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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rnes scheme is used in Digital Forecast System (DFS)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for real-time analysis. This scheme is an objective

analysis scheme with a distance-dependent weighted average. It has been widely used for

mesoscale analyses in limited geographic areas. The isotropic Gaussian weight function with a

constant effective radius might not be suitable for certain conditions. In particular, the analysis

error can be increased for stations located near mountains. The terrain of South Korea is covered

with mountains and wide plains that are between successive mountain ranges. Thus,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terrain effect with the information of elevations for each st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temperature objective analysis, we modified the weight function

which is dependent on a distance and elevation in the Barnes scheme. We compared the results

from the Barnes scheme used in the DFS (referred to CTL) with the new scheme (referred to

EXP) during a year of 2009 in this study. The analysis error of the temperature field was verified

by the root-mean-square-error (RMSE), mean error (ME), and Priestley skill score (PSS) at the

DFS observation stations which is not used in objective analysis. The verification result shows

that the RMSE and ME values are 1.68 and -0.41 in CTL and 1.42 and -0.16 in EXP,

respectively. In aspect of spatial verification, we found that the RSME and ME values of EXP

decreased in the vicinity of Jirisan (Mt. Jiri) and Taebaek Mountains. This indicates that the new

scheme performed better in temperature verification during the year 2009 than the previous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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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객관분석은 공간적으로 비균질하게 분포하는 관측

자료를 격자 자료로 구성하는 과정으로 대기의 상태

분석 및 수치모델의 초기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객관분석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최적 내삽법

(Eliassen, 1954; Gandin, 1963), 다중2차내삽법

(Hardy, 1971; Nuss and Titley, 1994), Barnes 기법

(Barnes, 1964; Koch et al., 1983) 등 다양한 기법들

이 고안되어져 왔다. 최적내삽법은 분석 오차가 최

소가 되도록 추정하는 방법으로 관측오차와 배경오

차 공분산이 정확하게 추정되어야만 분석 오차가 최

소화될 수 있다 (주상원 등, 2002). 다중2차 내삽법

과 Barnes 기법은 분석에 사용되는 가중치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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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쌍곡면 함수와 거리에 대한 지수함수를 사용하

여 분석한다. 또한 Barnes 기법의 경우 다중2차 내

삽법과 달리 유효 반경을 적용시켜 관측자료의 영향

반경을 조절할 수 있다.

기상청은 2008년 10월부터 동네예보 서비스를 시작

하여 3시간 간격으로 5 km 해상도의 상세한 예보를

생산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네예보는 공간적으로 읍·

면·동 단위로 예보가 이루어지며 2010년 6월 15일

부터는 현재의 대기 상태를 설명해주는 실황 및 1시

간 간격의 초단기 예보 그리고 3시간 간격의 단기 예

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희 등, 2010; 하종철 등,

2011). 기상청에서는 단기 동네예보의 생산에 Barnes

객관분석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등방

최적내삽법과 비슷한 수준의 오차를 보이면서도 계산

속도가 빨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현진 등, 2009).

Barnes 기법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가중치를 적용하

고 있으나 지형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로 Joshi and Ganju

(2010)는 Barnes 기법을 이용한 기온 객관분석을 수

행할 때 해수면 고도로 온도를 변환하여 객관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다시 Kunkel (1989)이 제시한 해당고

도까지 기온감률을 이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또한 지점별로 서로 다른 유효반경도 동시에 적

용하여 Barnes 객관분석에 지형 특성을 반영하여 지

형이 복잡한 히말라야 지역의 겨울철 (11, 12, 1, 2,

3, 4월) 일최저기온과 일최고기온의 객관분석에 적용

해 본 결과 기온분석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기후적 관점에서 객관분석에서 지형 특징을 반영한

연구로는 Parameter-elevation Regressions on Inde-

pendent Slopes Model (PRISM)이 있다 (Daly and

Neilson, 1992; Daly et al., 1994; Daly et al., 1997;

