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4(1); 133~150; January 2015 http://dx.doi.org/10.5322/JESI.2015.24.1.133

ORIGINAL ARTICLE

라디오존데 관측자료를 이용한 UHF 윈드프로파일러 
바람관측자료의 품질평가

김광호 김민성 서성운 김박사1) 강동환1) 권병혁*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1)부경대학교 지구과학연구소

Quality Evaluation of Wind Vectors from UHF Wind Profiler using 
Radiosonde Measurements

Kwang-Ho Kim, Min-Seong Kim, Seong-Woon Seo, Park-Sa Kim1), 

Dong-Hwan Kang1), Byung Hyuk Kw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tmospheric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1)Geo-Sciences Institut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Abstract

Wind profiler provides vertical profiles of three-dimensional wind vectors with high spatiotemporal resolution. The wind 
vectors is useful to analyze severe weather phenomena and to validate the various products from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model. However, the wind measurements are not immune to ground clutter, bird, insect, and aircraft. Therefore, quality of 
wind vectors from wind profiler must be quantitatively evaluated prior to its application. In this study, wind vectors from UHF 
wind profiler at Ganwon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using 27 radiosonde 
measurements that were launched every two or three hours according to rainfall intensity during Intensive Observation Period 
(IOP) from June to July 2013. In comparison between two measurements, wind vectors from wind profiler was relatively 
underestimated. In addition, the accuracy and quality of wind vectors from wind profiler decrease with increasing beam height. 
The accuracy and quality of the wind vectors for rainy periods during IOP were higher than for the clear-air measurements. 
The moderate rainfall intensity lead to multi-peaks in Doppler spectrum. It results in overestimation of vertical air motion, 
whereas wind vectors from wind profilers shows good agreement with those from radiosonde measurements for light rainfall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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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윈드프로파일러는 수 분의 시간분해능과 수 십 미터

의 공간분해능으로 바람의 연직구조를 제공할 수 있어, 

위험기상을 분석하거나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Weber et 

al., 1993; Ishihara,2006; Holleman et al., 2008; Robert, 

2012; Maruri et al., 2014). 특히 중규모 악기상의 연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Won et al. 2006). 이와 같이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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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Periods (LST) Temporal resolution (minute) Number of data

Wind profiler
09LST 17 ~ 09LST 19   June 2013 10 279

09LST 10 ~ 09LST 11   July 2013 10 144

Radiosonde

18LST 17 ~ 10LST 18   June 2013 120 9

13LST 18 ~ 08LST 19   June 2013 120 9

09LST 10 ~ 09LST 11   July 2013 180 9

Rain gauge
09LST 17 ~ 09LST 19   June 2013 10 288

09LST 10 ~ 09LST 11   July 2013 10 144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intensive observation periods

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2003년 기상연구소에

서 해남에 UHF 윈드프로파일러를 설치하였으며, 기상

청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강릉, 파주, 군산, 창원, 원주, 

철원, 서해종합해양과학기지, 울진, 추풍령에 프랑스 

Decreane사의 UHF 윈드프로파일러를 설치하여 국가규

모 관측망을 구성하였다. 이후 울산공항, 김해공항, 여수

공항에도 윈드프로파일러를 설치하여 공항난류 탐지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군에서도 항공작전지원을 

위해 청주공항에 UHF 윈드프로파일러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전국관측망을 구성할 계획에 있다.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는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원격탐

사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클러터, 전파 간섭, 새 혹은 항공

기 등에 의한 영향을 빈번하게 받는다. 그 결과 미국, 유

럽, 일본에서는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Weber et al., 1993; 

Ishihara,2006; Holleman et al., 2008; Robert, 2012; 

Maruri et al., 2014). 특히 윈드프로파일러는 지상에서 

대기로 전파를 방사하여 대기의 강수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Rayleigh scattering)신호와 함께 난류에 의한 브래

그 산란(Bragg scattering) 신호를 수신한다. 대기 중에

서 강수가 발생하고 브래그 산란과 레일리 산란의 강도

가 유사할 경우, 윈드프로파일러는 강수입자의 낙하속도

에 의해 오염된 대기의 연직속도를 추정하게 된다. 최근

에는 개선된 방법으로 각 고도별 도플러 스펙트럼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첨두를 선택하는 다중첨두 알고리즘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Cornman et al., 1998; Griesser, 

1998;Wilfong et al., 1999; Morse et al., 2002). 기상

청의 UHF 윈드프로파일러들은 대기의 연직속도 관측에

서 강수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3개의 도플러 스펙

트럼 첨두로부터 시선속도를 결정하는 좀 더 개선된 다

중 첨두 알고리즘과 다양한 통계기법의 품질검사 알고리

즘을 사용하고 있다(Currier,2003). 그러나 국내 윈드프

로파일러 연구들은 수치모델의 자료동화 및 검증연구와 

재해기상분석(e.g. 집중호우, 폭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Park et al., 2005; Won et al., 2006; Park et al.,2010; 

Jung et al., 2014).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정확성과 품

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윈드프로파일러 중 강릉에 설

치된 UHF 윈드프로파일러의 바람관측자료의 품질을 정

량적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품질측면에서 윈드프로파일

러자료의 연속성과 자료수집률을 분석하였다. 정확도 검

증을 위해 강릉 윈드프로파일러 관측지점에서 라디오존

데 집중관측을 수행하였으며, 라디오존데 바람관측자료

의 비교를 통해 윈드프로파일러 바람관측자료의 정확도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윈드프로파일러의 고도

별 정확도 및 품질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윈드프로파일러

의 도플러 스펙트럼 분석에 기반한 오차원인 분석을 수

행하였다.

