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mospher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Vol. 23, No. 4 (2013) pp. 453-470
http://dx.doi.org/10.14191/Atmos.2013.23.4.453
pISSN 1598-3560 eISSN 2288-3266

453

KIAPS 관측자료 처리시스템에서의 AMSU-A 위성자료 초기 전처리와

편향보정 모듈 개발

이시혜*·김주혜·강전호·전형욱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접수: 2013년 10월 1일, 수정: 11월 28일, 게재확정일: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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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Data in the KIAPS Observation 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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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part of the KIAPS Observation Processing System (KOPS), we have devel-
oped the modules of satellite radiance data pre-processing and quality control, which include
observation operators to interpolate model state variables into radiances in observation space.
AMSU-A (Advanced Microwave Sounding Unit-A) level-1d radiance data have been extracted
using the BUFR (Binary Universal Form for the Representation of meteorological data)
decoder and a first guess has been calculated with RTTOV (Radiative Transfer for TIROS
Operational Vertical Sounder) version 10.2. For initial quality checks, the pixels contaminated
by large amounts of cloud liquid water, heavy precipitation, and sea ice have been removed.
Channels for assimilation, rejection, or monitoring have been respectively selected for differ-
ent surface types since the errors from the skin temperature are caused by inaccurate surface
emissivity. Correcting the bias caused by errors in the instruments and radiative transfer model
is crucial in radiance data pre-processing. We have developed bias correction modules in two
steps based on 30-day innovation statistics (observed radiance minus background; O-B). The
scan bias correction has been calculated individually for each channel, satellite, and scan posi-
tion. Then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of the scan-bias-corrected innovations with several pre-
dictors has been employed to correct the airmass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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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 복사(satellite radiance) 자료는 높은 시·공간
분해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종관 관측이 부족한 해양
에서도 대기 중 기온과 수증기 연직구조 정보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치예보모델에 매우 유용한 관측자
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위성자료는 파장, 관측각도
(viewing angle), 대기조건 등 관측환경에 따른 다양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측 물리량을 모

델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치예
보모델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자료동화에 활용하
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
을 거쳐야 한다. 자료동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예보오차를 줄이기 위해 관측값 및 배경장
과 모델값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시켜 최적의 모델 초
기 입력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방대한 위성자료
를 자료동화시스템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에 맞는 품질검사시스템(quality control system)을
개발해야 한다.
위성 복사자료의 핵심 품질검사 과정 중 하나인 편
향보정(bias correction)은 스캔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
는 부분과 대기의 질량에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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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며, 현재 Eyre(1992)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Harris and Kelly(2001)의 편향보정 기법이 대부분의
선진 현업 수치예보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중
기예보센터(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와 프랑스 기상청(Météo France)
에서는 4차원 변분자료동화시스템(4D-VAR), 미국 국
립환경예측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에서는 3차원 변분자료동화시스템(3D-VAR)
에서 분석시간에 따라 바뀌는 모델 배경장을 반영하
여 편향보정계수를 함께 업데이트 하는 변분 편향보
정 방법을 이용 중이다(Derber and Wu, 1998; Dee,
2004, 2005; Auligné and McNally, 2007; Auligné et

al., 2007). 복사자료의 편향보정계수를 오프라인으로
구하고 있는 수치예보기관에서는 Harris and Kelly
(2001)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편향보정 기법
을 개발해 위성자료의 편향을 보정한다. 영국 기상청
(U.K. Met Office)에서는 5개의 위도 밴드(latitude
band)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오프라인으로 편향보정
계수를 구하고 있으며(Atkinson et al., 2005), 미 해군
연구소(U.S. Naval Research Laboratory)에서는 이동평
균(moving average) 방법을 이용해 편향보정계수를 15
일 마다 업데이트하며(Baker et al., 2005), 독일 기상
청(Deutscher Wetterdienst)은 강수와 구름수적을 제거
한 자료를 이용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편향보정계수를
구하고 있다(Schraff, 2011). 일부 현업 예보기관에서
는 여전히 일정 기간 누적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편향보정계수를 구하고 있으나 다양한 후속 위성들이
생산하게 될 방대한 복사자료를 매번 오프라인으로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분
변분시스템에 기반을 둔 편향보정기법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KIAPS(Korea Institute of Atmospheric

Prediction Systems)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자료동화를 위한 관측자료 전
처리시스템에 포함된 AMSU-A 위성자료의 다양한 전
처리 및 품질검사모듈의 개발과정을 2장에서 설명하
고자 한다. 3장에서는 원시 복사자료의 전처리 과정
및 초기품질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AMSU-A 자료의
채널별 관측 특성과 복사편향보정모듈 개발과정에서
알게 된 관측(Observation, O)과 배경장(Background,
B)의 차이, 즉, 관측증분(O-B, i.e., innovation)의 특성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2. AMSU-A 위성자료 처리시스템 개발

2.1 AMSU-A 위성자료의 특성

ATOVS(Advanced TIROS Operational Vertical Sounder)

