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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cipitable water vapors (PWVs) obtained from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and Microwave Radiometer 
(MWR) measurements have been compared for validation of precision of the GPS PWV at Daegwallyoung station for 
21 days from Sep. 30 to Oct. 20, 2006. The GPS PWV is estimated using the delay of GPS signals due to the water vapor 
in the atmosphere with a local mean temperature equation, called HP model, and the MWR PWV by the combinational 
radiance observation of two channels (23.8 and 31.4 GHz). During the co-observation period, the MWR and GPS PWV 
show a similar trend, and the bias between the PWVs is 1.7 mm on average. When the bias is removed, the PWV of GPS 
gives good agreement with that of MWR, having about 1 mm for both the standard deviation and RMS error between 
the GPS and MWR P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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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중의 수증기는 다양한 기상현상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수증기량 측

정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존데

(radiosonde)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시공간적인 변

화가 큰 수증기량의 분포를 실시간 혹은 준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기상연

구는 Davis et al. (1985)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GPS 위성신호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시 관측이 

가능하며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차세대 정밀 

대기관측장비로 제안되고 있다 (기상청, 2000). GPS를 

이용한 대기 수증기량 결정 기술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검증되어 국가별로 최적화된 지역적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미 자

국에 적합한 모델을 정립하고 현재 기상현업에 활용하

고 있는 단계이다. 
미국은 전세계 대학을 주축으로 100여개 이상의 GPS 

상시관측소로 구성된 SuomiNet을 구축하여 대기운동과 

강수특성 연구를 통한 기상분야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

으며,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GSD (Global System Division)에서

는 GPS 관측을 통한 일기예보 및 기후감시능력 향상

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유럽은 1996년부터 3년

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이 참여한 국가간 

공동과제인 WAVEFRONT (Water Vapor Estimation 
for Regional Operational Network Trials)를 진행하였



292 MWR 관측치와 비교를 통한 GPS 가강수량 정밀도 검증

다. WAVEFRONT는 대기 중 수증기량 측정을 통한 기상

학 및 기후학 연구에 목적을 두었으며, WAVEFRONT 
종료 후 1999년부터 3년간 MAGIC (Meteorological 
Applications of GPS Integrated Column)을 수행하였

다. MAGIC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이 참여

하고 있으며, 지중해 연안 주변의 44개 GPS 상시관측

소를 활용한 지역관측망을 구성하여, HIRLAM (High 
Resolution Limited-Area Model)을 이용한 GPS 기반 

수증기량 측정과 수치일기예보 자료동화를 통한 일기

예보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일본은 1000
여개 이상의 GPS 상시관측소를 보유한 세계 최다 

GPS 상시관측소 운영국가로서, 1997년부터 국가적 

지원아래 GPS를 이용한 기상학 및 기상현업적용을 위

한 기반기술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문용진 (1998)에 의해 GPS를 이용한 

대류권의 수증기량 측정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후 조

정호 등 (2001)에 의해 GPS와 라디오존데 관측데이터

와 비교를 통한 정밀도 검증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박
관동 등 (2003)에 의해 준실시간 수증기 분포도 결정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하지현 등 (2005)에 의해 시선

방향 수증기량 결정 연구가 수행되어, 이미 국내에서도 

준실시간 3차원 수증기량 분포도 결정을 위한 기반기술

이 개발되었다. 한편, 2003년부터 한반도 지역에 적합한 

지역모델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우성호 (2003)에 의

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평균온도식 결정 연구가 

진행된 이후, 하지현 등 (2006)에 의해 8년간의 국내 

라디오존데 관측데이터를 바탕으로한 한국형 평균온

도식 개발이 이루어 졌다. 현재 국내 GPS 기반 기상연

구는 대기 수증기량 결정에 대한 정밀도 검증 및 정확

도 향상 연구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러한 국내 연구기

술 개발 수준에 맞추어, 이 연구에서는 GPS를 이용하

여 산출한 수증기량 중 강우로 변할 수 있는 양인 가강수

량 (PWV, Precipitable Water Vapor)을 결정하고, MWR 
(Microwave Radiometer) 관측데이터와 비교를 통하여 

GPS 기반 PWV의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PWV 산
출 시 하지현 등 (2006)에서 제안된 한국형 평균온도

식을 적용하고, 이를 기존 PWV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국내 PWV 산출 기

술의 정밀도를 평가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GPS와 MWR의 PWV 결정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정밀도 검증을 위한 실험방

법, 그리고 PWV 비교 결과 및 정밀도 검증 결과에 대

해 기술한다.

