Profiles of horizontal wind speed (left), U component (middle) and V component (right) by R-DEG 
(upper) and C-DEG (lower) from 7th to 12th September 2015.  

그림 8. 2015년 9월 7일 1800UTC에 울진에서 
측한 바람 자료의 비교이다. 상부는 RS의 

풍속(회색 실선)과 R-DEG의 풍속(검은 실선)이고, 
하부는 RS의 풍속(회색 실선)과 C-DEG(검은 
실선)의 수평 풍속(왼쪽), U성분(가운데), 

V성분(오른쪽)이다. 
Fig. 8 Comparison of horizontal wind speed (left), U 
component (middle) and V component (right) profiles 
between RS (gray line) and WPR (black line). 

R-DEG (upper) and C-DEG (lower) on 1800UTC 7th 
September 2015 at Uljin.

그림 9. 2015년 9월 7일 1800UTC에 울진에서 
측한 평균 수평 풍속(왼쪽), U성분(가운데), 

V성분(오른쪽)의 RS에 한 WPR의 평균 제곱근 
오차. 상부는 R-DEG이고 하부는 C-DEG이다. 
Fig. 9 RMSE profiles of averaged horizontal wind 
speed, U component and V component between RS 
and WPR. R-DEG (upper) C-DEG (lower) on 
1800UTC 7th September 2015 at Ul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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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철원에서 측정한 연직 평면의 바람장. R-DEG ( )와 C-DEG 
(아래)의 수평 풍속(왼쪽), U 성분(가운데), V 성분 분포(오른쪽).  

Fig. 10 Profiles of horizontal wind speed (left), U component (middle) and V component (right) by R-DEG 
(upper) and C-DEG (lower) from 7th to 10th July 2016.  

그림 11. 2016년 7월 10일 0000UTC에 철원에서 
측한 바람 자료의 비교이다. 상부는 RS의 

풍속(회색 실선)과 R-DEG의 풍속(검은 실선)이고, 
하부는 RS의 풍속(회색 실선)과 C-DEG(검은 
실선)의 수평 풍속(왼쪽), U성분(가운데), 

V성분(오른쪽)이다. 
Fig. 11 Comparison of horizontal wind speed (left), U 
component (middle) and V component (right) profiles 
between RS (gray line) and WPR (black line). 

R-DEG (upper) and C-DEG (lower) on 0000UTC 7th 
July 2016 at Cheorwon.

그림 12. 2016년 7월 10일 0000UTC에 철원에서 
측한 평균 수평 풍속(왼쪽), U성분(가운데), 

V성분(오른쪽)의 RS에 한 WPR의 평균 제곱근 
오차. 상부는 R-DEG이고 하부는 C-DEG이다. 
Fig. 12 RMSE profiles of averaged horizontal wind 
speed, U component and V component between RS 
and WPR. R-DEG (upper) C-DEG (lower) on 
0000UTC 7th July 2016 at Cheor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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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Time

(Hour)
Total

R-DEG C-DEG

Rate of increase (%)
Acquisition

Rate

(%)
Acquisition

Rate

(%)

Gangneung
39 16401 13189 80.4 16126 98.3 22.3

26 11147 8104 72.7 10763 96.6 32.8

Gunsan 68 29039 20265 69.8 26158 90.1 29.1

Munsan 164 69935 56298 80.5 67767 96.9 20.4

Uljin 116 49487 31360 63.4 42774 86.4 36.4

Cheorwon 56 23927 15153 63.3 21046 88.0 38.9

표 4. R-DEG와 C-DEG의 자료 수집률

Table 4. Acquisition rate by R-DEG and C-DEG 

RMSE ( m/s)