Gibson et al., 1997). PRISM은 고해상도 격자형 기후

자료를 생산하기위한 도구로써 월별 혹은 사례별로

기후 변수의 격자 자료를 추정하기 위하여 지점자료,

디지털 고도 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지형 자료를 사용한 지식기반의 시스템이다 (Daly

et al., 1994, 2001, 2002, 2003; Daly, 2006). PRISM

은 기온의 분포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고도

라고 가정하고 격자별로 기후자료와 고도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각 격자별로 선형식의 기울기를

다르게 반영하고 있어 사후 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Dodson and Marks (1997)는 미국 태평양 북

서부 지역의 산악지역과 평지지역에 대하여 일 최저

기온과 최대기온의 1 km 해상도의 내삽자료를 만들고

자 하였다. 이들 역시 기온 분석에서 고도의 효과가

중요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효

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중립안정도 알고리즘과 기온 선형감률을 이용

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정확도, 계산 속도,

설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온 선형감률을

사용하는 방법이 우세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

온감률은 시·공간적 변동성이 매우 큰 것에 대한 주

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월평균 혹은 연

평균 기온 자료보다 일최저기온과 일최대기온을 분석

할 때 객관분석이 더 어려우며 노이즈도 더 많이 발

생한다고 하였다.

객관분석 과정에서 지형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은 이 연구의 목적과 같으나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분석 대상

이 기후라면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날

씨이다. 시간 자료를 생산하는 실험에서 Dodson and

Marks (1997)의 연구와 같이 기온 감률을 적용하거나

기온과 고도의 선형관계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분석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온과 고도에 대한 관계식을 적용하지

않고 한반도 남한지역의 지형 분포도를 이용한 관계

식을 적용하여 지형 특성을 반영하고자 Barnes 객관

분석 기법에 사용되는 가중치 함수를 수정하여 기온

객관분석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2장에서는 동네예보

객관분석에 사용되는 Barnes 기법에 대한 설명과 지

형을 고려하도록 새롭게 제시된 기법을 소개하고 3장

에서는 기존의 객관분석 방법과 수정된 방법에 대한

실험에 대한 결과와 검증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자료와 분석방법

2.1. Barnes 객관분석 기법 

Barnes 2-패스 기법은 방정식이 간단하고 자료 특

성에 맞게 가중치 함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기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

효 반경 안에 있는 관측 자료를 거리에 반비례 하게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는 방법으로 식(1), (2)와 같다.

(1)

(2)

여기서, rm과 ri는 유효반경 안에 있는 관측 지점과

격자 지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관측 자료는 f0(rm)로

나타내며 1-패스에 의해 계산된 분석값 (rm)은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식(2)는 관측 자료 f0(rm)와 (rm)

의 차이 fD(rm)이다. (ri)는 2-패스에 의해 계산된 분

석장으로 식(3)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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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여기서, W(rj)는 거리 함수로 계산된 가중치 함수로

가중치 wm(rj)를 전체 합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식(4), (5)). j는 2-패스이므로 1에서부터 2까지 적용

된다. 관측 지점별로 식(1)을 이용하여 식(2)를 계산

한 다음 식(3)을 이용하여 1-패스와 2-패스의 가중치

를 같이 계산하여 격자점의 분석값을 계산한다. 가중

치 함수를 나타낸 식(5)는 관측 지점과 격자점의 거

리 차이(d)가 커질수록 격자점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

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Rj는 유효반경을 조절하는

상수이다.

기상청에서 동네예보의 기온 객관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R1과 R2는 경험적 실험에 의하여 각각 격자거리

4.0와 2.0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현진 등, 2009). 이 유

효반경은 가중치를 계산할 때 사용할 관측 지점의 범

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Fig. 1은 격자거리 5 km

인 동네예보의 R1과 R2에 대하여 거리에 대한 가중치

를 나타낸 것이다. 가중치는 0~1 사이의 값에 분포하

며 분석 지점에서는 가중치가 1이 된다. 또한 분석 지

점과의 거리 차가 커짐에 따라 가중치는 지수 함수적

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효반경 R1의 범위

안에 있는 관측 지점에 대하여 가중치 함수가 우선

적용된 다음 상대적으로 작은 유효반경 R2에 의해 분

석값이 갱신된다.

