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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 밴드, C 밴드 그리고 X 밴드 이더는 기상 측을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상청, 환경부, 공군은 부처

별 측 목 에 따라 이더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지 과 측 특성이 서로 다르다. 기상 측 에

서는 지리산과 태백산 인근의 산악 지형을 따라 고도 1 km 이하의 층 측의 한계 지역이 나타난다. 소형 

이더 설치를 가정하여 층 측 보완을 모의하 다. 한, 북한 지역의 험 기상 감시를 해 북한의 강수를 

분석하고 형 이더 측망을 모의하 다. 종합하여 한반도 이더 측망 구축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S-band, C-band and X-band radars are used for weather observation purposes. Since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public of Korea Air Force operate radar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observation by departments, the installation site and observation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From a meteorological point of view, blind observational areas  in the low level with an elevation of less than 1 km around the mountainous 

terrain near Jirisan and Taebaeksan. Assuming a small radar installation, we simulated low-level observations. In order to monitor dangerous weather in 

North Korea, we analyzed the precipitation of North Korea and simulated a large radar network. Finally, a radar network for Korean Peninsula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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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한반도에서 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 

이더는 기상청 11기, 환경부 6기, 국방부 9기로 총 

스물여섯 지 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환경부의 

산 강우 이더도 완공되었다. 기상청, 환경부, 국

방부의 이더 측은 각각 기상 보, 수자원 리와 

홍수 보, 군 작  기상 지원 등의 목 에 따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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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수립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측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세 부처의 이더 측 효율을 향상

하기 해 2018년 10월부터 세 부처의 업무 약이 확

되었으며, 확 된 이더 측으로 지형, 혹은 장애

물로 인하여 빔의 진행이 가로막  발생하는 층 

측 사각 지역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더 측은 빔을 방사하여 목표물로부터 후방 

산란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탐지한다[1]. 따

라서 빔의 진행 방향에서 빔이 목표물에 닿기 에 

방해물이나 지형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2]. 특히 

이더의 고도각으로 송신하는 빔이 차폐되면 지상의 

강우 추정에 오차를 유발한다. 단일 편  이더를 기

반으로 한 빔 차폐 오차 해소 연구로는 빔 차폐 역

에서 수치 지도(Digital Elevation Model, DEM)를 이

용하여 빔 차폐율(Beam Blockage Fraction)을 산출하

여 보정하는 방법[3-5]과 차폐 역과 빔 차폐 역

을 구분하여 고도각에서 빔 차폐가 발생하지 않는 

역의 반사도 연직 분포(Vertical Profile of 

Reflectivity)를 이용하여 차폐된 역의 신호를 보정

하는 방법이 있다[6-12]. 이  편  이더 측에서

는 수신되는 력 신호와 이  편  변수인 차등 상

차, 비차등 상차 등을 이용하여 빔 차폐 역의 오차

를 보완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13-15]. 

이더를 이용한 지상 강우의 정확한 정량  평가

를 해서는 1 km 이하 고도의 강수 에코 측이 필

요하다. 부처별 형 이더(S 밴드, C 밴드)를 합성

하면 지리산 주변 일부 내륙과 태백산 주변 산악 지

역을 제외하고 1 km 이하 층 강우가 모두 측된

다[16]. 북한 지역에 한 이더 측은 보고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이더 설치를 가정하여 효율

인 이더 측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반도에서 부처별 기상 이더 측망 평가  층 

측 한계를 보완하기에 합한 소형 기상 이더(X 밴

드) 설치 후보지를 제시하 다. 한, 북한지역의 

이더 측망을 모의하여 한반도 측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 다. 

Ⅱ. 연구 방법

2.1 빔 차폐 지도 

이더에서 방출되는 자기 는 그림 1과 같이 지

형에 의해 차폐되고 빔의 상향 주사각에 따라 하층에 

측할 수 없는 역이 발생한다. 이더로부터 먼 거

리는 지구의 곡률효과로 측 공백 고도가 비선형

으로 증가하고, 이는 그림 1에서 주사선이 곡선으로 

표 된다.