AMSU-A(Advanced Microwave Sounding Unit-A)는

15개의 채널(23.8~89.0 GHz; Fig. 1)을 가지며, 교차진
로 탐측(cross-track scanning) 방식으로 30개의 스캔
포지션과 2,300 km의 관측폭(swath width)으로 관측을
수행하며 ± 48.3o 이내의 관측각(scan angle)을 갖는다.
이때, 직하점(nadir)에서의 관측 해상도(Field-of-view;
FOV)는 직경이 48 km인 반면, 관측 가장자리(off-nadir)
에서의 관측 해상도는 147 km × 79 km이다. AMSU-A
와 같은 교차진로 탐측 방식의 위성은 스캔 위치에
따라 지구 대기와 위성 사이의 광학 길이 두께(optical
path length)가 달라져 직하점과 관측 가장자리를 관
측한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 TB)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각 채널별로 스캔 편향(scan bias) 보정을
필요로 한다(Goldberg et al., 2001). 또한, AMSU-A와
같은 마이크로파 위성은 적외파 위성에 비해 구름, 강
수 등의 대기 조건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지만, 지
역에 따라 대류권과 성층권의 대기 상태가 다르기 때
문에 대기질량 편향(airmass bias)이 발생하므로 특정
고도의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채널의 특성에
맞추어 편향보정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Figure 1에서는 AMSU-A의 각 채널에 대한 가중함
수(weighting function)를 보여준다. 하층에서 가중함수
가 크게 나타나는 3번 채널은 지표면 온도에 가장 민
감하고, 4번에서 14번 채널로 갈수록 상층 대기의 온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번 채널의 가중함수 최댓
값은 550 hPa(~5 km 고도)에서 나타나고, 7번 채널은
중위도 대류권계면에 가까운 250 hPa(~12 km 고도)에
서 가중함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2 AMSU-A 위성자료 추출 및 과대오차 검사

KIAPS 관측자료 전처리시스템(KOPS; KIAPS

Fig. 1. AMSU-A weighting function of each channel (http://
amsu.ssec.wisc.edu/explana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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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Processing System)에서는 편향보정을 포
함한 AMSU-A의 품질검사 모듈을 Fig. 2와 같은 과
정으로 개발하였다. 가장 먼저 공개 소프트웨어인
ECMWF BUFR(Binary Universal Form for the

Representation of meteorological data) decoder를 설치
하여 NOAA-15, -18, -19 및 MetOp-A 위성에 탑재된
AMSU-A의 level-1d 자료(Observation Data Base를 위
한 BUFR 형태의 입력 자료로 현재 기상청 현업에서
사용)에서 원시 복사자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AMSU-
A 복사자료의 위·경도, 스캔위치, 밝기온도 등이 물
리적인 실제 허용값 범위에서 관측되었는지 점검하는
과대오차 검사(Gross QC)를 수행하였으며, Grody et
al.(1999, 2001) 알고리즘을 따라 식 (1)~(3)과 같이 지
표면 정보를 알려주는 1, 2, 15번(image channel) 및
3번 채널(sounding channel)을 이용하여 산란지수(Scatt
Index), 구름수적(CLW; cloud liquid water), 해빙지수
(Seaice Index)를 산출한 후 각 관측화소(pixel)에 플래
그를 할당하였다.

Scatt Index = − 113.2 + (2.41 − 0.0049TBCH1)TBCH1

+ 0.454TBCH2 − TBCH15 (1)

CLW = µ[D0 + 0.754ln(285.0 − TBCH1)
− 2.265ln(285.0 − TBCH2)] (2)

D0 = 8.240 − (2.622 − 1.846µ)µ (2a)

µ = cos(sat zenith) (2b)

Seaice Index = 2.85 + 0.20TBCH1 − 0.028TBCH3

@latitude beyond 50 degrees (3)

Figure 3(a)에서 볼 수 있듯이 산란지수는 강수가 존

Fig. 2. Flowchart of the pre-processing and quality control
system for AMSU-A observations.

Fig. 3. (a) Monthly means of retrieved scattering index, (b)
cloud liquid water (unit: mm) and (c) sea-ice index for
November 2012, calculated by the Grody et al. (1999, 2001)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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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지역이나 지면 방출률(surface emissivity)이 큰
대륙과 극지방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Fig. 3(b)의 구
름수적은 적도 부근과 중위도 해양에 대부분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해안선 부근에서 산출한
구름수적이 과다 추정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위
성 센서의 관측영역이 해양과 육지에 걸쳐져 있을 때
육지의 높은 지면 방출율로 인해 해안선의 밝기온도
를 위성에서 크게 관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
다. 해빙지수는 빙하가 존재하는 남북반구 50도 이상
의 고위도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Fig. 3(c)에서
볼 수 있듯이 시베리아를 포함한 고위도 일부 대륙과
양 극지방에서 크게 나타났다.
과대오차 검사에서는 NOAA-15, -18, -19 및 MetOp-

A 위성의 각 채널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측 시그널
이 약하거나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자료에 대한 블
랙리스팅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각 위성의 채널별
블랙리스팅을 위해 2012년 11월 한 달의 기간에 대해
유럽중기예보센터, 영국 기상청, 미 해군연구소의
AMSU-A 블랙리스팅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조사 된
블랙리스팅 자료를 중심으로 관측값과 관측증분의 공
간분포 특성과 표준편차를 점검해 블랙리스팅 자료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외한 블랙리스팅 자료는
NOAA-15의 6, 11, 14번 채널, NOAA-19의 8번 채널,
MetOp-A의 7번 채널이다.

