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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F 이더의 자료 품질에 미치는 클러터 펜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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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이나 건물과 같은 지형지물에 의해 발생하는 클러터는 기 상태와 무 한 오염된 자료로 간주된다. 클러

터 신호를 이기 한 기본 인 방법은 드 로 일러 주 에 클러터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다. 클러터 펜스

가 드 로 일러 측 자료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해 클러터 펜스 설치 과 후의 드 로 일러 바

람 벡터 수집률과 바람 벡터의 정확도를 고도별로 조사하 다. 드 로 일러의 클러터 펜스는 자료 수집률

뿐만 아니라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 다.

ABSTRACT

Clusters generated by features such as mountains or buildings are considered as the contaminated data that are 

independent of atmospheric phenomena. The basic way to reduce the clutter signal is to install a clutter fence around 

the wind profil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lutter fence on the wind profiler data, the wind vector collection 

rate and wind vector accuracy of wind profiler was investigated before and after clutter fence installation. The clutter 

fence of wind profiler contributed to improve the data quality as well as the data coll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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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드 로 일러(Wind profiler)는 도 러 이더의 

일종으로, 안테나에서 기로 를 방사하고, 기 

산란체로부터 산란되어 돌아오는 를 수신하여 

기 상태를 측한다. 클러터(Clutter)는 측 환경에 

따라 오염된 측 자료의 표출로써[1-2], 가 산이

나 건물과 같이 물체에 반사되어 수신되는 불필요한 

에코를 의미한다.

클러터에 의한 측 자료의 오염을 이기 하여 

하드웨어 역의 해결 방법인 클러터 펜스(Clutter 

fence)는 이더 운용에 매우 요하다[3]. 클러터 펜

스는 드 로 일러를 둘러싼 차폐 장치로 부방사 

빔을 차단하여 주변 지형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필터링(Filtering)하는 역할을 한다. 클러터 펜스를 활

용한 필터링은 매우 요한 과정이지만, 클러터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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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러터 펜스가 없는 UHF 
드 로 일러 PCL1300 

Fig. 1 UHF Wind profiler PCL1300 without 
clutter fence

그림 3. 클러터 펜스를 갖춘 UHF 
드 로 일러 LAP3000 

Fig. 3 UHF Wind profiler LAP3000 with 
clutter fence

그림 2. 드 로 일러 운용 지
Fig. 2 Operation location of wind profiler

히 없애기는 어렵다[4]. 이러한 하드웨어  한계를 

극복하기 해 많은 소 트웨어 기술이 개발되었고

[5-6], Strauch 등은 DC (Direct Current) 제거를 통

하여 클러터를 다[7]. 컨센서스 평균법(Consensus 

average) 는 통계 평균법(Statistical average)은 불

규칙 인 도 러 스펙트럼에 의한 클러터를 제거하기 

해 사용되었다[8-9]. 그리고 웨이블릿 변환법은 가

장 흔히 쓰이는 신호 처리 방법으로 클러터를 제거할 

뿐 아니라 다른 비기상 신호를 제거한다[10].

본 연구는 지형 클러터 제거를 한 클러터 펜스의 

설치가 측 자료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는 것이 목

으로 드 로 일러 장비와 수집된 자료를 소개한

다. 한 클러터 펜스 설치 후의 자료 수집률을 비

교하고, 클러터에 의해 오염된 도 러 스펙트럼의 분

포를 분석한다.

Ⅱ. 드 로 일러

2.1 PCL1300

Degreane사의 1290 MHz 드 로 일러 PCL1300

은 고도 약 70 m에서 5000 m까지 바람의 연직 로

일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약 70 m의 수직 범  

해상도로 이더 신호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

람 산출 로그램의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바람 벡

터를 산출한다. PCL1300은 1개의 연직빔과 4개의 경

사빔을 사용하여 6∼7분마다 1회 기를 스캔한다. 경

사빔의 방 각은 각각 352°, 82°, 172°, 262° 이다. 