Fig. 2는 기상청 동네예보 객관분석에 적용되고 있

는 유효 반경 R1과 R2의 공간 분포를 남한 지역의 655

개 관측 지점을 중심으로 나타내었다. 유효반경 R1은

육지 및 섬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바다를 제외한 지

역에 대하여 공백 없이 관측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Fig. 2(a)). 유효반경 R2는 R1에 비하여 절

반으로 줄어든 반경이며 상대적으로 관측지점의 분포

가 조밀한 경기 지역의 경우 공백 없이 채워진다. 경

기 지역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는 일부 공백 지역이 나타나며 이 지역의 경우 R1에

의한 분석이 적용된다.

2.2. 한반도 지형 특성 및 관측지점의 고도 분포

객관분석 과정에 지형고도를 활용하기에 앞서 한반

도 남한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Fig. 3은

우리나라의 지형 고도를 나타낸 것으로 강원도 대부

분의 지역은 해발고도가 약 400~800 m 사이의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강원도는 남북으로 뻗

W rj( )
wm rj( )

wm rj( )
m=1

N

∑

------------------------=

wm rj( ) exp
dm
2

–

Rj
2

---------
⎝ ⎠
⎜ ⎟
⎛ ⎞

=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a) R1 and (b) R2 at each station used in DFS.

Fig. 1. The weighting curves of effective radius of R1 and R2

used in DFS (Digital Forecast System).



236 지형을 고려한 기온 객관분석 기법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2권 2호 (2012)

은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해발고도가 1000 m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다. 산맥의 동쪽인 영동지역은

동쪽으로 바다와 서쪽으로 산악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이다. 상대적으로 평야지대가 많

은 전라도 지역에는 노령산맥과 지리산이 위치해있어

기상 현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ig. 4는 남한 지역에 위치한 관측 지점의 수평 분

포를 나타낸 것으로 원과 삼각형으로 표시된 지점은

연구에 사용된 모든 관측 지점을 나타낸다. 이 지점

들은 유인 관측소와 자동 관측 지점을 포함하여 전체

655개이다. 이 지점들 중 삼각형으로 표시된 지점은

동네예보 편집지점으로 230개 지점이다. 상대적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관측 지점의 밀도가 높으며 섬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동네예보 지점은 공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이 연구 검증 실험에서 검증지점으로 사용한 지점이다.

Fig. 5는 관측 지점들의 고도별 빈도분포를 50 m 간

격으로 나타내었다. Fig. 5a는 655개의 전체 관측 지점

의 고도별 빈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 지점의

해발고도가 100 m 이하인 경우가 전체 자료의 약

65.15%, 200 m 이하의 경우가 80.89%를 차지하고

있다. 400 m 이하인 경우는 약 92%로 대부분의 관측

지점이 해발고도 400 m 이하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네예보 지점의 경우, 해발고도가 100 m 이하인

경우가 전체 자료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 m

이하의 경우가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Fig. 5(b)).

또한 해발도고가 500 m 이상인 경우는 대관령, 봉평,

내면, 태백, 하장, 상동 6개 지점으로 모두 강원 지역

이다. 동네예보 관측 지점은 수평적으로 고르게 분포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도별 빈도 분포에서도 남한 지

역의 655개 관측 지점의 분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

Fig. 3. Terrain height (m) of Korean Peninsula.

Fig. 4. Location of 655 meteorological stations (solid blue

circle and open red triangle) in this study. The symbols of

‘open red triangle’ indicate digital forecast stations (230).

Fig. 5. Histogram of frequency(%) of (a) KMA meteorological stations and (b) digital forecast stations using this study for

every 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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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객관분석 결과의 검증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지형고도를 고려한 Barnes 기법

이 연구에서는 3차원지형에서 관측된 기온을 2차원

평면으로 투영을 하기 위해 Level Set Method (LSM)

의 기본 개념을 Barnes 객관분석에 적용하고자 하였

다. LSM은 Fig. 6과 같이 어떤 대상의 경계면과 모

양을 추적하는 수치기법으로 지형고도에 적용할 경우

해당고도의 면적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Barnes 객

관분석에 LSM을 적용하기 위하여 3초 해상도 (약 90 m)

의 지형고도자료를 사용하여 고도별 빈도 분포를 구

하였다.