2.3 모델 배경장 추출 및 수평·연직 내삽

대부분의 선진 현업 수치예보센터에서는 위성 복사
자료를 직접 동화하기 위해 관측값과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밝기온도 값, 즉 모델 배경장을 이용
해 위성 자료의 품질검사 및 편향보정을 실시하고 있
다. 관측자료의 편향보정을 위해 모델 배경장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종관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관측자료
를 이용해 예측한 모의 결과가 편향을 포함한 원시
복사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정확하다고 가정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수 변환과 공간 내삽을 포함
하는 관측연산자(observation operator)를 통해 관측값
과 비교가 가능한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복사전
달모델의 입력자료 불확실성에 의해 오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차는 자료동화를 수행할 때 관측오차 공분
산(observation error covariance)에 관측연산자의 오차
공분산을 더해서 반영할 수 있다(Westo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모델 배경장 자료를 이용한 복사자
료의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온도, 습도, 압력 등
기상변수로 된 모델 자료의 변수 변환이 요구되며, 이
를 위해 위성 복사자료에 대한 관측연산자를 필요로
한다. KOPS에서는 범용 패키지인 NWP(Numerical
Weather Prediction) SAF(Stellite Application Facility)

의 RTTOV(Radiative Transfer for TIROS Operational

Vertical Sounder) 버전 10.2로 모델의 밝기온도를 구
하였으며, 복사전달모델인 RTTOV의 입력 자료는 기
상청의 현업예보모델에서 관측자료의 품질검사를 위
해 사용하는 배경장 파일(예, qwqu00.pp_006)에서 추
출하였다. RTTOV의 입력자료 중 모델로부터 필요로
하는 변수는 70개 연직층에 대한 온도, 습도, 압력 자
료, 2 m 고도에 대한 바람, 온도, 습도, 압력 자료, 그
리고 지표타입 및 지표온도 등이다. 각 관측화소에서
는 해당 스캔 포지션에 대한 위성 및 태양 천정각
(solar zenith angle)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해양의 방
출률(ocean emissivity)은 FASTEM(FAST microwave
Emissivity Model) 버전 4(Liu et al., 2011)를 이용하
였다. 이때, FASTEM 버전 4는 거칠기(roughness)를
비롯한 많은 상수들이 이번 버전에 비해 업데이트 되
었으나, 바다거품(sea foam cover)에 대한 정보가 좋
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서 해양에서 관측한 하층 채널
이나 대기창 채널의 밝기온도에 영향을 끼쳤을 우려
가 있다(Bormann et al., 2012). 위성복사자료의 편향
보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정확한 입력 자료를 사용하
여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FASTEM의 각 버전에서
사용하는 상수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성능이 가
장 좋은 FASTEM의 버전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버전
과 다르더라도 현재의 연구방법은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델에서 추출한 모델 격자로 된 변수들을 관측지
점으로 내삽하기 위해 수평방향 내삽은 관측지점을
둘러싸는 4개의 모델격자와 관측지점이 이루는 직사
각형 면적의 상대적 크기를 가중치로 반영하는 2차
선형내삽법(bi-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였다. 연직
방향 내삽은 일반적으로 지수형태 압력(logarithmic
pressure)의 차에 따른 가중평균을 이용하지만,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모델 배경장은 하이브리드 연직체계
특성에 의해 기압은 밀도 층에 존재하고 기온과 비습
등의 변수들은 온위 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출하고
자 하는 층을 결정하고 해당 층으로의 내삽을 수행하
였다. 이때 각 층의 지위고도(geopotential height)가 주
어지지 않아 선형 가중평균 방법을 직접 적용할 수
없어서 각 격자점에서의 지형고도(orography)를 반영
한 각 층에서의 지위고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직선형 가중 평균하여 온위 층에서의 물리변수와
기압, 지위고도 등을 산출하였다.

2.4 AMSU-A 위성자료의 초기 품질검사와 편향보정

KOPS에서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향보정계
수를 통계적으로 구하기 위해 원시 복사자료에서 추
출한 관측과 배경장 자료의 초기 품질검사(Initial QC)
를 통해 표준편차가 큰 관측지점의 자료를 우선적으
로 선별하여 제거하였다(Fig. 2). 초기 품질검사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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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걸쳐 순서대로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과대오차 검사에서 할당된 플래그 중 산란지수가 40
이상, 구름수적을 산출한 지수가 0.20 이상, 남·북반
구 50도 이상의 고위도에서 해빙지수가 0.50 이상인
자료를 제거하였다. 이들 지수들의 경계값(threshold)
은 동일한 지수를 사용하는 미 해군연구소의 값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 각 채
널별로 자료가 제거되는 정도를 확인하여 결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성관측영역(swath)의 가장자리
(scan edge)를 스캔한 자료의 품질을 점검하여 편향보
정 할 스캔 포지션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위도별로 지
형고도 및 지표타입에 따라 AMSU-A 채널의 사용 유
무를 결정하였다. 특히, 4번 채널의 관측증분을 기준
으로 구름이나 강수에 오염된 자료를 한 번 더 필터
링하고, 성층권과 대류권 채널의 사용 유무를 결정하
였다. 현재 각 채널별로 구름이 없는 조건(clear-sky
condition)에서 관측한 해양의 자료만 품질검사가 수
행되고 있지만, 향후 KOPS에서는 해양에서 4~14번
채널과 육지에서 7~14번 채널의 AMSU-A 자료를 자
료동화시스템에 제공할 계획이다. 초기 품질검사를 통
과한 자료는 Fig. 2의 AMSU-A 전처리시스템의 흐름
도에서 볼 수 있듯이 복사자료의 편향보정에 이용된다.