그림 1. 고도각에 따른 이더 빔 차폐

Fig. 1 Radar beam blockage according to the 

radar beam elevation

빔 차폐 지도를 만들기 하여 측 고도각은 업

에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별 실제 고도각으로 설정하

다. 수치 지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약 30 m, 연직

으로 1 m 해상도의 지형을 생성하 다. 각 이더의 

도, 경도 그리고 고도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고도각

에 한 빔  모의를 수행하 다. 부방사부에 의한 

차폐  지형 에코 오염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표

기 굴 을 가정하 다. 측 고도는 해발고도가 아니

고, 지형의 높이를 고려한 고도(Above Ground 

Level, AGL)를 기 으로 하 다. 

빔 차폐 모의를 통하여 이더 망의 합성 최 고도

를 산출하 다. 합성 최 고도란 합성된 이더 망에

서 어떠한 지 을 측할 수 있는 최 고도를 선택하

여 나타낸 것이다. 분석에 사용할 합성 최 고도 지도

는 체 측 지 별로 산출한 합성 최 고도를 지도

로 나타낸 것으로 모의한 이더 망의 측 특성을 

악할 수 있다. 

2.2 측 효율

이더의 각 빔이 측 가능한 고도의 정량 인 변

화를 나타내기 하여 형 이더의 합성 측 범

에서 반경 0.25 km 간격으로 각각의 고도별 측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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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빈도로 산출하 다. 이때 지상 강우량 산출

의 정확도에 향을 미치는 층 측 임계 고도인 1 

km 이하의  빈도가 요하다. 임의의 이더 망

을 가정할 때, 이더 스캔 체 면 에 한 특정 고

도 이하 측이 가능한 면 의 비로 측 효율을 계

산한다. 를 들어 기상청 이더 망의 0.5 km 이하 

측 효율은 기상청 이더 망에서 0.5 km 이하 측 

가능한 역의 면 을 이더 망 체 면 으로 나

어 계산한다. 

Ⅲ. 결 과 

3.1 S 밴드와 C 밴드 이더 측망 

기상청의 형 이더는 240 km의 긴 사거리로 한

반도에 유입되는 태풍  강수와 같은 기상 상을 

조기에 탐지하여 보하기 해 주로 해안가에 치

한다(표 1). 용인 테스트 베드를 제외하고 업용으로 

11기의 형 이더를 사용하고 있다. 이더의 치 

특성은 해안가의 층 측에 유리하지만, 남해안과 

태백산맥 서쪽, 남해 내륙 지리산, 덕유산 등 산악 지

역의 지형에 의한 층 측에 한계를 보인다(그림 

2). 

Radar
Frequency

(GHz)

Gate

(m)

최  측

거리(km)

S band 1.55 - 3.9 250 240

C band 3.9 - 6.2 250 150 

X band 6.2 - 10.9 125 40

표 1. 이더 사양
Table 1. Radar specification  

환경부의 형 이더는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

킬 수 있는 악기상에 의한 피해를 방하기 하여 

운용되고 있다. 환경부 하 각지의 홍수통제소에서 

형 이더를 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문학  자

료로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의 형 이더는 내륙 지

역의 높은 고도에 치하여 고도각을 낮추면 주변 

층 측에는 용이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형 차

폐로 인해 측 사각 지역이 나타난다. 기상청 형 

이더 망에 환경부의 형 이더 망을 합성할 경우, 

내륙과 해안에서 나타나는 각 부처 간의 단 을 보완

할 수 있다. 기상청 이더 망의 태백산맥 인근 산악 

지형의 층 측의 한계를 다소 보완할 수 있고, 환

경부 형 이더 망의 해안 이더 측 한계를 해

소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기상청(왼쪽)과 환경부 (오른쪽)의 S 밴드 
이더의 합성 최 고도

Fig. 2 S band radar composite lowest height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left) and Ministry 

of Environment(right)

공군은 군용 이더와 별개로 공군 비행장의 기상

에서 기상 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공군의 형 

이더(C 밴드) 사용 목 은 투기와 항공기 등의 비

행에 향을  수 있는 기상요소를 탐지하는 것이며, 

이를 해 활주로 주변에서 높은 고도각으로 빔을 방

사한다. 내륙에 형 이더가 치한 은 환경부와 

유사하지만, 설치 고도는 낮다. 즉 주변의 지형에 의

한 차폐율이 높아 이더 인근을 제외하고는 층 

측에 한계가 존재한다. 공군 형 이더는 기상 보

가 주된 목 이 아니므로 이더 망이 내륙의 층을 

측할 수 있도록 최 화된 장소에 치하지 않는다. 