Fig. 7은 남한지역의 지형고도 빈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격자형 지형고도자료의 빈도분포는 해당고도

의 면적과 비례한다. 따라서 Barnes 객관분석의 2차

패스의 유효반경인 를 상수로 고정하지 않고 고도에

따른 지형면적의 감소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고도에 따

른 지형고도 빈도분포의 회귀식을 식(6)과 같이 구하

여 적용하였다.

(6)

여기서 x는 지형고도이며, y는 유효 반경인 R2에 각

각 대응한다. 따라서 고도가 0일 때는 R2는 2.3204가

적용되며 지형고도가 높아질수록 유효 반경은 지수

함수적으로 줄어든다.

Fig. 8은 기존의 가중치와 새로운 가중치를 비교하

기 위하여 거리 (x축)와 고도 (y축)에 대한 가중치 함

수를 나타내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가중치는 거

리가 멀어질수록 가중치는 줄어들고 있으나 고도가

y 2.3204e
2.673x–

=

Fig. 8. Weighting values of (a) Barnes scheme using in DFS and (b) the new scheme in this study as a function of distance and

elevation.

Fig. 6. Conceptual plot of level set method.

Fig. 7. Frequency (%) of elevation height (dot) and

exponential curve fitting (solid line)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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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더라도 가중치는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

다 (Fig. 8(a)). 새로운 가중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

중치가 작아지는 동시에 지형고도가 높아질수록 가중

치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b)). 남한 지역

의 경우 고도가 약 1.2 km 이상인 지점이 적어 가중

치 0으로 되었다. 이는 분석 지점이외의 지점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4. 제거 실험 및 검증 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상청 동네예보 객관분석에서 적용

되고 있는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거리와 고도

에 대한 분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측자료만을

이용한 객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료

는 2009년 동안 3시간 간격의 기온 관측자료 (365일 ×
8시간 = 2920개)이며 기상청의 유인 관측소 및 자동

관측 지점을 포함하여 655개 지점이다.

기존의 객관분석 기법 (CTL)과 지형고도를 고려한

객관분석 기법 (EXP) 결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제거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거 실험은 전체 관측 지

점 중 동네예보 편집지점 230개를 제외한 나머지 425

개 지점을 이용하여 객관분석을 수행하고, 동네예보

편집지점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CTL과 EXP 두 실험 모두 객관분석에 사용된

지점은 425개이며, 객관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

해 사용된 지점은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230개 지점이다.

객관 분석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편차 (mean error,

ME)와 평방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식(7), (8)과 같이 계산하였다.

(7)

(8)

여기서 F는 객관분석 결과이며, O는 관측자료, N은

관측자료 수를 나타낸다.

분석장의 평균평방오차 (mean square error, MSE)를

나타낸 식(9)와 관측값의 분산인 식(10)을 이용하여

식(11)과 같이 Priestley skill score (PSS)를 계산하

였다. PSS는 관측값의 분산과 분석값의 분산비로서

분석값이 관측자료의 크기와 변동성을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Priestley, 1945).

(9)

(10)

(11)

여기서 는 관측자료의 평균을 나타낸다.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MSE는 0이 되어, PSS는

1이 된다. 즉, PSS 값이 클수록 분석 결과가 관측자

료의 변동성을 잘 표현하여 우연에 의한 결과일 확률

ME
1

N
---- Fi Oi–( )

i=1

N

∑=

RMSE
1

N
---- Fi Oi–( )2

i=1

N

∑=

MSE
1

N
---- Fi Oi–( )2

i=1

N

∑=

σ

1
N
---- Oi O–( )

2

i=1

N

∑=

PSS 1 MSE/σo
2

–=

O

Table 1. Verification results of CTL and EXP in 2009.

CTL EXP

RMSE

ME

PSS

1.68

-0.41

0.97

1.42

-0.16

0.98

Fig. 9. Spatial distribution of RMSE (oC) of (a) CTL and (b) EXP over the perio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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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여주어 분석 숙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관측자

료의 변동성은 관측값의 분산으로부터 알 수 있으며,

분석값의 분산비와의 관계를 통해 관측자료의 변동성

을 판단할 수 있다.