2. 자료

윈드프로파일러 정확성 평가를 위해서 적용된 연구 

사례는 Table 1과 같다.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는 10분 간

격으로 수집하며, 연구사례에 해당되는 6월과 7월은 각

각 48시간, 24시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라디오존

데 자료는 6월과 7월에 각각 2시간, 3시간간격으로 수집

하였다. 6월에는 총 18회 비양하였고, 7월에는 총 9회 비

양하였다. 6월은 7월에 비하여 장마전선에 의한 영향으

로 강수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더욱 조밀하게 2시간 

간격으로 고층 대기를 관측하였다. AWS 우량계의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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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Unit

Weight < 90 g

Transmission range 250 km

Programmable   frequency 400 ~ 406 MHz

Wind speed accuracy < 0.2 m s-1

Temperature   accuracy < 0.2

Humidity accuracy < 5 %

Pressure accuracy < 1 hPa

Geopotential height   accuracy < 20 m

Horizontal position   accuracy < 5 m

Table 3.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s in radiosonde instrument (DFM-06)

Parameter Value Unit

Frequency 1290 MHz

Peak power 4.5 kW

Beam number 5

Pulse Repetition   Frequency 16 kHz

Nyquist velocity 12.84 m s-1

Number of FFT   points 128

Lowest sampled   height 72 m

Highest sampled   height 5100 m

Range resolution 71.68 m

Number of height   gates 71

Table 2. Operational configuration of low mode strategy for UHF wind profiler

량 자료는 10분 간격으로 수집하며 윈드프로파일러 자료 

수집 기간과 동일하다.

UHF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모드는 고층관측방식

(high mode)과 저층관측방식(low mode)이 있다. 윈드

프로파일러에서 방사하는 전파의 펄스폭(pulse width)

과 펄스반복주파수(Pulse Repetition Frequency, PRF)

는 각각 공간적 관측해상도와 최고관측고도에 영향을 주

며, 펄스폭이 길수록 관측 분해능은 낮아지고 PRF가 작

을수록 최고관측고도는 높아진다. 강릉 윈드프로파일러

의 고층관측방식과 저층관측방식의 관측 해상도는 각각 

164.85 m, 71.68 m이고, 최고관측고도는 각각 약 11.0 

km, 5.0 km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해상도가 더 높은 

저층관측방식의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를 이용하였다. 

Table 2와 같이 저층관측방식에 대한 강릉 윈드프로파

일러의 최고관측고도는 5.1 km이며, 71.68 m의 고도분

해능으로 총 71개의 고도에서 10분 간격으로 자료를 생

성한다.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고도별 수평풍속과 풍향, 연직속도, 수신전력, 신호대잡

음비(Signal-to-Noise Ratio, SNR), 도플러 스펙트럼을 

이용하였다. 도플러 스펙트럼은 도플러 편이 주파수 혹

은 시선속도에 스펙트럼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플러 

스펙트럼은 잡음 수준보다 높은 신호의 첨두에 대한 면

적과 폭, 첨두 신호에 대응되는 시선속도, 그리고 첨두신

호의 비대칭도를 통해서 각각 수신전력, 스펙트럼폭, 시

선속도, 스펙트럼 비대칭도를 표현하다. 즉, 도플러 스펙

트럼에 의해서 윈드프로파일러의 모멘트들이 결정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윈드프로파일러의 오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윈드프로파일러의 연직빔과 4개의 경

사빔에 대한 도플러 스펙트럼 자료를 활용하였다.

라디오존데는 독일 GRAW의 DFM-06센서를 이용

하였다(Table 3). 라디오존데의 비양 시간 간격을 지상

의 강수 발생 유무에 따라 조정하였다. 지상에 강수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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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Vertical velocity ( ) Signal power ( ) Remark

Air (no   precipitation) -0.3 <   < 0.3 m s-1
wide range Bragg scattering from air

Snow -1.5 <   < -0.3 m s-1
wide range

Strong correlation between radial
velocity and received power

Melting snow -3.0 <   < -1.5 m s-1
higher

Rain   < -3.0 m s-1
higher

lower but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radial velocity and

received power

Noise wide range lower

Table 4. Category of hydrometeor classification based on spectral moments of wind profiler (Ralph et al., 1996; Baek et al., 

2005)

생하지 않는 기상 현상에 대해서는 3시간 간격으로 라디

오존데를 비양하였고, 강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2시간 간

격으로 라디오존데 관측을 수행하였다. 라디오존데에서 

관측된 기상정보는 1초 간격으로 저장되었다. 윈드프로

파일러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라디오존데 관측 변수는 

고도별 수평 풍속과 풍향이다.

3. 연구방법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윈

드프로파일러 관측 자료의 연속성과 수집률에 대한 품질 

평가와 집중 관측에서 수집한 라디오존데 자료를 이용하

여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정확도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강수 유무에 따른 윈드프로파일러 관측 자료의 정

확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집중 관측도 강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하여 실행되었다. 지상에서 측정되는 강

수 특성만으로는 고도별 대기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선속도와 수신전력의 관계로 강수의 연직 분포를 파악

하고, 이에 따라 윈드프로파일러로 관측한 바람의 정확

도를 조사하였다.

3.1. 강수 구분

강수가 발생할 때 관측되는 윈드프로파일러의 바람은 

윈드프로파일러의 자료 수집 시간 동안 강수 현상의 강

도와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각 빔마다 균일한 속도

로 강수가 내린다는 가정 하에 관측되는 결과이다. 대류

형 강수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강수의 공간적 불균일

성에 의해 이러한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강수 분포에 의해 윈드프로파일러에서 방사하

는 각 빔마다 산란 조건이 달라지는데, 하나의 빔에는 브

래그 산란이 발생하고, 다른 빔에는 레일리 산란이 발생

하는 경우 윈드프로파일러에서 관측된 수평 풍속에 심각

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강수 형태에 따른 윈드프로파일러 관측 변수의 특성

으로 고도별 강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Ralph et al. 

(1996)은 UHF 윈드프로파일러의 연직빔에서 수집된 연

직 시선속도와 수신전력 사이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고도

별 강수 형태를 구분하였다. 대기 중에 강수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직 시선속도와 수신전력 사이에 뚜렷한 상관

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비와 눈의 경우에는 연직 시선속

도와 수신전력 사이의 뚜렷한 상관성이 나타난다. Baek 

et al. (2005)는 2003년 해남에 설치되어 있던 L-28 

UHF 윈드프로파일러 결과를 Table 4와 같이 Ralph et 

al. (1996)로부터 제안된 기준에 적용하여 연직 강수 형

태를 구분하였다. 지상에 강수가 기록되더라도 같은 시

간에 고도별 대기 조건은 Table 4와 같이 무강수, 눈, 녹

는눈, 그리고 강우 영역으로 구분된다. 연구 사례 기간에

는 장마전선의 형성에 의해서 강수가 발생하였고, 강수

는 대기 운동의 시공간적 비균질성을 높임으로써 윈드프

로파일러의 관측 오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Table 4의 기준을 이용하여 고도별 강수 유무를 판별하

였고, 고도별 강수 유무에 따른 윈드프로파일러 관측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AWS 우량계의 시계열 자료

를 통해서 지상 강수 유무에 따른 윈드프로파일러 관측 

자료의 품질을 분석하였다. 