PCL1300은 강원지방기상청에 클러터 펜스가 없이 설

치되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운용되었으며(그림 1), 

동쪽과 북쪽은 바다이고 나머지 방향은 산악 지형으

로 둘러싸인 지리  조건에서 운용되었다(그림 2).

2.2 LAP3000

Scintec사의 1290 MHz 드 로 일러 LAP3000

은 고도 약 150 m에서 6000 m까지 바람의 연직 로

일을 제공하고, 수직 범  해상도는 50 m이다(그림 

3). LAP3000은 1개의 연직빔과 4개의 경사빔으로 구

성되어 있다(표 1). 경사빔의 방 각은 PCL1300과 동

일하며, 1회 기 스캔 시간은 10분으로 PCL1300보다 

긴 주기로 이더 신호 자료를 수집한다. LAP3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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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PCL1300 LAP3000 Unit

Frequency 1290 1290 MHz

Beam number 5 5

Pulse width 500 250∼3000 ns

Lowest height 72 100 m

Highest height 5000 6000 m

Range resolution 71.68 40∼1000 m

Number of gates 71 28∼100

Oblique beam tilt 17.3 15.7 degree

표 1. 두 드 로 일러의 기본 사양
Table 1. Basic specifications of two wind profilers

Altitude(km)
Acquisition rate (%)

PCL1300 LAP3000

0 ∼ 1 95.9 91.4

1 ∼ 2 100.0 90.6

2 ∼ 3 99.9 90.8

3 ∼ 4 66.8 74.0

4 ∼ 5 22.5 43.1

표 2. PCL1300과 LAP3000의 고도별 자료 수집률
Table 2. Data acquisition rate with altitude from 

PCL1300 and LAP3000

PCL1300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같은 지리  

특성에서 운용된다.

클러터 펜스는 지형 클러터의 신호 오염에 한 시

스템 민감성을 이고 안테나 시스템을 보호하고 유

지할 수 있는 조립식 보조 구조물이다. LAP3000의 

클러터 펜스는 안테나와 1 m 간격을 두고 있고 천정

각으로부터 약 20° 기울어져 있다. 상부 테두리는 정

사격형 모양으로 크기가 4 m × 4 m이고, 설치 후 안

테나 면으로부터 높이는 약 2 m이다.

Ⅲ. 결과

3.1 자료 수집률

PCL1300과 LAP3000을 제작한 두 제조사는 드

로 일러의 측 자료 가시화를 한 소 트웨어 

PCL1300과 SRun을 각각 제공한다. 원시 측 자료는 

제조사별로 설정한 품질 리 기 에 따라 선별되어 

장된다. 두 제조사의 자체 기 에 따라 불량 자료로 

단되는 자료는 장되지 않거나 장 되더라도 불

량 처리되어 가시화 소 트웨어의 설정에 따라 표출

되지 않기도 한다. 수신 신호가 약해서 스펙트럼 분포

에서 특별히 강한 첨두(Peak)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가 측 자료의 수집률이 감소하는 사례이다. 일반

으로 기 상부로 갈수록  산란체가 감소하여 수

신 신호가 약하거나 기 난류도 없을 경우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료 수집률은 감소한다.  

클러터 펜스 설치 후의 측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2016년 5∼6월의 PCL1300, 2017년 5∼6월의 

LAP3000 바람 벡터(Wind vector) 자료를 사용하 고 

강수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자료의 시간 간격은 10

분이다. 분석기간 동안 고도 0 ∼ 5000 m에서 클러터 

펜스 설치 과 후의 바람 벡터 2개월 동안의 수집률

은 각각 75.4%와 76.4% 다. 펜스 유무에 따른 고도

별 드 로 일러의 자료 수집률은 표 2에 정리하

다. 클러터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PCL1300은 고도 

3000 m 이하에서 바람 벡터를 99.9% 이상 측하

고, 고도 4000 m 이상에서 바람 벡터를 22.5% 측

하 다. 클러터 펜스가 설치된 LAP3000은 고도 3000 

m 이하에서 바람 벡터를 90.8% 이상 측하 고, 고

도 4000 m 이상에서 바람 벡터를 43.1% 측하 다. 