2. PWV 산출 방법

2.1 GPS PWV

지상으로부터 20,200 km 상공에 있는 GPS 위성에

서 송신되는 신호는 지상의 수신기에 도달하기까지 이

온층과 대류층을 통과하면서 신호가 지연된다. 이온층

에 의한 신호지연은 이온층 내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전

기적인 성질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이중주파수 GPS 
수신기를 사용하면 주파수 선형조합에 의해 대부분 제

거할 수 있다. 대류층에 의한 신호지연은 대기 중에 존

재하는 이산화탄소나 질소 등과 같은 건조가스 및 수

증기로 대표되는 습윤가스에 의해 발생한다 (Davis et 
al., 1985). 건조가스에 의한 지연을 건조지연 (Dry 
Delay 혹은 Hydrostatic Delay)이라 하며, 수증기에 의

한 지연을 습윤지연 (Wet Delay)이라 한다. 건조지연

은 일반적으로 0.3 hPa 미만의 오차를 가지는 기압계

를 사용하면 지상관측만으로 2-3 mm 수준의 정밀한 

보정이 가능하다 (Bevis et al., 1992). 그러나 시공간

적인 변화가 큰 수증기의 경우 지상관측만으로는 습윤

지연량에 대한 정확한 결정이 어려워 GPS 정밀측위의 

중요한 오차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분석하면 대기 수증기 분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장에서는 습윤지연량을 

이용한 PWV 산출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다.
GPS 자료 처리를 통해 산출되는 대류층에 의한 신

호지연량은 아래 식 (1)과 같이 천정방향 지연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ZWDZHDTZD +=               (1)

여기서 TZD (Total Zenith Delay)는 천정방향 총 지연

량, ZHD (Zenith Hydrostatic Delay)는 천정방향 건조

지연량, 그리고 ZWD (Zenith Wet Delay)는 천정방향 

습윤지연량을 의미한다. ZHD는 크기가 2-3 m로 비교

적 큰 편이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상관측만으로 

정밀한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ZWD의 경우 크기는 

건조지연의 10% 정도이지만 지상관측만으로는 정확한 

결정이 어려워 다양한 경험적 혹은 선험적 (a priori) 
모델을 이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험적 모델만으로는 

달성할 수 있는 정밀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용진, 
1998), 선험적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TZD는 

식 (2)와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하지현․박관동․장기호․양하영  293

ZDCAWDAHDTZD ++=                                (2)

여기서 AHD (a priori Hydrostatic Delay)와 AWD (a 
priori Wet Delay)는 건조지연량과 습윤지연량에 대한 

선험적 수치이며, ZDC (Zenith Delay Correction)는 

선험적 수치에 대한 보정량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는 AWD로 0.1 m를 사용하였으며, AHD는 식(3)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Webb and Zumberge, 1993). 

heAHD 000116.029951.2 −=               (3)

여기서, h는 관측지점의 고도 [km]이며, 식 (3)을 이용

할 경우 AHD는 mm 단위로 산출된다. 
한편, 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한 ZHD 산출 방법은 다

음 식 (4)와 같다(Bevis et al., 1992).

h
P

ZHD s

00028.02cos00266.01
)0024.02779.2(

−−
±

=
ϕ (4)

여기서, Ps는 관측지점의 지상기압 [hPa], 2ϕ 는 위도

[rad], 그리고 h는 고도 [km]를 의미하며, 식(4)를 이용

할 경우 ZHD는 mm 단위로 산출된다. 그러므로 식 (1)
과 식(2)의 관계를 이용하면 ZWD를 계산할 수 있으

며, 이는 다음 식 (5)를 이용하여 PWV로 변환할 수 있

다 (Bevis et al., 1992). 