AMSU-A의 편향보정계수를 구하기 위해 6시간 분
석창(분석 시간을 기준으로 ± 3시간 이내) 안에 수집
된 자료를 모두 동일 시간의 자료로 가정하여 2012년
11월 한 달 동안 누적한 관측증분의 통계값을 구하였
다. 이때, 특정 관측지점을 스캔한 위성자료와 동일한
지점의 배경장 자료가 최대 6시간의 차이가 생겨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간에 의한 오차는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캔 편
향보정을 위해 Harris and Kelly(2001) 알고리즘을 변
형하여 식 (4)와 같이 스캔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편
향을 직하점의 관측증분 평균값으로 보정하기 위해
각 위성의 채널별로 스캔 편향계수를 구하였다.

(4)

여기서, 는 위성 s의 j 채널에서의 스캔 편향이
고, O와 B는 관측 복사량과 복사전달모델에 의해 생
성된 모델 배경장이며, θ는 스캔 포지션을 의미한다.
Harris and Kelly(2001)에서는 스캔 편향보정을 위해
위도의 함수를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캔 편
향보정 후 위도와 지역의 대기질량에 따라 변하는 모
델의 대기예측변수를 사용하여 대기질량 편향보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캔 편향보정에서는 위도에 따른
보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스캔 편향보정은 관측과 모
델 배경장에 각각 적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현업 수
치예보센터에서는 편향보정에서 관측과 배경장이 가
진 편향을 동시에 보정하기 위해 관측증분을 이용하

므로 본 연구에서도 스캔 편향보정을 위해 O-B를 이
용하였다. 스캔 편향은 각 스캔 위치에서 관측각이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라서 어느 위치든 고정된
관측각으로 보정을 해주면 되지만, AMSU-A는 직하
점인 15, 16번 스캔 포지션의 관측각으로 보정하는 것
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Goldberg et al.,
2000). 본 연구에 사용한 AMSU-A level-1d 자료는
ATOVS 패키지에 포함된 HIRS(High Resolution
Infrared Radiation Sounder)의 스캔 위치에 맞춰져 있
어 30개가 아닌 56개의 스캔 포지션을 가지므로 직하
점에 해당하는 28, 29번의 관측각으로 스캔 편향을 보
정하였다.
스캔 편향보정은 각 스캔 포지션에서의 편향을 일
정하게 맞추기 위해 전구 평균한 계수를 사용하기 때
문에 위도에 따라 대기와 지표의 열역학적 특성에 의
존한 지역에 따른 대기질량 편향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질량 편향보정을 위해 Harris and
Kelly(2001)에서 소개한 대기예측변수를 독립변수
(predictor)로, 스캔 편향보정된 O-B를 종속변수로 두
고 다중선형회귀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
해 식 (5)의 대기질량 편향보정계수인 a, b, c를 구하
였다.

(5)

여기서, 는 위성 s의 j 채널에서의 대기질량 편향,
즉, 스캔 편향보정 이후 각 위성관측영역의 스캔 포
지션에 동일하게 남아있는 편향이며, Thick850과 Thick200

은 모델의 대기장을 대표하는 대기예측변수로 850~300
과 200~50 hPa 층후(thickness)를 의미한다.

3. 결과 및 토의

3.1 2012년 11월 AMSU-A의 채널별 공간분포 특성

AMSU-A 복사자료의 전처리에 앞서 BUFR decoder
로 추출한 원시자료와 동일한 기간에 모의한 배경장
자료가 각각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Fig. 4(일부 주요 채널 결과)와 같이 AMSU-A 각 채
널의 2012년 11월 한 달치 시간 평균과 표준편차의
공간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때, 관측값은 배경장과 동
일한 격자(0.35o × 0.23o) 내에 하루 4번씩 수집된 한
달 자료를 평균하였다. 격자화 된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표준편차의 공간분포를 같이 분석하는 이유는
동일한 관측지점에서 장기간 수집된 자료를 통계처리
할 때 시간 변화 및 자료의 격자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자료가 어느 지역에서 지속적으
로 생산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편
차의 특성 파악은 관측오차공분산 정보를 자료동화시
스템에 제공할 수 있으며, 관측자료의 최종 배경장 검

bj s,
scan θ( ) = O − B( )j s, θ( ) − O − B( )j s, θ = 0( )

bj s,
scan

bj s,
air = aj s, Thick850 + bj s, Thick200 + cj s,

bj s,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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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필요한 관측오차와 배경오차를 정할 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보여주진 않았으나 대기창 채널(window

channel)인 1, 2, 15번 채널과 지표면 온도를 거의 그
대로 반영하는 최하층 사운딩 채널인 3번 채널의 특
징을 살펴보면, 관측과 모델 배경장 모두 육지에서 매
우 높은 밝기온도를 보이는 가운데 위도에 따른 대륙
과 해수면 온도 분포 특성을 잘 반영하여 저위도에서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공간분포 특
성을 보였다. 대기창 채널들의 표준편차는 육지에 비
해 해양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15번 채널은 30~
60도의 중위도 해양과 북반구 일부 육지에서 표준편
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2.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FASTEM 버전 4의 해양 방
출율 정보가 부정확할 때 대기창 채널과 최하층 사운
딩 채널의 밝기온도 값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Fig. 4. Global distributions of monthly means (left column) and standard deviations (right column) of AMSU-A observations
(first line), backgrounds (second line), and innovations (third line) for November 2012. Note that the ranges of the scale bars are
different for (a) channel 04, (b) channel 05, and (c) channel 07, respectively (unit: Kel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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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대기창 채널에서 해양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Figure 4(a)에서 가중함수의 최대치가 950 hPa에서
나타나는 4번 채널은 지표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3
번 채널과 비슷한 공간분포 특성을 보였다. 4번 채널
의 관측은 육지에서 약 270 K의 높은 밝기온도를 보
였고, 육지에서의 표준편차는 4 K 이상으로 크게 나
타났다. 배경장은 관측과 거의 유사한 공간분포를 보
였으나 표준편차는 관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
으로 보아 관측오차 보다 모델오차가 상대적으로 작

을 것으로 예상된다. 4번 채널의 관측증분은 대부분
의 육지에서 3 K 이상이며, 표준편차는 지형고도가 높
은 고지대와 일부 사막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 품질검
사를 통해 이 지역의 자료를 제거 또는 보정해 주어
야 한다.