3.2. 연속성 검사

윈드프로파일러는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바람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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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시계열을 생성할 수 있다. 연속적

인 시계열 자료는 확률오차(random error)를 추정할 때 

이용되며, 확률오차를 통해서 윈드프로파일러 관측 자료

의 연속성을 검사할 수 있다. 연속성 검사 방법은 자료 수

집 시간 간격(∆)에 따라 확률오차를 산출하는 것이다. 

윈드프로파일러의 확률오차는 Kitchen(1989)에 의해 제

안된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식 (1)은 ∆에 따른 대기 

변동성을 의미하며, 식 (2)는 대기 변동성을 고려하여 확

률오차를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                                                (1)

 




rmsV∆t u ∆t
                   (2)

여기서, 는 바람에 의한 대기의 변동성을 의미하고, 

∆는   함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 간의 시간 간격이며 

Dibbern et al. (2001)의 방법과 동일하게 30분, 60분, 

120분, 그리고 240분으로 결정하였다. 와 는 대기 변

동성 계산을 위한 상수이다. 는 , , 그리고 에 의

해 대기변동성을 의미하는 상수로 결정된다. 대기변동

성을 나타내는 은 윈드프로파일러의 확률오차이며, 

rmsV∆t는 시계열 시간 간격에 따른 윈드프로파일

러 수평풍속()자료의 순서쌍( ∆)에 대한 제곱

근-평균-제곱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의미한다. 식 (1)의 와 는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 기

간과 연직 해상도에 의존하는데, 일반적으로 는 0.5에

서 0.6 사이의 범위에 있고, 는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써, 본 연구에서는 1을 사용하였다(Dibbern 

et al., 2001). 윈드프로파일러의 확률오차는 시계열 자

료의 시간 간격에 따른 바람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지표

로 이용하였고, 확률오차의 크기가 작을수록 윈드프로파

일러 관측 자료의 연속성이 높은 것이다.

3.3. 자료수집률 검사

윈드프로파일러로 수신되는 시계열 신호는 대기 신호

와 더불어 윈드프로파일러 시스템의 전기 잡음, 대기 중

의 배경 잡음 등이 섞여서 나타난다. 이러한 무작위 잡음

은 정확한 대기 신호 추출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하

고, 수신전력이 약해질수록 대기 신호의 세기도 약해지

기 때문에 무작위 잡음 속에서 뚜렷한 대기 신호를 찾기

가 더욱 어려워진다. 무작위 잡음을 최대한 줄여야만 뚜

렷한 대기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대기 신호와 잡

음이 섞여있는 비율을 나타낸 값이 SNR이다. 윈드프로

파일러는 관측 고도가 높아질수록 SNR과 수신전력이 

점차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대기 상층으로 

갈수록 수집되는 자료의 수도 점차 감소한다. 본 연구에

서는 윈드프로파일러의 SNR과 수신전력에 따른 고도별 

자료수집률을 윈드프로파일러 관측자료의 품질을 나타

내는 척도로 이용하였다.

3.4. 정확도 평가

윈드프로파일러와 라디오존데의 비교 관측에 의해 발

생하는 차이는 두 시스템의 관측 오차와 기상학적인 변

동에 의한 시공간적 오차의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 윈드

프로파일러와 라디오존데의 비교는 윈드프로파일러 관

측의 정확도와 품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로서 진행되었다(Steinhagen et al., 1994). 본 연구

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정확도는 라디오존데를 이용하

여 Table 5의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산출하였다. 평균 편

차(Mean Bias, MB)는 윈드프로파일러 오차의 방향성

을 나타낸다. 평균 편차의 부호가 양(+)일 경우에는 윈드

프로파일러가 라디오존데에 비하여 과소 측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곱근평균제곱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윈드프로파일러 오차의 크기를 나타낸

다. 정규화된 RMSE(Normalized RMSE, NRMSE)는 

수평풍속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윈드프로파일러 오차의 

크기를 정규화한 것을 의미한다. 단, NRMSE는 계산 특

성 상 풍속이 낮은 하층에서 분모의 값이 작기 때문에 큰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수평 풍속의 

영향이 큰 상층 분석 시에 주로 이용된다. Table 5의 N

은 각 고도별 라디오존데와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수를 

의미한다. 과 는 각각 라디오존데와 윈드프로파

일러의 수평풍향, 풍속을 대표하며, 과 는 과 

에 대한 평균값이다.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윈드프로

파일러와 고도별로 100m 이동평균한 라디오존데자료를 

시공간적으로 일치시켰다. 시간적으로는 라디오존데의 

비양시간과 가장 근접한 시간에 측정된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를 대응시켰다. 공간적으로는 각 고도별 윈드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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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Variables Statistic   definition

Mean RS  
 







Mean WPR  
 







Mean Bias MB 
 





 

Root Mean Square   Error RMSE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NRMSE 



 






  



 : Measured by Wind Profiler Radar (WPR)

 : Measured by RadioSonde (RS)

Table 5. Lists of skill score for accuracy validation of wind vectors of wind profiler

일러 자료와 가장 근접한 고도의 라디오존데 자료를 대

응시켰다.

4. 분석 결과

4.1. 고도별 강수 구분

윈드프로파일러 관측 변수의 특징을 이용한 고도별 

강수 유무 판별 방법은 Fig. 1과 같이 연직속도와 수신전

력의 상관성을 이용한다. Fig. 1의 산포도 상에 표시한 

검은색 상자는 강수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상자 

내의 숫자는 강수 형태를 의미하는데 1부터 4까지 각각 

무강수, 눈, 녹는 눈, 그리고 강우를 의미한다. 지상 강수 

유무에 따라 고도별 강수 유형을 분리한 결과, Fig. 1a와 

같이 지상에 강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고도에

서 대부분의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는 연직속도 0.3 ~ -0.3 

m s-1
와 80dB 이하의 넓은 수신전력 범위의 무강수 영역

에 해당하였다. 이는 지상의 강수 유무와도 일치하였다. 