ρ
ZWDkPWV ⋅= (5)

여기서, ρ는 물의 밀도 (density of liquid water)로서 

998.00897 kg/m3이며, PWV는 mm 단위로 산출된다. 
k는 평균온도식 (mean temperature equation)에 의해 

결정되는 대기상수로써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Bevis et al. 1992).

v
m

Rk
T
k

k 







+= − '

2
36101

(6)

   
여기서, k3은 (3.776±0.004)×105K2/hPa, k‘2는 (17±10) 
K/hPa, Rv는 수증기의 비부피 (specific gas constant 
of water vapor)로 4.615×102J/kg‧K, 그리고 Tm은 평

균온도[K]를 의미한다. 평균온도는 식 (7)과 식 (8)에 

나타낸 평균온도식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2.7072.0 += sm TT  (7)

5.16907.0 += sm TT  (8)

  
여기서, Ts는 관측지점의 지상기온[K]을 의미한다. 식 

(7)은 GPS 기반 PWV 산출에 널리 사용되는 Bevis 모
델 (Bevis et al., 1992)이며, 식 (8)은 하지현 등 (2006)
에 의해 제안된 한국형 모델인 HP (Ha and Park) 평균

온도식이다. Bevis 모델은 북미대륙의 라디오존데와 

AWS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한반도

와 같이 기후 특성이 다른 지역에 적용될 경우 PWV 
산출의 오차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HP 모델은 국내 

6개 고층기상관측소 (고산, 광주, 속초, 오산, 포항, 흑
산도)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관측된 라디

오존데 데이터와 AWS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되

었다 (하지현 등, 2006). 이 연구에서는 GPS PWV 산
출에 Bevis 모델과 HP 모델을 각각 적용한 후, 그 결과

를 MWR 관측데이터와 비교하였다. 

2.2 MWR PWV 

구름물리선도관측센터 ((구)대관령 기상대)는 국내

에서 유일하게 MWR 상시관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Radiometrics사의 WVR-1100 모델이 설치되어 있다. 
WVR-1100은 23.8GHz와 31.4GHz의 이중주파수를 

이용하여 신호 경로상의 밝기온도 (brightness temper-
ature)를 측정한 후 대기중의 수증기량과 구름수액량

(CLW, cloud liquid water)을 관측하는 장비이다

(Nicholson et al., 2003; 장기호 등, 2007). 주파수 f에 

따른 밝기온도 TB는 식 (9)에 나타낸 찬드라세카

(Chandrasekhar) 복사전달방정식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Shrestha, 2003).

∫ ∞−∞− += dzezzTeTfT ff
CB

),0(),0( )()()( ττ α (9)

여기서 TC는 흑체온도, z는 매질까지의 거리, T(z)는 

절대물리기온 (absolute physical air temperature), α (z)
는 해당 주파수의 대기부피흡수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τ는 주파수에 따른 대기 불투명도 (atmospheric opac-
ity)로서 식 (10)과 같다.









−

−=∞
)()(

)(ln),0(
fTfT

TfT

BMR

CMR
fτ (10)

     
여기서 TMR은 대기 평균복사온도 (mean radi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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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multaneous observation with GPS, MWR, and 
AWS at Daegwallyoung station.

Table 1. Retrieval coefficients at Daegwallyoung station.

C0 C1 C2

vap -0.003 22.075 -12.079

liq -0.001 -0.121 0.219

temperature)로서 식 (11)과 같다.

∫
∫

∞ −

∞ −

=
0

),0(

0

),0(

)(

)()(
)(

dzez

dzezTz
fT

z

z

MR τ

τ

α

α
 (11)

    
식 (10)을 이용하여 결정된 대기 불투명도는 식 (12)

와 식(13)를 이용하여 대기중의 PWV와 CLW로 각각 

변환된다 (Shrestha, 2003). 

4.3128.2310 )()()( ττ vapCvapCvapCPWV ++= (12)

4.3128.2310 )()()( ττ liqCliqCliqCCLW ++= (13)

여기서 C0, C1, 그리고 C2는 수증기량과 수액량의 이중선

형회귀로부터 결정된 관측지점의 복원계수 (retrieval 
coefficient)로서, 구름물리선도관측센터의 경우 Table 
1과 같다 (양하영 등, 2005).