Figure 4(b)의 5번 채널과 6번 채널(그림 생략)은 대
류권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관측과 배경장 모두 30도
이하의 저위도에서 온도가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온
도가 낮아지는 공간분포 특성을 보였으나 3, 4번 채
널처럼 육지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밝기온도를 보이진

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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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5번 채널의 표준편차는 관측의 경우 일교차
가 큰 육지에서 4.5 K 이상으로 크지만, 배경장은 육
지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표준편차를 보였다. 5, 6번
채널의 관측증분은 극에서 ± 1 K 이상의 값을 보였고,
북극에서는 배경장보다 관측의 밝기온도가 높은 양의
편차가 나타난 반면 남극에서는 오히려 배경장의 밝
기온도가 높은 음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극
지역의 자료를 분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중함수의 최대치가 550 hPa에서 나타나
는 5번 채널 역시 하층 채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4번

채널과 마찬가지로 지형이 높은 고지대와 사막 지역
에서 관측증분의 표준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4(c)의 7번 채널을 포함해 250 hPa 이상의 성
층권 대기 온도 특성을 반영한 7~12번 채널은 2012
년 11월에 남반구에서 온도가 높고 북반구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전형적인 겨울철의 특성을 드러냈다.
7번 채널의 관측과 배경장의 표준편차는 남극과 적도
부근에서 3.5 K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 이들 지역의 관
측오차와 모델오차가 모두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층
채널들의 관측증분은 전반적으로 관측에 비해 배경장

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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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가 높은 음의 편차를 보였고, 특히 육지에서
음의 편차가 두드러졌다. 7번 채널의 관측증분은 Fig.
4(c)에서 볼 수 있듯이 북아메리카 서부, 안데스 산맥,
남아프리카, 아시아 대륙 등에서 −2 K 이하로 낮았고,
표준편차는 온도 변화가 큰 동일한 지역에서 1.5 K 이
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50 km 이상의 중간권 고도에
서 가중함수의 최대치가 나타나는 13, 14번 채널은 성
층권에서 가중함수가 큰 채널들과 비슷한 공간분포
특성을 보였으나 남반구와 북반구의 온도차가 더 크
고 북위 40~70도 부근과 남아프리카 남쪽 해안 일부
에서 표준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AMSU-A 관측과 배경장은 유사한 공간
분포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 표준편차와 관측
증분은 채널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였다. 참고로
2012년 11월에 관측한 밝기온도와 모의한 밝기온도의
상관관계는 대기창 채널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널에서
0.99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가졌다.

3.2 AMSU-A 초기 전처리

Figure 3에서 첫 번째 단계의 초기 품질검사를 위

해 산출된 2012년 11월 한 달 평균의 산란지수, 구름
수적, 해빙지수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Fig. 3(a)에
서 중위도 아시아 대륙과 빙하가 많은 70도 이상 고
위도에서 산란이 많이 일어나고, 비구름 또는 강수의
영향으로 적도와 중위도 해양에서 간헐적으로 산란지
수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3(b)에서 해양의 구
름수적 분포는 적도를 비롯해 Fig. 3(a)의 산란지수가
높은 유사한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Fig. 3(c)의
해빙지수 역시 50도 이상의 고위도에 대해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을 때 산란지수가 높은 극 지역과 시베리
아 및 알래스카 부근에서 크게 나타났다.

Figure 5(a)는 첫 번째 단계의 초기 품질검사를 통
해 걸러진 AMSU-A 5번 채널의 결과이며, Fig. 3(b)
에서 관측증분이 크게 나타났던 극지방과 중위도 대
륙의 자료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데스 산맥을 비롯한 북아메리카 남서부, 남아프리
카에서 관측증분이 크고 표준편차가 큰 자료들이 남
아있으므로 두 번째 단계의 초기 품질검사를 수행하
여 이를 제거하였다. 초기 품질검사 알고리즘을 단계
별로 적용하였을 때 AMSU-A 5번 채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 0.2 K 이하의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적도

Fig. 5. Global distributions of monthly means (left column) and standard deviations (right column) of observed-minus-
background radiances (O-B) for AMSU-A channel 05 after an initial quality control (unit: Kelvin). Note that the ranges of the
scale bars are different between (a) the first step and (b) the secon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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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30도 이하의 위도 대에서 관측증분이 −0.5 K
이하의 음의 편차를 보이므로 대기질량 편향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품질검사를 통과
한 자료는 편향보정계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Fig. 5(b)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5번 채널의 관측
증분의 표준편차는 남아메리카 남쪽 해안을 비롯한
남·북반구 중위도 해양에서 0.5 K 이상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자료를 이용해 편향보정계수 구할 때 오차
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Figure 6에서는 BUFR decoder로 추출한 2012년 11
월 2일 0000 UTC 자료 중 과대오차 검사 및 초기 품
질검사를 통과한 자료의 양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날
짜에 각 채널별로 비슷한 양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과대오차 검사를 통해 걸러진 자료는 블랙
리스팅으로 분류된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채널별로 24~
50%의 자료가 제거되었다. 초기 품질검사 첫 번째 단
계에서는 26~40%의 자료가 제거되었고, 두 번째 단
계에서는 2~7%의 자료가 걸러져 최종적으로 편향보
정계수를 구하기 위해 level-1d 자료의 20~33%가 사
용된 것을 알 수 있다.