지상의 무강수 분포와는 다르게 약 2.0 km 이상의 고도

에서는 눈과 녹는 눈, 그리고 강우 영역이 발생하였다. 특

히, 녹는 눈은 약 4.0 km 이상의 고도에서 뚜렷하게 발생

하였고, 그 아래로 강우의 형태로 변환되면서 약 2.0 km

까지 강우 영역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상에 강수가 발

생하지 않더라도 대기의 상층에는 강수가 존재할 수 있

으며, 지상의 무강수 사례에 대한 윈드프로파일러의 정

확도는 고도에 따라 강수의 영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눈 영역은 녹는 눈과 강우 영역에 비하여 뚜렷하

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눈 영역에서는 고도 2.0 km 이상

에서 -0.3 ~ -1.5 m s-1
의 연직속도와 40 ~ 60dB의 좁은 

수신전력 범위의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여름철 높은 기

온에 의해 상층의 눈은 대부분 하층으로 하강하면서 강

우로 전환되기 때문에 눈 영역에서의 연직속도와 넓은 

범위의 수신전력 사이의 상관성은 강하게 나타나기 어려

웠다.

Fig. 1b와 같이 지상에 강수가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

의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는 녹는 눈과 강우 영역에 해당

하였다. 약 2.0 km 이상의 고도에서는 녹는 눈 영역이 나

타났고, 약 4.0 km 이상의 고도에서 더욱 뚜렷하게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우 영역은 하층부터 약 4.0 

km 이하의 높은 고도까지 고르게 분포하였고, 이는 지상

의 강수 사례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즉, 지상의 강수 유

무에 따른 윈드프로파일러의 연직속도와 수신전력의 상

관성 분석은 고도별 강수 유무 구분 방법에 대한 유의성

을 대표하였다.

4.2. 연속성 검사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품질은 윈드프로파일러 시계

열 자료의 연속성과 수집률로 평가되었다. Fig. 2와 같이 

2013년 6월과 7월의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윈드프로파일러의 확률오차를 산출하였다. Fig. 2a는 강

수가 발생했던 6월 17 ~ 19일의 윈드프로파일러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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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cipitation identified by vertical velocity and signal power (1: no precipitation, 2: snow, 3: melting snow, 4: rain).

Fig. 2. Vertical profiles of random error at different tim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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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ertical profiles of Data Acquisition Rate(DAR) and Signal to Noise Ratio for Vertical beam(SNRv).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고도별 확률오차이다. ∆는 윈

드프로파일러의 자료수집 시간 간격으로 ∆가 길어질

수록 모든 고도에서 확률오차는 증가하여, 윈드프로파일

러 자료의 연속성은 낮아졌다. ∆의 변화에 따른 확률

오차의 고도별 변화는 고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
가 30분일 경우, 고도 약 3.0 km까지 확률오차는 1.0 m 

s-1미만으로 일정하여, 자료의 연속성도 높았다. 고도 약 

3.0 km 이상부터 확률오차는 약 2.0 m s-1까지 증가하였

고, 고도 3.5 km 이상부터 약 3.0 m s-1으로 급격하게 증

가하였다. 이후 고도 5.0 km까지 1.0 m s-1으로 점차 감

소하였다. 고도 3.5 km ~ 4.5 km의 구간에서 자료의 연

속성이 낮아졌다.

Fig. 2b는 강수가 발생하지 않았던 7월의 윈드프로파

일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고도별 확률오차이다. 무

강수 기간의 확률오차는 강수 기간과 마찬가지로 ∆가 

길어질수록 증가하였고,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연속성

은 낮아졌다. ∆가 30분일경우, 확률오차가 1.0 m s-1 

미만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고도는 강수 기간에 비하여 

2.8 km로 낮아졌지만, 확률오차의 크기는 강수 기간에 

비하여 작았고 연속성은 컸다. 고도 2.8 km 이상에서는 

강수 기간에 비하여 확률오차가 6.0 m s-1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료의 연속성도 낮아졌다. 고도 4.0 km에

서 자료의 연속성이 가장 낮았고, 고도 4.0 km 이후로 확

률오차가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무강수 사례에 대한 정

확도 평가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오차가 급격하게 증가

하는 구간의 연직분포와 유사하였다.

4.3. 자료수집률 검사  

지상의 강수유무에 따라 분류한 강릉 윈드프로파일러

의 고도별 자료수집률은 Fig. 3과 같다. 지상 강수가 기

록되었던 2013년 6월 17일 18LST ~ 18일 10LST를 제

외한 모든 기간은 무강수 사례로 분류하였다. Fig. 3a는 

전체 연구 기간에 대한 윈드프로파일러의 고도별 자료수

집률을 나타낸다. 전체 연구 기간에 대한 윈드프로파일

러의 자료수는 총 423개이다. 전체 연구 기간의 SNR과  

자료수집률은 고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고도 2.5 

km 까지는 약 95% 이상의 자료수집률을 보였다. 이후 

4.0 km 고도까지 자료수집률은 80%로 점차 낮아졌다. 

고도 4.0 ~ 4.3 km의 구간에서 자료수집률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고도 4.3 km까지 점차 감소하던 SNR은 이

후에 15dB에서 20dB으로 증가하였고, 자료수집률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약 40%로 일정하였다. 이는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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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km 이상에서 발생한 강수의 영향 때문이었다. 고도 

4.0 km 이상은 무강수에 해당되는 사례가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Fig. 1). 고도에 따라 점차 감소하던 SNR은 

상층의 강수 영역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급

격하게 감소하던 자료수집률도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였다.

무강수 사례의 자료수집률은 전체 연구 기간의 자료

수집률과 유사하였다(Fig. 3b). 무강수 사례의 자료 수는 

전체 자료 기간의 자료 수의 약 80%에 해당하기 때문에, 

Fig. 3a에서는 무강수 사례의 자료수집률 경향이 우세하

였다. 무강수 사례에서도 고도 약 4.3 km 이후로 급격하

게 감소하던 자료수집률은 약 30%로 일정하게 유지되었

고, 35dB에서 7dB까지 점차 감소하던 SNR도 15dB까

지 증가하였다. 무강수 사례는 지상 우량계의 강수 유무

에 의해 분류되었기 때문에, 무강수 사례에 대한 상층의 

자료수집률 변화는 상층의 강수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강수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률은 모든 고도에서 약 

95%로 높았다(Fig. 3c). SNR은 고도에 따라 25dB ~ 

45dB으로 무강수 사례보다 높았다. 윈드프로파일러의 

대기 신호는 대기 중의 강수에 의한 강한 산란으로 잡음

신호에 비하여 매우 뚜렷하였고, 이는 윈드프로파일러의 

강한 SNR 연직분포와 높은 자료수집률로 나타났다.