3. PWV 정밀도 검증

3.1 실험 방법

GPS 기반 PWV의 정밀도 검증을 위하여 구름물리

선도관측센터에 설치된 MWR과 동시관측을 실시하

였다. MWR로 측정한 PWV는 GPS PWV와의 정밀도 

비교에 가장 적합한 장비로 알려져 있으며 (하지현 등, 
2006), 구름물리선도관측센터에 설치된 MWR의 경

우, 장기호 등 (2007)에 의해 라디오존데와 비교 실험

에서 상관계수 0.9로 우수한 PWV 검증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관측기간은 2006년 9월 30일 (DOY: Day of 
Year 273)부터 10월 20일 (DOY 293)까지 총 21일이

며, 관측현장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동시관측에 사용된 GPS 장비는 Ashtech사의 쵸크

링 안테나 (701945E_M)와 측지용 수신기 (iCGRS)이
다. GPS 관측데이터는 30초 간격으로 24시간 상시 수집

하였다. GPS 데이터 처리에는 미국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에서 개발한 GIPSY-OASIS II (GPS Inferred 

Positioning System-Orbit Analysis and Simulation 
Software)를 이용하였으며 (Webb and Zumberge, 
1993), JPL 정밀궤도력 (precise orbits)을 사용하여 10
분 간격으로 습윤지연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GPS 
PWV 산출의 대표적인 오차요인인 GPS 안테나 위상

중심변동 (Phase Center Variations)에 따른 오차와 방

위각 방향으로의 수증기 분포 변화량 (azimuthal gra-
dients)에 따른 오차 (하지현 등, 2005)를 고려하였다. 
PWV 산출에 필요한 기상데이터는 동일 장소에 설치

된 AWS (Automatic Weather System)에서 기록된 1
시간 간격의 지상기온 관측데이터와 3시간 간격의 압

력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GPS PWV와의 시간 

해상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10분 간격으로 보간

(interpolation)하였다. 구름물리선도관측센터에 설치된 

AWS 기압계는 ±0.1 hPa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다.

3.2 평균온도식에 따른 PWV 산출

이 연구에서는 MWR과 비교를 통한 GPS PWV 정
밀도 검증에 앞서, 평균온도식에 따른 PWV를 비교하

였다. 즉, GPS 기반 기상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Bevis 모델과 하지현 등 (2006)에 의해 제안된 한국

형 평균온도식인 HP 모델을 각각 적용하여 PWV를 산

출하였다. Fig. 2에 지상기온과 평균온도, 그리고 두 모

델에 따른 PWV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2(a)는 DOY 273일 (9월 30일)에서 DOY 293

일 (10월 20일)까지, AWS에서 측정한 지상기온 Ts이

다. 가로축은 DOY이며 세로축은 Ts를 절대온도 단위

로 나타낸 것이다. Fig. 2(a)를 보면, 구름물리선도관측

센터의 지상기온이 대략 276K-297K 사이에서 관측되

어 3주 동안 21K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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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ime series of surface temperature from AWS 
measurements for 21 days from Sep. 30 to Oct. 20, 2006, 
(b) the mean temperature for the surface temperature range
in (a), and (c) the absolute value of difference between 
GPS-estimated PWVs with HP and Bevis mean temperature
equations for the surface temperature range in (a) at 
Daegwallyoung station.

된 Ts에 따른 평균온도 Tm의 변화를 Fig. 2(b)에 나타

냈다. Fig. 2(b)의 점선은 Bevis 모델이며, 실선은 HP 모
델이다. Fig. 2(b)를 보면, Bevis 모델과 HP 모델이 Ts 
288K에서 교차하며 교차점을 기준으로 Ts가 증감함에 

따라 두 모델간 Tm 차이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관측기

간 동안 Tm은 Bevis 모델의 경우 269K-283K, HP 모델

의 경우 267K-285K 사이에서 변하였다. 두 모델간 Tm 
차이는 관측기간 중 최저기온인 Ts 276K에서 1.97K로 

최대값이 나타났다. 이는 하지현 등 (2006)에서 제시된 

결과와 일치는 것으로서, 국내 지상기온의 변화 폭이 

250K-310K 정도임을 고려할 때 교차점이 기온이 높은 

쪽으로 치우쳐 나타남으로써 Ts가 낮은 경우에 모델간 

PWV 차이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평균온도식에 따른 

PWV 비교 결과를 Fig 2(c)에 도식하였다. 
Fig. 2(c)는 3주 동안 관측된 GPS 데이터를 바탕으

로 Bevis 모델과 HP모델을 각각 적용한 후 결정된 

GPS PWV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Fig. 2(c)의 가로축

은 Ts이며, 세로축은 모델간 PWV 차이인 ΔPWV이다. 
Fig. 2(c)의 ‘o’는 Ts에 따른 두 모델간 ΔPWV를 나타난 

것이며, 실선은 Ts와 ΔPWV에 대한 선형회귀 결과이다. 
Ts와 ΔPWV의 상관계수 r은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