공군 형 이더 망은 이더 주변의 층을 가장 

잘 측하여 일부 내륙 층 측에는 도움이 된다

(그림 3). 

기상청과 환경부, 공군의 형 이더 망을 합성하

면 태백산맥  지리산 지역의 차폐 역과 내륙 지

역 층 측 사각 지역과 충남, 북, 남해안, 경북 

내륙 지역 그리고 경기도 서해안의 층 측이 보완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 울진, 거창, 태백 지역

과 남해 내륙의 거창, 함양 지역 등의 층 측의 한

계는 여 히 존재한다. 한, 합성 이더 망으로 상

호보완이 될 수 없는 한반도의 원거리 해상과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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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 해안 층 측이 어렵다. 그림 2의 기상청 

측망과 범부처 측망을 비교하면, 내륙에서 환경부와 

공군 형 이더 망을 합성하지 않아도 태백산과 지

리산 주변을 제외하고 기상청 망으로 층 측이 가

능하며 범부처 망으로 합성할 경우 내륙 부분 지역

에서 층 측이 가능하다(그림 3).

그림 3. 공군의 C 밴드 이더의 합성 
최 고도(왼쪽)와 범부처 S 밴드와 C 밴드 이더의 

합성 최 고도(오른쪽)
Fig. 3 C band radar composite lowest height of 

Republic of Korea Air Force(left) and S, C band radar 
composite lowest height of GD(Governmental 

Department) radar network(right)

기상청 형 이더 망과 다른 부처의 이더 망을 

합성하여 층 측이 가능한 지 의 변화를 확인하

기 해 1 km 이하 층 측 역을 산출하 다(그

림 4). 기상청 형 이더의 층 측에서 내륙의 

함양 지역 주변과 울진, 삼척 사이 산맥에서 측할 

수 없는 역이 나타난다. 세 부처의 합성 이더 망

은 내륙의 측 공백을 보완하지만 태백산맥 일부 지

역에서는 여 히 층 측에 한계를 보여 다. 

기상청, 환경부, 공군과 범부처 형 이더 합성망

의 측 효율을 산출하 다(그림 5). 기상청과 환경부 

이더 측망에서는 2 km 이하의 측 효율이 비교

 높게 나타난다. 공군의 측망은 기상청, 환경부와 

다르게 체로 평탄한 빈도 분포를 보여서 타 부처보

다 층 측 효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군의 

형 이더 지 이 낮은 고도에 있는 치  특성과 

높은 고도각으로 인해 기상청과 환경부보다 층 

측 효율이 높지 않다. 환경부 형 이더 망은 기상

청과 비교하 을 때, 사거리가 긴 기상청 이더 측

의 체 면 이 커져서 층 측 효율이 떨어지므로 

환경부 형 이더 망의 층 측 효율이 다소 높

게 나타난다. 

그림 4. 1 km 이하 측 가능한 역.
기상청 이더 망(왼쪽)과 범부처 이더 망(오른쪽)
Fig. 4 Observable area below 1 km in altitude.
KMA radar network (left) and GD radar network

그림 5. 측 효율의 빈도
Fig. 5 Cumulative frequency of observational efficiency

  

3.2 측 사각 지역 보완

기상청 이더 망의 측 역과 비교하면 범부처 

이더 망의 층 측 사각 지역의 면 이 작다(그

림 2와 그림 3). 따라서 범부처 이더 망에서는 기상

청 이더 망보다 은 수의 소형 기상 이더로 측 

사각 지역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림 6은 범부처 이더 

망에 소형 기상 이더 6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의한 

결과이다. 지리산 인근 층 측 한계 지역은 소형 

이더 1기만 추가하여도 사각 지역 보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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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 인근 층 측 사각 지역의 면 은 넓지 