3. 결 과

기존의 객관분석 방법 (CTL)과 지형고도를 고려한

객관분석 방법 (EXP)을 제거 실험을 통하여 서로 비

교 검증하였다. Table 1에는 2009년 1년 동안 수행된

CTL과 EXP의 객관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RMSE를

살펴보면 CTL은 1.68로 나타났으며 EXP는 1.42로 나

타나 CTL보다 0.26 낮게 나타났다. ME는 CTL과 EXP

가 각각 −0.41와 −0.16값을 보이며 EXP의 분석정확

도가 높게 나타났다. ME는 음의 편차가 있으며 지형

고도를 고려한 경우 0.25 감소하였다. PSS는 CTL과

EXP 각각 0.97과 0.9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형

고도를 반영한 객관분석 방법인 EXP가 CTL보다 정

확도가 높게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SS에서

CTL과 EXP 모두 높은 값을 보여 기온의 자연변동성

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형고도를 고려하였을 때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Fig. 9와 10에는 RMSE와 ME의 공간 분포를 각각

나타내었다. Fig. 9(a)에서 CTL의 RMSE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 지역과 전라남도 서

부지역, 그리고 경상북도 내륙지역은 RMSE가 약 1.2

이하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분석오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강원 영동지역과 경상북도 남부

해안 지역, 그리고 지리산 부근 지역은 RMSE가 약

2.4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Fig. 9(b)

에서 EXP의 RMSE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CTL에서

RMSE가 낮았던 지역의 경우 값의 변화가 거의 없음

을 볼 수 있다. 반면 CTL에서 RMSE가 높게 나타났

던 영동지역과 지리산 부근 지역의 RMSE 값이 1.2

에서 2.0 사이의 분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 지역은 오히려 RMSE

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10(a)는 CTL의 ME 공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북도 남부해안 지역, 지리산 부

근에서 ME가 −2.0 이하로 음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 10(b)에 나타낸 EXP의 ME 공간

분포는 CTL에서 ME가 −2.0 이하로 나타났던 지역이

−1.5~0.5 사이의 분포로 크기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CTL에서 양의 편차로 나타났던 강원도와 경

상북도 경계 지역은 ME가 CTL에서 1.0~1.5 사이에

분포하다가 EXP에서 2.0 이상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RMSE 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CTL의 RMSE 값이 2.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던 지역에서 음의 편차가 나타났다.

RMSE와 ME의 공간 분포 특징으로부터 강원 영동

지역, 지리산 부근, 경상북도 남부 해안 지역은 객관

분석 결과가 관측값보다 낮게 분석되는 음의 편차 경

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형고도를 고려

한 객관분석 방법인 EXP가 CTL과 비교했을 때 음의

편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영동지역은

서쪽에 위치한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관측값보다 낮게

분석된 것으로 보인다. 즉 영동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지역의 영향으로 ME의 음의 편차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지리산 부근 지역 역시 분석지점보

다 높은 지역의 관측값의 영향으로 ME가 낮은 음의

편차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ME가 1.0 이상

으로 양의 편차를 나타낸 강원 삼척의 하장 지역은

EXP에서 오차가 증가하였다. 이 지역은 제거 실험으

Fig. 10. Same as Fig. 9 except for ME (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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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유효반경 R1에 의한 분석 결과만 적용되어

오차가 증가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운영할 시에 전체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Fig. 11에는 제거 실험의 결과를 고도별로 정리하여

각각 나타내었다. 고도별 RMSE, ME, PSS는 지상부

터 500 m까지 100 m 간격으로 나타내었으며, 500 m

이상의 경우 자료 수가 적어 구간을 구별하지 않고

계산하였다. Fig. 10(a)에서 RMSE의 고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CTL은 1.5와 2.1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300 m와 500 m 사이에서는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RMSE를 보였다. EXP는 지상에서 500 m까지

RMSE 1.5 이하로 CTL에 비해 낮은 RMSE를 보이고

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EXP와 CTL의 RMSE 차이

가 커지고 있어 지형고도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잘 반

영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고도가 500 m 이상일 때

CTL에 비하여 EXP의 RMSE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Fig. 11. Verification results of (a) RMSE, (b) ME and (c)

PSS of CTL and EXP in terms of elevation height. 