고도 3000 m 이하에서는 클러터 펜스 설치 후와 상

없이 90% 이상의 자료 수집률을 보 다. 그러나 고

도 4000 m 이상에서는 클러터 펜스 설치 후에 자료 

수집률이 약 2배 증가하 다. 고도 3000 m 이상에서 

PLC1300의 자료 수집률의 감은 신호  잡음비

(SNR: Signal to Noise Ratio)의 임계값이 1 dBz로 높

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11]. 한 펜스가 없는 을 

고려하여 품질이 불량으로 분류된 자료의 과도한 생

산도 다른 원인으로 추정되어 지형 클러터 탐지 빈도

를 조사하 다.

3.2 지형 클러터 발생 빈도

드 로 일러 바람 벡터 산출을 한 원시 자료

의 기본 형태는 도 러 스펙트럼이다. 지형지물은 움

직이지 않는 이더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시선속도

(Radial velocity)가 0 m s¯¹이다. 따라서 주변 지형이

나 건물로부터 산란되어 돌아오는 수신 신호는 도

러 스펙트럼에서 시선속도가 0 m s¯¹일 때 최  첨두

(Maximum peak)가 나타나고, 첨두 주변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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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6년 5월에 각 안테나에서 시선속도가 0 
m s¯¹ 인 최  첨두의 빈도

Fig. 4 Frequency of maximum peak as radial 
velocity is 0 m s¯¹ at each beam in May 2016.

그림 5. 2017년 5월에 각 안테나에서 시선속도가 0 
m s¯¹ 인 최  첨두의 빈도

Fig. 5 Frequency of maximum peak as radial 
velocity is 0 m s¯¹ at each beam in May 2017.

폭이 좁다. 시선속도에 한 지형의 향을 조사하기 

하여 도 러 스펙트럼의 최  첨두 치의 빈도를 

계산하 다. 클러터 펜스 설치 에 고도 1000 m 이

하에서 PCL1300에서 산출한 시선속도가 0 m s¯¹인 

최  첨두가 나타난 빈도는 모든 안테나에 하여 

80% 이상이었다. 고도가 증가할수록 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고도 3000 m 이상부터는 최  첨두 

치의 빈도가 다시 증가하 다. 동쪽 빔(East beam)

의 경우에는 드 로 일러의 동쪽에 바다가 자리하

고 있기 때문에 최  첨두의 빈도는 20% 으며, 클러

터에 의한 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다(그림 

4). 풍속은 상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일반 이

다. 동쪽 이외의 네 방향에서 약 2500 m∼4000 m에 

공통 으로 시선속도 0 m s¯¹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차단되지 않은 부방사빔에 의한 지형 클러터 신

호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직빔은 수

평 운동하는 목표물에 한 반응 강도가 경사빔보다 

약하기 때문에 연직빔의 시선속도는 경사빔의 시선속

도보다 작다. 이는 그림 5에서 연직빔의 시선속도가 0 

m s¯¹인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펜스 설치 과 마찬

가지로 고도가 증가할수록 빈도는 감소하 고, 고도 

3000 m 이상에서는 연직빔을 제외한 네 안테나에 

하여 시선속도 0 m s¯¹에서 최  첨두가 나타나는 빈

도가 10% 이하로 감소하 다. 이는 LAP3000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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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두 드 로 일러의 1 m s¯¹ 이하 
풍속 빈도

Fig. 6 Frequency of wind speed below 1 m 
s¯¹ of two wind profilers

그림 7. 드 로 일러와 라디오존데 
풍속 로 일. PCL1300( ), 

LAP3000(아래)
Fig. 7 Wind speed profiles of wind 

profiler and rawinsonde. PCL1300(upper), 
LAP3000(lower)

된 클러터 펜스가 지형 에코 제거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드 로 일러 풍속 로 일 비교