3.3 AMSU-A 스캔 편향 보정

초기 품질검사를 통과한 관측자료의 채널별 스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Fig. 7(a)와 같이 각 스캔 위치
에서의 밝기온도를 살펴보았다. 한 달 평균 관측값은
거의 모든 채널에서 직하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보
이며 스캔 가장자리에서 편향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7(b)의 밝기온도의 표준편차는 4개 위성
자료와 시·공간 분포 자료를 동시에 통계 처리하면
서 발생한 차이를 나타내며, 각 채널별로 2~13 K 범
위의 상당히 큰 표준편차를 보였다. 특히, 상층 채널
에 속하는 12~14번 채널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
고 상층 대류권과 하층 성층권에 속하는 6~8번 채널
의 표준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동일한 그림을 배경장
에 대해 그려 보았을 때 한 달 평균 밝기온도와 표준
편차는 관측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배경장에
서도 스캔 편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생략).

Figure 8에서는 스캔 편향보정을 수행하기 전과 후
에 56개의 스캔 위치에서 살펴 본 각 위성의 채널별
편향을 보여준다. 스캔 편향보정을 수행하지 않은 O-
B를 모니터링 하였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진 오
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스캔 편향은 계통오차
(systematic error)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스캔 편향은
반사면 오차(reflector misalignment), 편광벡터 방향에
의한 오차(bias in polarization vector orientation), 안테
나 주행 방향에 의한 오차(sidelobe effect) 등 기기 오
차와 함께 대기의 불균질성(atmospheric inhomogeneity)
및 지면 방출율의 불확실성에 의한 관측오차, 미량기
체나 이산화탄소 등 복사전달모델의 입력 자료의 불
확실성으로 인한 오차, 관측자료의 초기 전처리에 의
한 오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Eyre and Pescod, 1985). 스캔 편향이 다양한 원
인에 의해 발생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대기 질량이 주요 발생 원인이다. 스
캔 편향이 나타난 형태를 보면 NOAA-15, -18 위성

Fig. 7. (a) Global monthly mean and (b) standard deviation of uncorrected brightness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beam
position.

Fig. 6. Total number fraction of AMSU-A radiance data
points after quality control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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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번 채널이 직하점을 기준으로 비교적 대칭성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채널에서는 비대칭성을 보였다. 이
처럼 채널별로 스캔편향 특성이 다른 이유는 대류권
과 성층권의 대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기를 구성
하는 미량기체, 에어로졸, 구름 등 수많은 인자들의
반사율(reflectivity)이 고도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달라
지기 때문이다.
각 위성별 편향은 스캔 편향보정 전에 대부분의 채
널에서 NOAA-19가 가장 크고 블랙리스팅으로 가장

많은 채널의 자료를 제거한 NOAA-15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스캔 편향보정 후에도 NOAA-19, -18의 편
향이 비교적 크게 남아 있고 NOAA-15의 편향이 상
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성별로 직
하점에서의 관측증분을 기준으로 스캔 편향 보정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스캔 편향보정 알고리즘으로 식
(4)를 적용할 때 관측과 배경장의 오차가 서로 상쇄
될 수 있으나, 관측증분을 최소화하는 편향보정 알고
리즘은 관측과 배경장을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할 때

Fig. 8. Global monthly means of observed-minus-background radiances (O-B) from NOAA-15, -18, -19 and MetOp-A at each
scan position before (dashed lines) and after scan bias correction (solid lines). Note that the y axis scales of channel 13 and 14
are different from the others (unit: Kel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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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가진 오차를 동시에 보정해 주는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캔 편향보정을 통해 각
스캔 위치에서의 편향을 동일하게 만든 후 대기질량
편향보정을 수행하였다.
스캔 편향보정 후 4~11번 채널의 관측증분은 ± 1 K
이내의 편차를 보였으나, 12번 채널 이후 관측증분은
양의 편차를 보이기 시작해 14번 채널의 관측증분은
2 K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성층권 상층에서 관측증
분이 큰 원인 중 하나로 모델의 모의성능이 우수하다
는 가정 하에 연직방향의 내삽 방법에 따른 온도, 지
위고도, 기압 등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연직 내삽법 중 전 채널에 걸쳐 편
차가 가장 작은 지위고도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
으나 상층 채널에서 여전히 과대편차(warm bias)가 존
재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층 성층권에 해당
하는 모델 최상위 연직 층에서는 관측오차 보다 모델
오차가 크기 때문에 상층 채널의 자료에 대한 편향보
정 결과는 좀 더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3.4 AMSU-A 대기질량 편향 보정

Figure 9는 식 (5)의 대기질량 편향보정 알고리즘에
서 사용하는 대기예측변수들의 2012년 11월 평균 공
간분포이다. Figure 9(a)의 850~350 hPa 층후는 하층
대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도를 포함한 저위도에서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며, Fig. 9(b)의 200~50
hPa 층후는 상층 대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위도에서
가장 낮은 층후를 나타내 본 연구에서 이용한 대기예
측변수들은 모델이 가진 대기장의 수평·수직 공간분
포 특성을 비교적 잘 보여주었다. 이때, 대기질량 편
향보정계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중선형회귀식
의 독립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서로 상관성이 없어야 하
는데,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하층 대기의 층후
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R2 = 0.70).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갖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면 추정된 회귀계수
의 분산이 매우 커져 정확한 추정계수를 구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추정된 회귀계수의 해석도 어려워지
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대기예측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
성을 조사해 보았다(Jeon et al., 2004). 일반적으로 분
산팽창지수가 5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 달 치 대기예측변수들 간의
분산팽창지수는 3.34로 구해졌다.