않지만, 층 측을 수행하기 해서는 산맥 때문에 

다수의 X 밴드 이더가 필요하다. 수치 지도에서 고

지 를 조사하고 차도와 력 공 을 고려하여 우선 

열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 다. 다양한 조합을 통한 합

성장을 모의하여 측 효율이 포화되는 최 의 측

망을 구성에 필요한 소형 기상 이더 설치 다섯 지

을 결정하 다(그림 6). 표 2는 범부처 이더 망에 

추가 인 소형 기상 이더 설치하여 산출한 측 효

율의 변화이다. 0.5 km 이하 층에 한 측 효율

은 향상되지만, 측 공백 지역의 넓이가 작아서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소형 이더를 추가 설치하여도 

측 효율 향상을 기 할 수 없다(그림 6). 

그림 6. 범부처 이더 망에 소형 
기상 이더 6기를 추가한 1 km 이하 

층 측 가능 지역 모의 
Fig. 6 Simulation of composite 

observable area below 1 km in altitude 
with the Governmental Department radar 

network and six X band radars. 

3.3 북한지역 형 이더 망 모의

북한의 면 은 약 120,540 km2로 남한보다 약 20% 

넓고 남한에 비해 높은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북동쪽의 백두산을 포함한 산악 지형은 2 km 

이상의 고도를 보이는데 산악 지형을 경계로 어떻게 

이더를 배치하는지에 따라 이더 망 구축안이 달

라질 수 있다. 한반도 체의 이더 시뮬 이션을 수

행하기 하여 북한 지역에도 형 이더 망을 모의

하 다. 북한의 남부 지역은 남한의 백령도, 덕산 

그리고 강릉 형 이더로 일부 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 다. 한, 최소 이더 수로 최  효

율을 보이기 하여 산맥을 따라 측 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고지 에 설치를 가정하 다. 지형 조건뿐만 

아니라 강수량 분포를 심으로 기상학  심 지역

도 고려하 다. 북한 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강군이다[17]. 2011

년 GTS(: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 자료

와 지형을 고려한 강수분포에 따르면 북한 지역의 연

평균 강수량은 1,196 mm로 남한보다 약간 고 표

편차는 298 mm이다[18]. 

Height 

(km)

Cumulative Frequency

GD GD+6 

0.3 0.03 0.04

0.5 0.17 0.18

0.8 0.33 0.33

1.0 0.43 0.43

2.0 0.65 0.65

표 2. 범부처 이더 망(GD) 측 효율과 범부처 
이더 망에 소형 이더 6기추가(GD+6) 모의한 

측 효율
Table 2. Observational Efficiency of Governmental 
Department(GD) radar network and adds 6 X band 

radar to Governmental Department radar 
network(GD+6)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에서 제

공하는 북한 스물일곱 지 의 자료를 바탕으로 호우

주의보와 호우경보 횟수를 고려하여 기상 심 지역

을 선정하 다. 강수량 추정에 많이 사용되는 역거리 

가 ( Inverse Distance Weighted) 보간법을 이용하

여 측정 혹은 표본추출 되지 않은 미지의 지  값을 

추정하 다. GTS 강수 자료는 12시간 강수량을 제공

하며, 12시간 강수량이 110 mm 이상 180 mm 이

하로 상될 때 호우주의보, 180 mm 이상으로 상

될 때 호우경보를 발령한다. 강수량과 호우주의보 

그리고 호우경보의 각 기 에서 상  10%에 해당하

는 세 지 과 상  10%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변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 이 복되는 정도

(score)를 분류하여 기상학  심 지역의 우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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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 다. 