4.4. 정확도 평가

강수는 대기 운동의 시공간적 비균질성을 높임으로서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 오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고도에 따른 강수의 유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고도

별 강수 유무에 따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

체 연구 기간에 대한 평균적인 정확도와 더불어 고도별 

강수 유무에 따른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Fig. 4a에서는 전체 연구기간 동안 라디오존데와 윈드

프로파일러의 고도별 수평풍속의 MB, RMSE, NRMSE, 

평균풍속과 수평풍향 RMSE를 나타낸다. 고도 2.0 km 

이상의 상층에 대한 윈드프로파일러의 고도별 수평풍속 

MB는 약 3.8 km까지 1.5 ~ 0.0 m s-1이내로 일정하였

고, 라디오존데에 비하여 과대 측정되었다. 고도 3.8 km

부터 4.0 km까지의 수평풍속에 대한 MB는 약 5.0 m s-1

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구간에서 윈드프로파일러

는 라디오존데에 비하여 수평풍속을 과소 측정하였다. 

고도 4.0 km부터 4.5 km까지 수평풍속에 대한 MB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고도 4.5 km 이상에서는 ±1.0 

m s-1이내로 감소하였고, 윈드프로파일러의 과소 측정이 

점차 완화되었다.

윈드프로파일러의 수평풍속에 대한 고도별 제곱근평

균제곱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MB

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고도 3.8 km ~ 4.5 km)을 제

외하고 약 3.5 m s-1
미만이었다. 특히, 고도 2.5 km까지

는 2.0 m s-1미만의 높은 정확성을 보였고, 이후 고도 3.5 

km까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RMSE도 점차 증가하였

다. MB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의 수평풍속과 풍향에 

대한 RMSE는 윈드프로파일러의 과대 측정에 의해서 각

각 약 8.0 m s-1와 30°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 구간을 

제외하고 약 1.0 km 이상의 고도에서 수평풍향에 대한 

RMSE는 약 10° 미만으로 일정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였

다. 고도 1.0 km 미만에서 수평풍향의 RMSE는 약 12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도가 증가하면서 급격하

게 감소하였다. 고도 1.0 km 미만의 평균수평풍속은 5.0 

m s-1미만이었고, 지표면의 영향에 의해서 하층으로 내

려갈수록 수평풍향의 오차가 크게 증가하였다.

NRMSE는 수평풍속 RMSE의 급격한 증가 구간(고

도 3.5 ~ 4.5 km)에서 최대로 나타났으며, 라디오존데 

수평풍속의 약 50%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였다. 고도 2.0 

~ 3.5 km 구간의 NRMSE는 RMSE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르게 오차의 증감이 나타났다. 고도 2.0 ~ 2.8 km 구간

의 오차는 라디오존데 수평풍속의 약 10%에서 30%으

로 점차 증가하였고, 고도 2.8 ~ 3.5 km 구간의 오차는 

라디오존데 수평풍속의 약 30%에서 20%으로 점차 감

소하였다.

전체 연구 사례 기간의 윈드프로파일러 연직 오차분

포를 통해서 상층의 고도 약 2.0 ~ 3.5 km 구간과 고도 

약 3.5 ~ 4.5 km 구간에서 발생하는 윈드프로파일러 수

평풍속의 오차는 라디오존데 수평풍속 보다 30% 이상 

크게 나타났고, 윈드프로파일러 오차의 불연속성은 다른 

고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 두 구간에서 발

생한 윈드프로파일러의 오차는 Fig. 4b와 Fig. 4c의 강

수유무에 의한 오차의 연직분포에서 구분되었다. 고도 

2.0 km 미만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수평풍속 RMSE는 

2.0 m s-1이내로 일정하였다. 다만, 1.0 km 이하로 고도

가 감소할수록 지표면의 영향과 약한 수평풍속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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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ertical profile of five skill scores in Table 5: (a) Total (no precipitation + precipitation), (b) no precipitation, (c) 

Precipitation.

여 윈드프로파일러의 수평풍향에 대한 RMSE는 100°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Fig. 4b는 고도별 무강수 사례에 대한 윈드프로파일

러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약 4.5 km 이상의 고도에서 결

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장마전선의 접근으로 인하여 

눈 혹은 강우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강수가 나타났기 때

문이다(Fig. 1). 무강수 사례에 대한 윈드프로파일러 수

평풍속의 MB는 고도 약 3.5 km까지 ±2.5 m s-1
이내로 

일정하였다. 고도 약 1.0 ~ 2.0 km에서 윈드프로파일러

는 라디오존데에 비하여 수평풍속을 과대 측정하였다. 

이 구간에서 라디오존데의 수평풍속은 7.0 m s-1에서 

15.0 m s-1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고도 약 3.5 ~ 4.0 

km 구간의 수평풍속에 대한 MB는 약 7.5 m s-1까지 급

격하게 증가하였고, 윈드프로파일러의 수평풍속은 라디

오존데에 비하여 과소 측정되었다. 윈드프로파일러 수평

풍속의 RMSE는 평균적으로 2.8 m s-1였다. 윈드프로파

일러의 과대 측정된 고도 1.0 ~ 2.0 km 구간과 과소 측정

된 고도 3.5 ~ 4.5 km 구간을 제외하고 약 2.0 m s-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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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았다. 과소 측정된 구간의 RMSE는 약 10.0 

m s-1까지 증가하였고, 과대 측정된 구간의 RMSE는 

2.0 m s-1보다 높았다. 수평풍향에 대한 RMSE는 수평풍

속 RMSE의 급격한 증가 구간(고도 3.5 km 4.5 km)과 

고도 1.0 km 미만의 하층을 제외하고 약 10° 미만으로 

일정하였다. 윈드프로파일러 수평풍속의 과소 측정된 구

간의 수평풍향 RMSE는 최대 45°까지 증가하였다. 