Figure 10은 Fig. 9의 대기예측변수들을 이용해 각
위성의 채널별 대기질량 편향보정계수를 구한 후 6시
간 간격의 관측에 적용하여 2012년 11월 한 달 동안
배경장과의 차이인 관측증분을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지표면 정보를 잘 반영하는 4번 채널은 편향보정 결
과 적도에서 남위 30도 부근의 남아메리카와 아프리
카 근처 해양에서 0.5 K 이상의 편향이 남아있고, Fig.
10(b)의 표준편차는 남·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0.6 K
이상으로 나타났다. 4번 채널은 표준편차의 전구 평
균이 0.45 K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대류권 채널 중
관측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채널임을 알 수 있다.
Table 1에서 다중선형회귀식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는 4번 채널의 경우 대부분의 위성에서
0.78~0.89로 구해졌으나 NOAA-19의 결정계수는 0.57
로 낮았다. Figure 8의 스캔 편향보정 결과 4번 채널
에서 NOAA-19의 시·공간 평균한 관측증분이 약 1
K로 다른 위성에 비해 크게 남아있으며 대기질량 편
향보정 결과 역시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에도 Table 2의 편향보정 전·후의 전구 평균 편차
(global mean bias)를 비교해 보면 스캔 편향보정에서
는 오히려 전구의 편차가 증가한 반면 대기질량 편향
보정을 통해 전구 평균 편차가 0.012 ± 0.19 K로 상당
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류권의 정보를 포함한 5~7번 채널은 위도에 따른
대기질량 편향이 대부분 제거되었고, Fig. 10(a)의 월

Fig. 9. (a) Spatial distributions of global monthly means of 850~300 hPa thickness and (b) 200~50 hPa thickness (unit: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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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Global distributions of monthly means (left column) and (b) standard deviations (right column) of innovations after
airmass bias correction for each channel. Note that the scale bar of channel 14 is ± 3 K, but those of other channels are ± 1 K
(unit: Kel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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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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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관측증분이 ± 0.2 K 이하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드러냈으며, Fig. 10(b)의 표준편차는 전구에 걸쳐 거
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5번 채널은 4번 채널
의 공간분포와 비슷한 지역에서 0.2 K 이상의 편향과
0.5 K 이상의 표준편차를 보였다. 즉, 지표면 정보의
영향이 5번 채널에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의 각 위성별 결정계수를 살펴보면 5번 채널
은 NOAA-18과 MetOp-A가 0.77로 가장 좋은 값을
보였으며 NOAA-15, -19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
구해졌다. 대기질량 편향보정 결과가 좋은 것(Table 2
참고)에 반해 5~7번 채널의 결정계수가 다른 채널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지 않은 것은 대기예측변수와 관
측증분의 상관성 보다는 다중선형회귀식의 off-set이
편향보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층권의 대기 특성을 반영하는 8~10번 채널은 가
중함수의 최대치가 150~50 hPa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대기예측변수 중 상층 대기의 특성을 대표하는 200~50
hPa 층후와 상관성이 크다. Figure 10에서 성층권 채
널들은 전체적으로 대기질량 편향이 잘 보정되었고
표준편차가 일정하게 나타났으나 10번 채널은 남·북
반구 중위도에서 ± 0.2 K 이상의 편향이 남아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Table 1에서 8~10번 채널들의 결정계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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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0.36~0.89로 구해져 대기질량 편향보정 결과가
각 위성의 채널에 따라 다르고, 하층 채널들과 마찬
가지로 off-set이 편향보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성층권 하층 채널들은 편향보정
전에 전구 평균 편차가 −0.3 K 이하였고, 스캔 편향
보정에서 큰 개선이 없었으나 대기질량 편향보정 결
과 전구 평균 편차가 0.02 K 이하로 크게 개선되었다.

25 hPa 이상의 성층권 상층의 대기 특성을 반영하
는 11, 12번 채널은 대기질량 편향보정 이후 남·북
반구 30~60도 중위도에서 관측증분의 편향이 ± 0.3 K
이상으로 비교적 크게 남아있지만 표준편차는 전 지
역에서 다른 채널들과 비슷하게 낮았다. 이를 통해 상
층 성층권 채널의 대기질량 편향은 현재의 알고리즘