그림 7에서 장 , 원산, 평강, 구성, 삼지연이 상  

스코어에 두 번씩 복되어 선정되었으며, 그 외 평

양, 산계, 안주, 개성, 김책, 선 이 한 번씩 선정되었

다. 개성, 산계, 평강, 장  등의 남한과 인 한 지역

과 북한의 북서쪽에 치한 구성, 안주 그리고 월평균 

강수량과 주의보 횟수가 지만 경보 횟수가 비교  

많은 선 , 청진 지역이 형 이더 설치 후보지로 선

정되었다. 바다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강수를 조기에 

탐지하여 보할 수 있도록 국경과 해안에 인 한 

치도 고려하 다(그림 7). 해안, 국경과 하고 강수

량, 주의보, 경보 횟수가 많았던 강산 주변 지역의 

스코어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 순 로 백두산과 선  

주변이 스코어가 높았으며 신의주, 구성, 안주에 걸친 

북한 서부와 강계, 청진 지역이 세 번째 순 로 결정

되었다. 

그림 7. 기상학  심 스코어(score) 분포

Fig. 7 Distribution of meteorological interest 

score 

북한에 형 이더를 설치할 지 과 측 심 지

역 사이의 거리를 유효 거리 범 인 80 km를 고려하

여 형 이더 수를 결정하 다. 최소 이더 수와 

최  효율을 해서는 산맥을 따라 고지 에 설치하

여 측 범 를 넓힐 수 있다. 우선 남한과 해있으

며 기상학  심지로 선정된 강산 지역부터 모의

하 다. 그림 8은 원산 지역의 측을 한 형 이

더 후보지 산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원산지역 인근 

고지  A, B, C, D를 선정하여 형 이더 시뮬 이

션을 수행하 다. 각 후보지에서 고도 1 km 이하를 

측할 수 있는 측 효율은 B (46.4%)와 D (60.2%)

가 높았다. 해안 지역과 같이 빔 차폐가 발생하지 않

을 때, 층 측 효율이 높으므로 D 후보지가 가장 

한 지 으로 결정되었다. B 후보지는 D 후보지보

다는 층 측 효율이 낮지만 고지 에서 내륙을 

체 으로 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륙의 측 보완이 

필요할 때 형 이더 후보지로 합하다.

 

그림 8. 원산 지역의 이더 설치 후보지에 한 

측 효율

Fig. 8 Observational efficiency of radar installation 

candidate site around Wonsan

두 번째 기상학  심 지역은 개성과 북동쪽의 국

경 지역인데 개성 지역은 남한의 형 이더 반경 

안에 치하기 때문에 북동쪽에서 그림 8과 같은 방

법으로 모의를 수행하 다. 형 이더 상 설치 수

는 1기에서부터 북한 지역 체를 측할 수 있는 10

기까지 늘리면서 실험하 다. 기상학  심, 지형 그

리고 남한 이더 망의 측 범 를 고려하여 그림 9

의 오른쪽과 같이 북한 지역에 10기의 이더 설치 

우선 순 를 결정하 다. 남한 백령도, 덕산 그리고 

강릉 이더 망의 측 역에 포함되는 북한의 남부 

지역에는 이더 설치를 배제하 다. 지형이 복잡한 

개마고원 때문에 부분의 이더 설치 후보지가 북

 40° – 42° 사이에 집 하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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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km)

Cumulative Frequency

GD+1 GD+2 GD+3 GD+4 GD+5 GD+6 GD+7 GD+8 GD+9 GD+10

0.3 0.04 0.03 0.04 0.04 0.07 0.07 0.07 0.08 0.08 0.08

0.5 0.23 0.19 0.21 0.22 0.27 0.27 0.29 0.30 0.30 0.30

0.8 0.42 0.38 0.41 0.43 0.47 0.46 0.49 0.50 0.50 0.50

1.0 0.52 0.49 0.52 0.55 0.57 0.58 0.60 0.61 0.61 0.61

2.0 0.73 0.72 0.75 0.77 0.78 0.78 0.80 0.80 0.80 0.80

표 3. 북한의 S 밴드 이더 추가에 따른 측 효율
Table 3. Observational Efficiency by adding S band radar in North Korea

그림 9. 남한의 이더 망(왼쪽)과 북한 이더 설치 
후보지 우선 순 (오른쪽)