Wind speed U component V component

R-DEG C-DEG R-DEG C-DEG R-DEG C-DEG

Gangneung
3.4 3.1 3.7 3.3 2.2 2.2

3.4 2.2 3.5 2.3 1.8 1.7

Gunsan 3.5 2.4 4.1 3.6 3.8 3.6

Munsan 1.8 1.8 1.7 2.3 2.2 2.3

Uljin 3.9 2.5 3.3 2.7 3.8 3.3

Cheorwon 1.3 1.5 1.3 1.7 1.4 1.9

표 5. R-DEG와 C-DEG의 풍속의 정확도

Table 5. Accuracy of wind speed from R-DEG and C-DEG 

3.6 철원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바람 성분들에 

해 R-DEG와 C-DEG는 23927개의 자료  각각 

63.3%, 88.0%를 생성하 고(Fig. 10), 측 기간  

가장 높은 38.9%의 증가율을 보 다. 2016년 7월 10

일 0000UTC의 경우 R-DEG는 고도 4 km에서 바람

이 소실되었다. C-DEG는 고도 4 km 이 까지 바람

벡터를 개선하 으나 소실된 역에서는 부정확한 분

포를 나타내었다(Fig. 11). 고도 4.5 km에서 RS와의 

평균 오차는 R-DEG, C-DEG 각각 –1.8 m/s, 0.4 

m/s이고 운용 방식 개선 후 약 1.4 m/s의 오차가 

었다. RS와의 RMSE는 풍속에 해 R-DEG, C-DEG 

각각 1.3 m/s, 1.5 m/s로 나타났다(Fig. 12).

문산과 철원에서는 WPR와 RS 사이 RMSE가 증

가하 는데, 이는 풍속이 약할 경우에 재산출된 상층

의 연직 바람벡터가 기존에 산출된 바람벡터보다 과

 추정되었음을 보여 다. Table 4는 집 측 기간 

동안에 각 운용 방식의 자료 개수와 생성률을 비교한 

것이고, Table 5는 각 운용 방식의 바람벡터의 정확

도를 분석하기 해 RS 바람벡터와의 RMSE를 비교

한 것이다. 울진과 철원은 측기간 동안 상층에 분포

하는 은 수증기의 양이 이더 수신 신호를 약화시

켜서 도 러 스펙트럼 산출에 많은 오류를 유발하

다. R-DEG와 C-DEG의 수집률이 다른 사례보다 상

으로 6∼16% 낮았으나 자료 수집의 증가율은 35%

이상으로 사례들  높은 비율을 보 다.

3.7 바람벡터 복원

R-DEG의 바람벡터 생성률과 비교하여 C-DEG는 

체 사례에 하여 92.3%의 바람벡터를 생성하 지

만 C-DEG에서 여 히 산출되지 않은 바람벡터를 복

원하기 하여 울진, 철원의 C-DEG의 소실 자료의 

인  역에 한하여 보간법을 사용하여 복원(gap 

filling)하 고, 이를 I-DEG (: Interpolated Degrewind)

라 명명하 다. 울진, 철원에서 I-DEG는 C-DEG에서 

결측된 역의 바람을 복원하 다(Fig. 13). 울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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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I-DEG로 복원한 수평 풍속(왼쪽), U 성분(가운데), V 성분 분포(오른쪽).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울진( ),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철원(아래) 

Fig. 13 Profiles of horizontal wind speed (left), U component (middle) and V component (right) restored by 
I-DEG.  From 7th to 12th September 2015 at Uljin (upper) and from 7th to 10th July 2016 at Cheorwon 

(lower).  

그림 14. 2015년 9월 7일 1800UTC 울진에서 복원된 
바람 자료의 비교( )와 2016년 7월 10일 00UTC 
철원에서 복원된 바람 자료의 비교(아래)이다. RS의 
풍속(회색 실선)과 I-DEG의 풍속(검은 실선)이고, 
수평 풍속(왼쪽), U성분(가운데), V성분(오른쪽)이다. 
Fig. 14 Comparison of horizontal wind speed (left), U 
component (middle) and V component (right) profiles 
between RS (gray line) and I-DEG (black line). On 
1800UTC 7th September 2015 at Uljin (upper) and 

on 0000UTC 10 July 2016 at Cheorwon.

경우, C-DEG는 2015년 9월 7일 1800UTC에 고도 2 

km부터 잦은 풍속의 증감과 상층 역에서 바람의 

소실이 발생하 다. I-DEG는 바람벡터를 모두 복원

하고 RS와 유사한 풍속을 산출하 으나 비선형 인 

풍속의 증감은 여 히 존재하 다(Fig. 14). 한, 

I-DEG는 고도 4 km 부근에서 V성분이 음(-)과 양

(+) 사이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 다. 철원의 경우, 

I-DEG는 2016년 7월 10일 0000UTC에 4 km 부근에

서 측된 C-DEG의 불연속을 해결하 지만, RS에 

비해 5 m/s 가량 격히 증가하는 풍속을 조 하지 

못하 다(Fig. 14).