으로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 채널들의 관측오
차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12번 채
널의 전구 평균 편차와 표준편차는 0.00091 ± 0.22 K
로 구해져 지역별 음의 편차와 양의 편차가 상쇄되어
전구 평균 편차는 낮았으나 지역별 표준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13번 채널은 남반구 중위도와 북반구 고위
도에서 ± 0.4 K 이상의 편향이 남아있으며 표준편차
역시 이들 지역에서 크다. Table 1에서 11~13번 채널
의 결정계수는 대부분의 위성에서 상층 채널로 갈수
록 값이 작아지며, 이를 통해 대기예측변수와 관측증
분의 편향과의 상관성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대기질량 편향보정 이후 13번
채널의 전구 평균 편차와 표준편차가 −0.018 ± 0.28 K
구해져 지역별 편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5 hPa에서 가중함수의 최대치가 나타나는 14번 채
널은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편향보정 이후에도 대
기질량에 의한 편향과 표준편차가 전 채널 중 가장
크게 남아있다. 북위 50도 이상의 고위도에서 월 평
균 편향과 표준편차가 3 K 이상인 것을 볼 때 대기예
측변수와 스캔 편향보정 된 관측증분과의 결정계수가
각 위성별로 0.50(Table 1)으로 낮아 대기질량 편향보
정계수가 제대로 구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로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AMSU-A 14번 채널에
서 관측한 밝기온도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여겨 최근
복사전달모델의 계산에 사용되는 광흡수계수만을 보
정하여 편향보정 없이 그대로 자료동화에 이용 중이
다(Tomaso and Bormann, 2011). 상층 성층권 채널에
서 관측한 밝기온도는 모델 배경장 보다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모델오차를 고려하여 상층 채
널의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다양한 실험을 추
가하여 관측오차에 관한 정보를 자료동화시스템에 전
달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대부분의 선진 현업 수치예보센터에서 사용 중인
변분편향보정은 자료동화에 사용하는 위성이 증가하
고 많은 채널수를 보유한 위성자료의 효율적인 사용
과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좋은 대안이다. 그러나 통
계적으로 처리된 위성관측과 수치모델간의 편차 특성
에 대한 이해는 실제 대기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
과 수치모델의 변수에서 나타나는 편차에 대한 이해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MSU-A 복사자료의 초기 품질검사
와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편향보정 작업을 수행하
면서 각 위성의 채널별 관측과 모델 배경장의 공간분
포 특성 및 관측증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
기 하층의 정보를 제공하는 4, 5번 채널들은 지표면

Table 1.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i.e., R-squared
value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for airmass bias
correction, evaluated for November 2012. Note that the
predictors are 50~200 and 850~300 hPa thickness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scan bias corrected innovation.

Channel NOAA-15 NOAA-18 NOAA-19 MetOp-A

04 0.89 0.79 0.57 0.78
05 0.69 0.77 0.69 0.77
06 - 0.50 0.51 0.51
07 0.45 0.49 0.50 -
08 0.36 0.47 - 0.46
09 0.55 0.50 0.52 0.52
10 0.74 0.53 0.89 0.67
11 - 0.56 0.76 0.86
12 0.60 0.75 0.56 0.63
13 0.52 0.54 0.52 0.54
14 - 0.50 0.50 0.50

Table 2. Globa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30-day
time-averaged innovations before and after bias correction
(unit: Kelvin).

Channel
Before bias
correction

After scan
bias correction

After airmass
bias correction

04 0.16 ± 0.30 0.43 ± 0.30 0.012 ± 0.190
05 −0.12 ± 0.18 0.012 ± 0.17 0.0020 ± 0.082
06 −0.69 ± 0.17 −0.65 ± 0.17 −0.0015 ± 0.047
07 −0.48 ± 0.34 −0.76 ± 0.30 0.0045 ± 0.057
08 −0.34 ± 0.36 −0.32 ± 0.35 0.00080 ± 0.069
09 −0.56 ± 0.25 −0.55 ± 0.25 0.0066 ± 0.071
10 −0.28 ± 0.17 −0.29 ± 0.17 0.017 ± 0.110
11 −0.10 ± 0.20 −0.12 ± 0.19 0.012 ± 0.140
12 0.63 ± 0.25 0.57 ± 0.24 0.00091 ± 0.220
13 1.70 ± 0.50 1.54 ± 0.49 −0.018 ± 0.280
14 2.94 ± 1.41 2.79 ± 1.39 −0.050 ± 0.600



Atmosphere, Vol. 23, No. 4. (2013)

이시혜·김주혜·강전호·전형욱 469

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에 비해 육지에서 편차가 크
게 나타났고, 상층 채널로 갈수록 지표면 및 대류권
대기질량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나 위도 대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대기질량 편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캔 편향 및 대기질량 편향이 보정된 관측
자료와 배경장의 차이(즉, 편향보정을 거친 관측증분)
를 모니터링 한 결과 각 채널별로 대부분의 편향이
보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층권 상층의 대기
특성을 반영하는 11~14번 채널에서는 대기질량 편향
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으므로 자료동화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에 근거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복사자료의 편향보정
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2개의 대기예측변수
외에 50~5 hPa과 10~1 hPa 층후, 지면 온도(surface skin
temperature), 총 수증기량(total column water vapor),
온도 감율(temperature lapse rate)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대기질량 편향보정 추가 실험과 이들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상관성이
높은 자료를 전처리한 후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해 봐야 한다. 지표면과 대기의 열역학적 특성에
의해 대기질량 편향은 계절에 따라 다른 경향이 나타
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구한 편향보정계수를
2012년 11월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 대해서도 검증해
봐야 하며, 다양한 배경장을 이용한 실험도 추가되어
야 한다. 현재는 6시간 분석창에 들어온 위성자료를
모두 동일시간의 자료로 가정하여 모델 배경장과 비
교하였으나 위성자료가 관측된 시간을 고려하여 편향
보정을 수행하면 현재의 결과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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