Fig. 9 Radar network of South Korea (left) and priority 
of radar installation candidate site in North Korea 

(right)

3.4 한반도 기상 이더 측망 모의 

남한의 범부처 이더 층 측망(그림 3)을 기본

으로 하고, 북한에 이더 측망 구축을 가정하여 결

정된 이더 설치 지  우선 순 에 따라 차례로 

이더 수를 증가하여 한반도 층 측 이더 측망

을 모의하 다. 북한 지역에서 첫 번째 설치 후보지로 

그림 8과 같이 강산 지역을 선정하 다. 산악 지형 

고도가 높아 빔을 음의 고도각으로 방사하여야 주변 

지역의 층을 측할 수 있다. 북한의 심을 가로지

르는 낭림산맥 동쪽의 층을 측할 수 있다.

북한 지역에 이더 2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9에서 선 과 삼지연 지역을 측할 수 있는 함경북

도 라선을 두 번째 후보지로 선정하 다. 하나의 이

더로 두 지역 모두 측하고자 했으나 마천령산맥 때

문에 선  지역에 우선 으로 이더 후보지를 선정

하 다. 

세 번째 이더는 월평균 강수량은 지만 경보 빈

도가 높은 선  주변 측이 가능하고 국경에 인 한 

량강도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측 

심 지역이면서 평양과 가까운 구성, 안주 지역은 남한

의 백령도, 덕산 이더의 측 역 밖에 치하므

로 평안남도 북창을 네 번째 이더 설치 후보지로 

선정하 다. 다섯 번째 후보지는 동해안과 태백산맥 

남측의 측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 으로 함경북

도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이더 5기를 설치하면 기상

학  우선 순 로 선정된 북한 내륙의 심 지역 

부분의 층 측이 가능하다. 

이더 추가 설치로 자강도와 북한 내륙의 층 

측 공백 지역을 보완하 다. 산맥에 가로막히고 국

과 인 한 국경과 동해안의 층 측을 보완할 수 

있는 2기의 이더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 다.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후보지는 기상학  우선 순

가 아닌 층 측 공백 지역과 북한 지역 측을 목

으로 자강도와 함경남도에서 선정하 다(그림 10). 

여덟 번째 추가 모의부터는 표 3과 같이 측 효율이 

향상되지 않았다. 이는 시뮬 이션에서 가정한 이더

의 측규모가 산악지형으로 인한 국지  차폐 해소

에는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안북도에 추가 설치

하여 북한의 북쪽과 내륙의 층 측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 공군의 형 이더 측 효율을 평가하고 

부처별 측 특성을 악하 다. 기상청 이더 망은 

해안과 넓은 역의 측에 유리하며, 환경부 이더 

망과 공군 이더 망을 합성하여 내륙의 측 사각 

지역을 보완할 수 있다. 남한의 산악 지형 때문에 발

생하는 층 공백 지역 보완을 하여 소형 이더 

망 구축안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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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남한의 범부처 이더 망에 
북한 이더 8기를 추가한 합성최 고도지도 
Fig. 10 Simulation of composite lowest height 
with the GD radar network of South Korea 

and 8 North Korea radars 

 

북한 지역의 기상 측을 한 형 이더 망 측 

역 모의를 수행하 다. 북한 지역에 10기의 형 

이더 우선 설치 지 을 기상학  심 지역뿐만 아니

라 공기 덩어리의 유입 측을 한 해안과 국경도 

고려하여 결정하 다.

업용 범부처 형 이더와 소형 이더 그리고 

북한 지역을 상으로 모의한 이더 망을 합성하여 

한반도 이더 망을 제안하고 분석하 다. 이더의 

특성상 원거리 역에서 층 측이 불가하여 측 

효율은 60%로 높지는 않지만 한반도 내륙은 지리산

과 태백산 인근 일부를 제외하고 층 측 역에 

포함된다. 한반도의 높은 산맥을 따라 나타난 층 

측 사각 지역은 소형 이더를 활용하여 보완이 필요

하다. 해안이나 섬에 형 이더를 설치하면 원거리 

해상 층 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기상정보 

확보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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