Ⅳ. 결론

기상청에서 운용하는 UHF WPR의 바람 산출 

로그램인 PCL1300의 컨센서스 알고리즘과 매개변수

들의 특징을 악하여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WPR의 

측자료 품질 향상을 해 5곳의 측 장비 설치 지

역(강릉, 군산, 문산, 울진, 철원)에서 측한 RS의 풍

속 자료와 비교하 다. PCL1300을 거쳐 산출되는 바

람벡터는 알고리즘에 용되는 매개변수의 설정에 따

라 자료 품질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R-DEG는 

SNR 임계값 등 주요 매개변수들을 알고리즘에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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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으로 용함으로써 지상 클러터에 의한 풍속

의 시공간  불연속과 낮은 측 고도에 의한 자료 

소실을 보 다. C-DEG는 SNR 임계값, 최소 측정 수, 

최소 성공률을 최솟값으로 설정하고 최  경도와 최

 변화량을 낮추어 설정하 다. 매개변수의 재설정은 

자료의 허용 범 를 넓  가능 측 고도를 높이고 

자료 생성률을 증가시켰으며 자료의 시공간  간격을 

좁  불연속 인 바람 역을 감소시켰다.

R-DEG와 C-DEG는 강릉에서 실시한 두 번의 집

측에서 각각 22.3%와 32.8%의 자료 수집 증가율

을 보 다. 군산은 29.1%, 문산은 20.4%, 울진은 

36.4%, 그리고 철원에서는 38.9%의 증가율을 나타내

었다. 두 운용 방식의 자료 수집률에 해서 C-DEG

가 R-DEG보다 더 많은 바람벡터를 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DEG는 매개변수들을 재설정하여 

R-DEG보다 더 넓은 자료의 허용 범 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 으로 R-DEG보다 더 작은 오차를 나

타내었다. 강릉, 군산, 울진의 두 운용 방식과 RS 사

이 바람벡터의 RMSE는 각각 0.4 m/s, 1.2 m/s, 1.1 

m/s, 1.4 m/s 감소하 다. 문산, 철원에서는 비교  

약한 바람이 측되었는데, 바람벡터의 RMSE는 각각 

0.1 m/s, 0.2 m/s로 증가하 다. C-DEG와 R-DEG의 

바람벡터는 RS와 비교하 을 때, 과소 측정이 억제되

었고 오차가 어들었다. 바람이 약하게 불었던 사례

에 해서는 상층에서 불규칙 인 바람 분포가 나타

났고 C-DEG의 바람벡터는 RS보다 비교  강하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 다.

한편, C-DEG에서 산출하지 못한 바람벡터를 복원

하기 해 인 한 자료에 한하여 보간법을 수행하

고 자료 수집률이 낮았던 군산, 울진, 철원의 자료를 

복원하 다. 측 범  내의 바람벡터를 모두 복원하

지만, 군산의 경우는 고도 4 km에서 RS에 한 차

가 8 m/s이었고, 울진의 경우는 반 으로 RS에 

한 차가 5 m/s 이하 지만, 고도에 따라 잦은 풍속의 

증감이 나타났다. 철원의 경우는 RS의 분포와 유사하

지만, 고도 4 km에서 10 m/s 가량 격히 증가하

는 바람 분포가 나타났다. C-DEG의 바람벡터에 보간

법을 수행할 경우 불연속 역을 제거하 지만, 격

한 바람 변화를 완 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UHF WPR의 바람 산출 로그램인 

PCL1300의 매개변수 변경에 따른 바람벡터의 수집률

과 정확도를 분석한 것이다. 재 기상청에서 제공하

는 WPR의 바람벡터는 특정고도 이상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클러

터와 기 상태에 의해 소실되고 변하는 바람벡터

의 합한 복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악기

상 측과 수치모델 등에 올바른 바람 자료를 활용하

기 해서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바람벡터를 산출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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