며, 최대 0.12 mm, 평균 0.04±0.05 mm의 모델간 PWV 
차이를 보였다. 또한 Bevis 모델 기준으로 계산한 RMS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는 0.06 mm로 나타났

다. 하지현 등 (2006)에 의하면, 2005년 서울지역을 대

상으로 연중 최고기온 (지상기온 34.2oC, 기압 996 hPa)
을 기록한 7월 31일과 최저기온 (지상기온 -11.0oC, 기
압 1012.0 hPa)을 기록한 1월 30일의 PWV 차이가 

0.1 mm-0.8 mm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경우 공동관측이 이

루어진 기간이 절기상 추분 (秋分)에서 입동 (立冬) 사
이에 해당하므로 두 모델간 ΔPWV가 다소 작게 나타

났지만, Fig. 2(c)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s에 따른 Δ
PWV의 상관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국내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여름철과 겨울철 PWV 결정에 

오차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기상데이터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형 

평균온도식인 HP 모델을 적용하여 GPS PWV 정밀도

를 검증하였다.

3.3 GPS PWV 정밀도 검증

이 연구에서는 GPS PWV 결정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과 GPS PWV에 대한 정밀도 검증을 위하여 GPS 
PWV 산출 시 HP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MWR PWV
와 비교하였다. 21일 동안 GPS PWV와 MWR 관측치, 
그리고 동일기간 동안의 누적강수량을 Fig. 3에 나타

내었다. Fig. 3의 빨간색 점은 HP 모델을 적용한 GPS 
PWV이며, 파란색 점은 MWR PWV, 그리고 녹색 화

살표는 시간당 누적강수량을 의미한다. Fig. 3의 가로

축은 DOY, 왼쪽 세로축은 PWV, 그리고 오른쪽 세로

축은 강수량을 cm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Fig. 3의 

MWR PWV는 불특정 노이즈를 줄이고 해상도를 높

이기 위하여 이동박스카필터링 (moving boxcar filter-
ing) 기법을 하여 평활화 (smoothing)하였다.

Fig. 3을 보면 MWR은 강수량이 기록된 시점에서 

관측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GPS는 기

상조건과 무관하게 연속적인 관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MWR 장비의 특성상 강수가 있을 경우 장

비 표면에 맺힌 물방울에 의하여 관측이 전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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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GPS-based and MWR-measured PWVs, together with the precipitation (green arrows) at 
Daegwallyoung station for 21 days from Sep. 30 to Oct. 22, 2006.

지지 않거나 복사 (radiation)에 의해 관측 정밀도가 낮

아져 이상점 (outlier)이 관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시간당 2.5 cm의 강수가 발생한 DOY 284
일 (10월 11일)의 경우 50 cm 이상의 PWV 이상점이 

관측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MWR은 장비의 

노후로 인하여 실험기간 동안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관측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Fig. 3을 보면 HP 모델을 적용한 GPS PWV와 

MWR PWV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WV를 비교해 보면, MWR PWV가 

GPS PWV에 비해 항상 일정한 양만큼 크게 나타남으

로써 두 PWV 사이에 편향 (bias)이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MWR의 연속적인 관측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하여 

GPS와 MWR의 PWV를 비교한 결과 1.7 mm의 편향

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MWR 알고리즘에 의한 영

향과 평균온도식에 따른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

다. 최근 들어 MWR의 밝기온도 측정 값을 습윤지연량

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 문제가 제기되

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평균온도식에 따른 영향의 경우 

Bevis 모델 적용 시 HP 모델 적용 결과보다 편향이 0.2 
mm가 더 크게 나타나 국내 PWV 산출에 HP 모델이 비

교적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의 경우 

두 모델간 PWV 차이가 다소 작아 최대기온과 최저기온

을 포함한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GPS 
PWV와 동일한 시간에 관측된 MWR PWV를 추출한 후 