NRMSE는 고도 2.0 km까지 0.1로 감소하였고, 라디오

존데 수평풍속의 약 10%까지 오차가 점차 감소하였다. 

고도 2.0 km 이상의 윈드프로파일러 오차는 라디오존데 

수평풍속에 비하여 점차 증가하였다. 고도 3.5 ~ 4.5 km

구간의 NRMSE는 0.6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라디

오존데 수평풍속의 약 60%까지 오차가 발생하였다. 즉, 

전체 연구 기간에서 발생한 윈드프로파일러의 과소 측정 

구간(고도 약 3.5 ~ 4.0 km)은 무강수 사례에서 발생한 

과소 측정에 의한 것이다.  

Fig. 4c는 고도별 강수 사례에 대한 윈드프로파일러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강수 사례에 대한 윈드프로파일러 

수평풍속의 MB는 고도 약 2.0 ~ 3.5 km 구간을 제외하

고 약 ±1.0 m s-1
이내로 일정하였다. 고도 약 2.5 ~ 3.5 

km 구간에서 윈드프로파일러 수평풍속의 MB는 약 -2.5 

m s-1까지 증가하였고, 라디오존데에 비하여 수평풍속을 

과대 측정하였다. 윈드프로파일러 수평풍속의 RMSE는 

평균적으로 3.2 m s-1였다. 고도 2.0 km까지 2.0 m s-1이

내로 일정하였고 무강수 사례보다 낮았다. 고도 2.0 km

까지의 라디오존데 수평풍속은 무강수 사례보다 약 50% 

정도 낮게 분포하였다. 2.0 km 이상의 고도에서 윈드프

로파일러 수평풍속의 RMSE는 4.0 m s-1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무강수 사례의 RMSE의 약 2배에 해당되는 

오차이다. 무강수 사례의 과소 측정 고도에서 강수 사례

의 RMSE는 최대 3.5 m s-1으로 나타났고, 무강수 사례

와 같이 RMSE의 급격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평

풍향에 대한 RMSE는 고도 1.0 km 미만의 하층을 제외

하고 약 10° 미만으로 일정하였다. 윈드프로파일러 수평

풍속의 NRMSE는 고도 2.0 km까지 0.1로 감소하였고, 

라디오존데 수평풍속의 약 10%까지 오차가 점차 감소하

였다. 고도 2.0 km 이상의 윈드프로파일러 과대 측정 구

간에서는 NRMSE가 고도 2.5 km를 기준으로 증감하였

다. 최대 NRMSE를 기록한 2.5 km 고도에서는 라디오

존데 수평풍속의 약 60% 오차가 발생하였고, 무강수 사

례의 3배에 해당되는 오차이다. 즉, 전체 연구 기간에서 

발생한 윈드프로파일러의 과대 측정된 구간(고도 약 2.5 

~ 3.5 km)은 강수 사례에서 발생한 과대 측정에 의한 것

이다.

4.5. 도플러 스펙트럼 분석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정확도 평가와 품질 평가를 

통해서, 고도별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정확성을 정량적

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정확성

은 강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무강수 사

례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수평풍속은 고도 약 3.5 ~ 4.5 

km구간에서 과소 측정되었고, 강수 사례에서 윈드프로

파일러의 수평풍속은 고도 2.5 ~ 3.5 km 구간에서 과대 

측정되었다.

강수 사례에서 발생한 윈드프로파일러 오차의 대부분

은 강수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Dibbern et al. (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수에 의한 UHF 윈드프로파일러

의 오차는 저층관측방식에서 약한 비(2.5 mm h-1미만)

와 보통 비 이상(2.5 mm h-1이상)으로 구분된다. 약한 비

의 경우 강수의 지속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 무강수 사례

와 동일한 오차를 보이며, 지속 시간이 30분 이상일 때 

무강수 사례보다 10% 정도 낮은 오차를 보였다. 지속 시

간이 30분 이상 되는 보통 비 혹은 강한 비의 경우, 무강

수 사례보다 90% 정도 높은 오차를 보였다.

2013년 6월 18일 23LST에는 2.5 mm h-1의 보통 비

가 발생하였다. Fig. 5a와 같이 2013년 6월 18일 23LST

의 윈드프로파일러 연직 수평풍속 분포는 고도 2.0 ~ 4.5 

km에서 라디오존데의 수평풍속보다 과대 측정되었다. 

연직빔의 고도별 도플러 스펙트럼에서는 강수에 의한 연

직 시선속도의 분포가 뚜렷하였다. 고도 4.0 km 이상에

서는 약 3.0 m s-1미만으로 도플러 스펙트럼의 첨두가 나

타나는데, 눈에 의한 연직 시선속도를 의미한다. 약 3.0 

m s-1미만으로 나타나던 연직 시선속도는 약 4.0 km 고

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구간은 눈에서 강우로 

변환되는 융해층으로써, 고도가 낮아질수록 눈이 점차 

녹으면서 연직 시선속도가 강우에 의해 급격하게 증가하

였다. 강우에 의해 고도 4.0 km 미만의 연직 시선속도는 

약 5.0 ~ 8.0 m s-1으로 매우 높았다. 대기의 난류 운동에 

의한 영향보다 강수의 연직 운동에 의한 영향이 연직빔

의 도플러 스펙트럼에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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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rtical profiles of horizontal wind speed and Doppler spectrums for (a) moderate rain and (b) light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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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root mean square error(RMSE) of horizontal wind speed from wind profiler and rainfall intensity.

같이 강한 강수 운동에 의한 시선속도로부터 산출된 수

평풍속은 라디오존데의 수평풍속에 비하여 과대 측정되

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연구 사례 중에서 2013년 6월 18일 19LST는 0.5 

mm h-1의 약한 비가 내렸다. Fig. 5b와 같이 2013년 6월 

18일 19LST의 윈드프로파일러 연직 수평풍속은 고도 

2.5 km까지 라디오존데의 수평풍속과 유사하였다. 고도 

2.5 ~ 4.0 km 구간의 윈드프로파일러 수평풍속은 라디

오존데의 수평풍속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났지만, 보통 

비에 비하여 고도별로 라디오존데와 유사한 수평풍속 분

포를 보였다. 약한 비에 대한 연직 빔의 도플러 스펙트럼

에서도 강수에 의한 연직 시선속도의 분포가 나타났지만, 

보통 비보다 5.0 m s-1
이내의 낮은 연직 시선속도 분포를 

보였다. 보통 비보다 약한 강수 운동으로 인하여, 약한 비

의 도플러 스펙트럼에서는 강수에 의한 대기 난류 운동

의 오염이 적었다.