Fig. 12. Monthly verification results of the (a) RMSE, (b)

ME and (c) PSS of CTL and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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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L에서 지점의 고도가 높은 지역의 영향을 받았던

지점이 EXP에서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첫 번째 패

스인 에 의한 분석만 수행되어 오차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제거 실험에서 관측지점이 작아 생기는 현상으

로 전체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Fig. 11(b)에서 ME의 고도별 분포를 살펴보

면 CTL은 모든 층에서 −0.5~1.5 사이에 분포하며

500 m 이하에서는 음의 편차를 보이며 500 m 이상에

서는 양의 편차를 보였다. EXP는 300 m 이하에서 음

의 편차를 보이다가 300 m 이상인 고도에서 양의 편

차를 보였다. 고도가 300 m 이하인 지점에서 CT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CTL

보다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지형고도가 500 m

이상일 때 EXP의 편차가 더 커지고 있는데 CTL에서

지점의 고도가 높은 지역의 영향으로 과소 분석되다

가 EXP에서 줄어든 반경으로 인하여 과대 분석된 것

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유효반경이 변화된 지점의 영

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형고도를 고려한 EXP의

경우 CTL과 비교해볼 때, 지상에서 500 m 사이의 분

석 오차를 효과적으로 줄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11(c)

에 나타낸 PSS의 경우 모든 층에서 0.95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분석숙련도가 높음을 나타냈다. CTL은 100 m

에서 200 m 사이의 값이 0.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400 m에서 500 m 사이 값이 0.9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EXP는 지상에서 500 m 사이의 값

이 약 0.98에 해당하여 높은 분석 숙련도를 보였다.

500 m 이상에 대해서는 0.95로 하층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지형고도가 500 m 이하인 경우 CTL보다 EXP

의 PSS가 높은 값을 보여 EXP가 우연에 의해 분석오

차가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님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반면 500 m 이상에서는 EXP의 PSS가 CTL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고도별 RMSE와 ME

분석에서 분석오차가 작을수록 (높을수록) PSS는 높

게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Fig. 12는 월별로 RMSE, ME, PSS를 정리하여 나

타낸 것이다. CTL의 월별 RMSE를 보면 7월이 1.41

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며 1월이 1.89로 가장 높은 값

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여름철 (7월과 8월)이 약 1.5

이하로 다른 계절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며 1월, 4월,

10월이 약 1.8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RMSE를 보

였다(Fig. 12(a)). EXP는 모든 달에서 CTL보다 RMSE

가 낮게 나타나 계절에 상관없이 지형고도를 고려한

객관분석의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12(b)

에서 ME의 월별분포를 살펴보면 CTL과 EXP 모두 음

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CTL에서 3월의 ME가 −0.45

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0월이 −0.36으로 가장 작

게 나타났다. EXP는 3월과 10월에 −0.21과 −0.12로

각각 음의 편차가 감소하여 나타났다. ME의 월별분

포에서도 EXP가 CTL과 비교했을 때 계절에 상관없

을 때 EXP가 낮게 나타났으며 음의 편차를 감소시킨

것을 볼 수 있다. Fig. 12(c)에서 월별 PSS의 분포를

살펴보면 CTL은 7월과 8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서

PSS가 0.85 이상의 분석 숙련도를 보였으며 EXP에서

도 7월과 8월을 제외한 경우 PSS가 0.90 이상의 값

을 나타냈다. 월별분석에서 RMSE와 ME는 여름철이

낮고 겨울철이 높게 나타났다. PSS와 비교해보면 여

름철에 낮고 겨울철에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여름철

기온의 분석 오차가 작은데도 PSS가 낮게 나타난 것

은 분석 결과의 분산이 줄어들 경우 관측값의 분산

또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름철 기온 변

동성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요약 및 결론

기상청 동네예보에서는 관측자료를 격자화하기 위

하여 Barnes 객관분석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Barnes

객관분석기법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가중치 함수를 사

용하고 있으며 지형고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

아 산악 주변지역의 분석 오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네예보의 기온자료의 객관분

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Barnes 객관분석에 지형

고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중치 함수를 개선하였다.