편향 제거한 결과, MWR PWV를 기준으로 표준편차 

1.8 mm, RMS 오차 1.2 mm가 나타났다. 
편향을 제거한 후, 강수가 기록된 기간을 포함하여 

임의의 6개 구간으로 나누어 GPS와 MWR PWV를 비

교하였다. 각 구간에 대한 PWV와 시간당 누적강수량

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의 가로축은 DOY이며, 
세로축은 PWV와 시간당 누적강수량으로 Fig. 3과 동

일하게 표현하였다.
Fig. 4를 보면 편향을 제거한 후 GPS PWV와 MWR 

PWV는 매우 잘 일치하며, 두 장비의 PWV가 모든 구

간에서 강수 발생 직전, 1cm 가량 급격히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강수 발생 전, 대기 수증

기 중 강우로 변할 수 있는 양인 PWV의 급격한 증가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GPS가 정밀 대기관측장비

인 MWR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ig. 4의 6개 구간에 대하여 MWR PWV를 기준으로 

GPS PWV의 최대오차, 평균오차, 표준편차, 그리고 

RMS 오차를 산출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을 보면, 1.7 mm의 편향을 제거한 후 최대 2-4 

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모든 구간에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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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s of GPS and MWR PWVs of the experi-
ments in the Fig. 4.

Case Maximum 
Error [mm]

Mean Error
[mm]

Standard 
Deviation 

[mm]

RMS Error 
[mm]

a 3.7 -1.2 0.8 1.4
b 3.4 -0.7 1.0 1.2
c 2.4 -0.4 1.1 1.1
d 2.2 -0.5 0.7 0.8
e 3.1 -0.2 1.1 1.1
f 3.3  0.1 1.5 1.5

Fig. 4. Comparison of PWVs from GPS and MWR with precipitation.

오차가 1 mm 내외로 나타나 GPS와 MWR의 PWV가 매

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평균오차의 경우 구간 (f)를 

제외하면 모두 음수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Fig.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WR의 오작동이나 강우로 인하여 

발생한 MWR PWV 이상점이 편향 산출 시 다소 포함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준편차와 RMS를 살펴보

면 6개 구간에서 모두 1 mm 정도로 산출되어 GPS 관
측만으로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 PWV 산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등 GPS 기반 PWV를 기상현업

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정밀도인 1-2 mm 수준 (Bevis et al., 1992; Shrestha, 
2003)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국내 GPS PWV 산출에 

관한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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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GPS PWV의 정밀도 검증을 위하여 

2006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21일간 구름

물리선도관측센터 ((구)대관령 기상대)의 MWR과 동

시관측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GPS 관측데이터는 

GIPSY-OASIS II을 이용하여 10분 간격으로 PWV를 

산출하였다. GPS PWV 정밀도 검증에 앞서, PWV 산
출 시 한국형 평균온도식인 HP 모델과 기존 PWV 연
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evis 모델을 각각 적용

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관측이 이루어진 기

간이 추분과 입동 사이로 모델에 따른 PWV 차이가 비

교적 작은 시기이므로 두 모델간 PWV 차이는 최대 

0.1 mm 정도로 작게 나타났지만, 지상기온에 따른 두 

모델간 PWV 차이에 대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여름철과 겨울철 PWV 결정시 정확도에 영

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델에 따른 GPS 
PWV와 MWR PWV를 비교했을 때 Bevis 모델을 적

용한 PWV의 편향이 HP 모델을 적용한 경우보도 다소 

크게 나타나 국내 PWV 산출에 HP 모델이 비교적 적

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의 경우 두 모델

간 PWV 차이가 작아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연구에서는 HP 모델을 적용하여 GPS PWV 정

밀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강우가 있거나 MWR 장
비의 오작동이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MWR과 GPS 
PWV는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두 PWV 사이

에 1.7 mm의 편향이 나타났다. 편향을 제거한 후 강우

가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6개 구간으로 나누어 GPS
와 MWR PWV를 자세히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

우에서 강우 발생 직전에 PWV가 1 cm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MWR과 GPS PWV간 표준편차와 

RMS 오차 모두 1 mm 내외로 산출되어 GPS 관측만

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매우 정밀한 PWV를 결정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GPS는 MWR과 달리 강우

에 상관없이 연속적인 관측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대기

관측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토

대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상조건에 상관없이 상시 

관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GPS를 기상연구에 활용할 경우, 기상연구 및 수치일

기예보를 비롯한 각종 대기관측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서 저비용으로 비교적 정확하고 안정적인 PWV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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