전체 연구 기간 중에서 강수 사례에 대한 윈드프로파

일러 수평풍속의 RMSE를 약한 비와 보통 비로 구분하

였다(Fig. 6). 약한 비에 대한 RMSE는 평균적으로 1.4 

m s-1으로 나타났고, 무강수 사례보다 50% 낮은 오차이

다. 보통 비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4.6 m s-1으로, 무강수 

사례보다 64% 높은 오차이다. 즉, 약한 비에 해당하는 

강수는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역

할을 하였고, 보통 비 이상의 강수는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천 대기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SNR은 

전파의 감쇠로 인하여 상층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

고, 도플러 스펙트럼의 첨두 신호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 굴절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수증기와 건조공기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

다. 강수 환경에서 윈드프로파일러는 대기 난류에 의한 

브래그 산란과 강수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동시에 나타

난다. 구름 입자 혹은 강수 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레일리 

산란은 전파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약한 강

수 환경에서도 강하게 산란된다. 따라서 1.29 GHz의 

UHF 윈드프로파일러는 수 mm h-1이상의 강수 환경에

서도 강수 신호의 스펙트럼 첨두가 뚜렷하게 관측된다. 

이와 같이 강수에 의한 스펙트럼 첨두의 뚜렷한 관측은 

Fig. 3과 같이 무강수 사례보다 UHF 윈드프로파일러의 

고도별 자료수집률을 상승시켰다. 약한 비는 윈드프로파

일러의 관측 감도를 향상시켜서 5.0 km 고도까지 대기 

난류 운동을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보통 비 이상의 강수는 대기 난류 운동 신호보다 

강수 신호를 더욱 뚜렷하게 감지하여 관측 오차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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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rtical profiles of horizontal wind speed and Doppler spectrum from wind profiler at 20LST 17 June 2013.

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Fig. 7에서는 2013년 6월 17일 20LST 무강수 사례

에 대한 윈드프로파일러와 라디오존데의 수평풍속 비교 

결과 및 윈드프로파일러의 도플러 스펙트럼을 제시하였

다. 윈드프로파일러의 연직빔에 대한 도플러 스펙트럼에

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 사례에서는 고도별로 강수가 발

생하지 않았다. 윈드프로파일러의 동쪽 경사빔을 제외한 

모든 빔에서는 고도 1.0 km 미만과 고도 2.0 km 이상에

서 시선속도 0.0 m s-1에 대한 첨두가 발생하였다. 유일

하게 동쪽 경사빔에서는 이와 같은 첨두가 발생하지 않

았다. 강릉 윈드프로파일러 설치 지점을 중심으로 서쪽

은 복잡한 산악 지역이고, 동쪽은 평평한 해안 지역임을 

고려했을 때, 동쪽 경사빔을 제외한 모든 빔의 도플러 스

펙트럼에서 나타난 시선속도 0.0 m s-1 부근의 첨두는 지

형클러터이다. 지형클러터가 발생했던 구간에서 윈드프

로파일러 수평풍속은 라디오존데와 큰 차이가 발생하였

다. 고도 2.0 km 이상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과소 측정

이 나타났으며, 고도 3.3 ~ 4.2 km에서 윈드프로파일러

의 수평풍속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도플러 

스펙트럼에서 지형클러터를 대기신호로 판단할 경우, 윈

드프로파일러의 수평풍속은 과소 측정된다. 무강수 사례

의 약 3.5 ~ 4.5 km 고도에서 발생한 윈드프로파일러의 

급격한 오차 증가는 지형클러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형클러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고도에서 연속적으

로 발생한다. Fig. 8은 전체 연구기간 동안 강릉 윈드프

로파일러 연직빔의 지형클러터 유무를 시계열로 나타낸

다. 지형클러터 시계열에서 0은 지형클러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1과 2는 각각 하층(2.5 km 미만)

과 전체 고도에서 발생한 지형클러터를 의미한다. 지형

클러터는 2013년 6월과 7월에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강수가 발생한 기간에는 지형클러터가 발생하지 

않았다. 윈드프로파일러의 주방사부에서 산란된 강한 강

수 신호는 부방사부에서 산란된 지형클러터 신호보다 월

등히 강하게 수신되기 때문이다. 대기 중의 강수 입자는 

무강수 사례에 발생한 지형클러터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강수에 의한 특징은 약

한 비의 강수 환경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고도별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한다.

전체 연구기간 동안 강릉 윈드프로파일러의 각 빔에

서 발생한 지형클러터의 빈도는 Table 6과 같다. 동쪽 빔

을 제외한 모든 빔에서 지형클러터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는 약 16%에 불과하였고, 동쪽 빔은 약 50% 정도 지

형클러터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동쪽 빔은 상층에서 

지형클러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반면, 동쪽 빔을 제외

한 모든 빔에서는 40 ~ 70% 정도 상층에서 지형클러터

가 발생하였다. 상층에서 발생한 지형클러터는 주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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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ourly accumulated rainfall on the surface and ground clutter (0: no clutter, 1: low level clutter, 2: all level clutter) 

for vertical beam (a) from 17 to 19 June 2013 and (b) from 10 to 11 July 2013. 

Table 6. Occurrence frequency of ground clutter in five beams

Classification
Vertical beam 

(%)

Oblique beam (%)

360

(north)

90

(east)

180

(south)

270

(west)

No clutter 16.4 16.9 49.8 15.5 15.7

Low level clutter

(< 2.5 km)
34.5 43.1 50.2 15.5 20.2

all level clutter 49.0 40 0.0 69.0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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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악 지형에 의해 산란된 부방사부

의 신호가 수신되었기 때문이다. 

5. 요약 및 결론

강릉의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2013년 여름철 라디오존데 특별 관측을 수행하였다. 라

디오존데 특별 관측은 2013년에 장마가 시작되었던 6월 

18일부터 36시간 동안 강릉 윈드프로파일러 지점 부근

에서 2시간 간격으로 수행되었고, 7월 10일부터 무강수 

사례에 대하여 27시간 동안 3시간 간격으로 수행되었다. 