드 로 일러의 바람 벡터는 수신 신호의 스펙트

럼에서 결정된 시선속도와 경사빔의 경사각의 계식

에 의해 산출된다[12]. 시선속도의 품질이 좋지 않으

면 바람 벡터의 정량  품질도 기 할 수 없다. 그림 

4에서 확인된 지형에 의한 상층 시선속도의 이상이 

바람 벡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그림 6은 PCL1300과 LAP3000의 고도별 1 m s¯¹ 

이하의 풍속 빈도이다. 일반 으로 고도 3000 이상의 

상층 바람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풍속이 1 m s¯¹보다 

작을 수 없다. 상층에서 1 m s¯¹ 이하의 풍속은 지형 

클러터의 향으로 시선속도가 0 m s¯¹에 가까운 값

으로 결정되어 풍속이 과소 산출된 것이다. PCL1300

은 LAP3000보다 모든 고도에서 지형 클러터의 탐지 

빈도가 높았고, 특히 고도 3000 m부터 격히 증가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실제 풍속의 기  자료로 이용

되는 라디오존데 측 자료의 풍속과 비교로 확인할 

수 있다[6]. 

PCL1300에서 나타나는 지형 클러터가 풍속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PCL1300과 LAP3000의 

풍속을 라디오존데의 풍속과 비교하 다(그림 7). 

PCL1300은 라디오존데보다 약한 바람을 제공하 으

며, 고도 3000 m 이상에서 풍속이 격히 감소하고 

바람 벡터의 결측이 발생하 다. 상층에서 풍속의 불

연속 인 분포는 시선속도의 분포와 련이 있다. 앞

서 그림 4에서 지형 클러터에 의해 고도 3000 m이상

에서 시선속도가 0 m s¯¹로 측정된 빈도가 높았다. 

상층에서 지형 클러터에 의한 시선속도의 과소 측정

은 바람 벡터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부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 LAP3000은 모든 고도에서 격한 풍속 감

소와 바람 벡터의 결측이 어들었고 연속 인 측 

자료를 제공하 다. LAP3000의 자료는 클러터 펜스

에 의해 지형 클러터가 제거되었으므로 시선속도가 

과소 측정되지 않았고 라디오존데 풍속에 가까운 풍

속 분포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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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클러터는 오염된 드 로 일러의 측 자료의 표

출로써 지형지물을 비롯한 방해물에 의해 수신된 불

필요한 에코룰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클러터를 

이기 한 하드웨어  해결 방안인 클러터 펜스가 

드 로 일러 측 자료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하여 클러터 펜스 설치 과 후의 고도별 바람 벡

터의 수집률을 비교하 고, 도 러 스펙트럼의 첨두 

분포와 바람의 연직 풍속 로 일을 조사하 다.

자료 수집률은 산출된 모든 바람 벡터에 하여 양

질의 바람 벡터 자료 비율로써, 클러터 펜스 설치 후

에 상층에서 자료 수집률이 향상된 결과는 클러터 펜

스가 부방사빔의 송신을 차단하여 드 로 일러 주

변의 지형지물과 같은 방해물에 의해 오염되는 자료

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설명한다.

지형 클러터의 존재는 도 러 스펙트럼의 첨두 분

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정 물체에 의해 수신된 

신호에는 도 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클러

터 펜스가 없을 때 상층에서 도 러 스펙트럼의 첨두

는 시선속도 0 m s¯¹에 집한다. 이 시선속도는 제

조사의 소 트웨어에 의해 오류로 별되어 해당 고

도의 바람 벡터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고 자료 수집

률을 감소시킨다. 클러터 펜스는 도 러 스펙트럼에서 

지형지물에 의한 0 m s¯¹의 시선속도를 산출하는 것

을 방지하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연속 인 바람 벡터 

산출에 기여한다. 

클러터 펜스는 품질이 좋은 자료를 얻기 해 필요

한 매우 요한 장치이지만 오염된 클러터를 완 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하드웨어  한계를 극복하기 하

여 드 로 일러 자료의 품질 개선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다. 드 로 일러 운용에 클러터 펜스와 

자료 품질 개선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보다 양질의 바

람 벡터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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