특히 1시간 간격 동네예보의 실황분석에 활용하기 위

하여 기후 관점이 아닌 날씨 관점에서의 활용성에 주

안점을 두었다.

Barnes 객관분석기법의 개선 실험을 위해서 기상청

정규관측망의 655개의 관측지점에서 3시간 간격의 기

온 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 새롭게 제안된 객관분석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네예보의 편집지점에

해당하는 230개의 관측자료를 제거하고 객관분석을

수행하고, 객관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제거된 관측자

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제거실험을 실시하였다.

제거실험을 통하여 2009년 1년 동안의 분석성능을

검증해본 결과 CTL과 EXP의 RMSE는 각각 1.68과

1.42를 보여 EXP가 0.26 낮게 나타났다. ME는 CTL

과 EXP가 각각 −0.41과 −0.16로 나타나 지형고도를

고려할 경우에 음의 편차가 0.25 줄어들었다. PSS 검

증의 경우는 CTL과 EXP가 각각 0.97과 0.98로 두 실

험 모두 높은 분석숙련도를 보였다. 검증결과의 공간

분포에서는 CTL은 강원 영동지역, 경상북도 남부해

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서 RMSE가 2.4 이상으로 분

석오차가 높고 ME가 −2.0 이하로 음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EXP에서는 RMSE가 1.2에서 2.0 사

이의 분포를 보이며 ME도 1.2에서 2.0 사이의 분포

로 감소하여 공간적인 분석정확도가 높아졌음을 보

였다. 따라서, Barnes 객관분석기법에서 지형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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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경우 지형고도에 의해 발생하는 음의 분석편

차를 효과적으로 줄여줌을 알 수 있다.

지형고도에 따른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CTL은 RMSE

가 1.5와 2.1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나 EXP는 1.5 이

하의 낮은 RMSE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고도가 높

아질수록 EXP와 CTL의 RMSE 차이가 커지고 있어

관측지점에서의 지형고도에 따른 영향반경을 효과적

으로 조절했음을 알 수 있다. ME의 경우 CTL에서는

모든 층에서 −0.5~1.5 사이에 분포하고 500 m 이하에

서는 음의 편차를 보이며 500 m 이상에서는 양의 편

차를 보였다. EXP에서는 300 m 이하에서 음의 편차

를 보이다가 300 m 이상인 고도에서 양의 편차를 보

였다. 지형고도가 500 m 이상일 때 EXP의 편차가 더

커지고 있는데 CTL에서 지점의 고도가 높은 지역의

영향으로 과소 분석되다가 EXP에서 줄어든 반경으로

인하여 과대 분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도별 검

증으로 부터 EXP가 CTL 결과보다 지상에서 500 m

사이의 분석 오차를 효과적으로 줄인 것을 알 수 있다.

월별 검증결과에서 CTL의 RMSE 분포를 살펴보면

여름철 (7월과 8월)에 약 1.5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1월, 4월, 10월이 약 1.8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

을 보였다. EXP는 계절에 상관없이 지형고도를 고려

한 객관분석의 성능이 CTL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ME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절에 상관없이 EXP가

CTL에 비해 음의 편차를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SS의 경우에는 모든 달에서 EXP가 높은 분석숙련

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월별 검증에서 여

름철에 RMSE와 ME가 낮아 분석정확도가 높게 평가

됨에도 불구하고 PSS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름

철 기온의 자연변동성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낮게 나

타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온에 대한 Barnes 객관 분석

과정에서 지형고도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가중치함

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관측지점의 높이와 계절에 상

관없이 지형에 의한 분석 오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새롭게 제안된 객관분석

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동네예보의 실황분석 성능을

높여 위험기상의 감시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연구는 기후학적인 측면에서 고

도변화에 따른 기온감률을 적용한 것과 같은 물리적

인 고려가 필요하지만 시간대별 날씨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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