기상상태에 따라 3시간 이내로 조밀하게 관측된 고층기

상관측자료는 여름철 강릉의 윈드프로파일러 검증을 위

한 기준자료로 활용되었다.

윈드프로파일러의 정량적인 검증은 정확도 평가와 품

질 평가를 통해서 수행되었고, 윈드프로파일러의 도플러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오차의 원인을 파악 및 개선하였다. 

윈드프로파일러의 정확도는 MB, RMSE, 그리고 

NRMSE와 같이 라디오존데와의 고도별 오차 분포를 통

해서 나타내었다. 전체 연구 기간의 윈드프로파일러 고

도별 오차는 고도 약 2.0 ~ 3.5 km 구간과 고도 약 3.5 ~ 

4.5 km 구간에서 뚜렷하였다. 고도 약 2.0 ~ 3.5 km 구

간에서 윈드프로파일러는 과대 측정하였고, 고도 약 3.5 

~ 4.5 km 구간에서 과소 측정하였다. 두 구간에서는 라

디오존데 수평풍속의 3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윈드프로파일러 오차의 불연속성이 다른 고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 두 구간에서 윈드프로파일러 오

차의 특징은 강수유무에 의해 그 특성이 구분되었다.

강수 사례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오차는 2.5 km 고도

에서 라디오존데 수평풍속의 약 60% 오차가 발생하였

고, 이는 무강수 사례의 3배에 해당되는 오차이다. 즉, 전

체 연구 기간에서 발생한 윈드프로파일러의 과대 측정된 

구간(고도 약 2.5 ~ 3.5 km)은 강수 사례에서 발생한 과

대 측정에 의한 것이다. 강수는 윈드프로파일러의 과대 

측정으로 인한 오차의 원인이지만, 강수의 강도에 따라 

윈드프로파일러 관측 정확도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2.5 mm h-1이상의 보통 비 경우, 도플

러 스펙트럼에서 대기 난류 운동의 신호보다 강수에 의

한 첨두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강수 신호로부터 결

정된 윈드프로파일러의 수평풍속은 라디오존데의 수평

풍속에 비하여 과대 측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보통 비 이

상의 강한 강수 환경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오차는 평균

적으로 4.6 m s-1으로 무강수 사례보다 64% 정도 높았

다. 2.5 mm h-1미만의 약한 비는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 

감도를 향상시켜서 대기 난류 운동을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약한 비에 의한 윈드프로

파일러의 관측 오차는 1.4 m s-1으로 무강수 사례보다 

50% 정도로 낮았다. 또한 대기 중의 강수 입자는 무강수 

사례에 나타났던 지형클러터로 인한 첨두를 제거하는 역

할을 하였다. 윈드프로파일러의 주방사부에서 산란된 강

한 강수 신호는 부방사부에서 산란된 지형클러터 신호보

다 월등히 강하게 수신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강수에 

의한 특징은 약한 비의 강수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고도

별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한다.

무강수 사례의 고도 약 3.5 ~ 4.5 km 구간에서는 라디

오존데 수평풍속의 약 60%까지 윈드프로파일러의 오차

가 발생하였다. 즉, 전체 연구 기간에서 발생한 윈드프로

파일러의 과소 측정 구간(고도 약 3.5 ~ 4.0 km)은 무강

수 사례에서 발생한 과소 측정에 의한 것이다. 이 구간은 

자료의 품질도 매우 낮았다. 고도 2.8 km 이상부터 확률

오차가 6.0 m s-1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료의 연속

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고도 4.0 km에서 자료의 연속

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자료수집률은 70%에서 30%

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무강수 사례에서 윈드프로파일

러의 과소 측정 구간에서 발생한 큰 오차는 윈드프로파

일러의 낮은 자료 품질과 연관되었다. 이 구간에서 낮은 

자료 품질의 원인은 지형클러터였다. 윈드프로파일러의 

도플러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윈드프로파일러의 과소 

측정 구간에서는 지형클러터로 인한 첨두가 연속적으로 

발견되었다. 강릉 윈드프로파일러 설치 지점을 중심으로 

동쪽을 제외한 모든 영역은 복잡한 산악 지역이고, 동쪽

은 고도가 낮은 해안 지역이다. 윈드프로파일러의 동쪽 

경사빔을 제외한 모든 경사빔의 도플러 스펙트럼에서는 

고도 2.5 km를 기준으로 상층에 산악 지형에 의한 지형

클러터의 첨두 신호가 약 40 ~ 70%의 빈도로 연속적으

로 발생하였고, 동쪽 경사빔에서는 상층에 지형클러터의 

첨두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동쪽 경사빔을 제외하

고 모든 경사빔의 도플러 스펙트럼에서 발생한 0.0 m s-1 

부근의 첨두는 수 km 떨어진 산악 지형에서 산란된 부방

사부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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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윈드프로파일러는 상층에 나타난 지형클러터로 

인하여 상층 자료의 정확성 및 품질이 낮게 나타났고, 대

기 운동을 과소 측정하였다. 또한, 강수에 의해 윈드프로

파일러 자료의 정확도는 무강수 사례에 비하여 0.6 m s-1

정도 낮았다. 2.5 mm h-1이상의 보통 비 이상의 강수에 

의해 발생한 과대 추정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2.5 mm h-1

미만의 약한 비에 해당되는 강수는 윈드프로파일러의 수

신 감도 향상을 통한 대기 난류 운동의 뚜렷한 탐지 역할

과 부방사부에서 산란되는 지형클러터의 첨두 제거 역할

을 통해서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 오차를 감소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형클러터로 인한 강릉 윈드프로파일

러 자료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강수가 윈드프로

파일러 관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지형클러터의 고도별 발생 빈도를 정량적으

로 파악하여 윈드프로파일러 주변의 지형적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강릉 윈드프로파일러는 자료의 정확성 및 품질 향상

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형

클러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하드웨

어 처리 방법 중 하나인 클러터 차폐막의 설치는 강릉 윈

드프로파일러의 상하층 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한 강수에 의한 윈드프로

파일러 자료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강수로 인한 도플

러 스펙트럼의 다중 첨두를 윈드프로파일러의 자료 처리 

알고리즘에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개

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윈드프로파일러의 

정량적인 정확성 분석은 이와 같은 개선 연구를 위한 기

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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