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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Precipitable Water Vapor (PWV) data derived from the
radiosonde observation at Sokcho observatory and the PWV data at Sokcho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observatory provided by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for the summer
of 2007~2014, and analyzed the radiosonde diurnal and rainfall-dependent bias according to radiosonde
sensor types. In the scatter diagram of the daytime and nighttime radiosonde PWV data and GNSS PWV
data, dry bias was found in the daytime radiosonde observation as known in the previous study and dry
bias of RSG-20A sensor was larger than other sensors. Overall, the tendency that the wet bias of the
radiosonde PWV increased as GNSS PWV decreased and the dry bias of the radiosonde PWV increased
as GNSS PWV increased.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bias and error of the radiosonde PWV data
showed that the mean bias decreased in the nighttime except for 2007, 2008 summer. In comparison for
summer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rainfall, RS92-SGP sensor showed the highest quality.
Key Words : GNSS, precipitable water vapor, radiosonde, bias

요약 : 이 연구에서는 2007년에서 2014년까지의 여름철에 대해 속초기상대 라디오존데 관측을 통해 산출

된 가강수량과 속초 GNSS 관측소의 가강수량을 비교하였다. 라디오존데 센서 유형별 수증기량 관측 자료

가 주야간 및 강수 발생 유무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두 관측기기의 주간, 야간별 관측

시점에 따른 가강수량 산포도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주간의 라디오존데 관측에서는 건조

편향이 발견되었다. 특히 RSG-20A 센서는 주간, 야간에서 다른 센서에 비해 건조 편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GNSS 가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라디오존데 가강수량이 GNSS 가강수량에 대해 과대 추

정에서 과소 추정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라디오존데 가강수량의 편향 및 오차에 대한 정량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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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에서 수증기량은 시공간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

는 기상 요소인데, 수천 km에 이르는 장마전선에서 수

십 km의 적란운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상현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수증기는 대기 중 에너지 수송

에 관여하며 구름과 에어로졸의 형성과도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수증기는 지표에서 대기 상층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며 다른 대기 조성 기체에 비해 공

간적으로 불균질한 분포를 보인다. 수증기량 측정은 구

름물리, 대기화학, 경계층 연구, 일기 예보 및 기후 연구

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늘날에도 비용 등의 문제

로 관측 정확도에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기상예보의 예측능력을 높이려면 대기 중의 수증기

량을 시공간적으로 보다 정확도 높게 파악하는 일이 중

요하다. 국내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증기의 연직분

포 관측으로는 라디오존데(radiosonde), 라디오미터

(microwave radiometer),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remote

sensing) 등이 있다(Kim and Yoon, 2014; Yang et al., 2012).

그 중에서도 라디오존데는 대류권 수증기 관측기기로

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증기 관측에 이용되어 왔

으며(Durre et al., 2009) 연직 방향으로 고해상도이며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60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라디오존데는 지상에서 대기 중으로 비

양되면서 기압(지오포텐셜고도), 온도, 이슬점, 바람의

연직자료를 일 2~4회 생산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라

디오존데는 대기 중의 수증기 측정에 있어서 주된 관측

수단중 하나이지만 관측 특성상 센서 회수가 어려워 운

영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시간분해능이 대부분 일

2회로 제한되고 여러 연구에서 라디오존데 수증기 관

측의 부정밀성 및 편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lliott and Gaffen, 1991; Lorenc et al., 1996; Motell et al.,

2002).

라디오존데 센서의 오차(error) 및 편향(bias)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와 라디오존데 가강수량(Precipitable Water Vapor, PWV)

관측간 차이가 대부분 낮 동안의 라디오존데 건조 편향

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iou et al., 2000; Liou et al.,

2001). 또한 Kwon et al.(2007)은 GNSS에 대해 라디오존

데의 건조 편향이 존재하며 특히 주간에 가강수량 차이

가 증가함을 보였고, Wang and Zhang(2008)은 고도각에

따른 태양복사가 라디오존데 편향의 주된 요인임을 제

시하였다. GNSS와 라디오존데 가강수량 비교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연별, 계절별 분석이 수행되었고,

라디오존데 가강수량을 주야간 및 강수 유무에 따라 사

례를 분류하여 GNSS 가강수량과 직접 비교하는 연구

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GNSS를 이용한 기상기술의 장점은 24시간 상시 관

측이 가능하고 지상 관측소 설치에 비례하여 조밀한 분

포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시·공간적 분해능이 높은 자료

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과 유지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

요된다는 점이다. GNSS 가강수량은 GNSS 위성에서

송출된 신호가 지상국에 도달하는 동안 수증기에 의해

굴절되어 지연된 양을 역으로 환산하여 산출되는데 라

디오존데나 라디오미터와 대등한 수준의 정밀도를 가

진다고 알려져 있다(Bevis et al. 1992; Bevis et al. 1996;

Businger et al. 1996; Duan et al. 1996; Rocken et al. 1995).

Takiguchi et al.(2000)은 GNSS와 라디오존데간 가강

수량 차이가 주로 라디오존데에서 유래하는 오차에 의

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가강수량 비교의 기준으로

GNSS에서 관측된 가강수량을 선택하였다. Nakamura

et al.(2004)은 GNSS 관측을 통해 산출된 가강수량이 라

디오존데에서 산출된 가강수량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Wang and Zhang(2008)

은 라디오존데와 GNSS 사이의 가강수량 차이는 라디

오존데 자료의 오차에 기인할 때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가강수량 비교에서 GNSS 가강수량을 기준(reference)

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속초기상대 라디오존데 관측을 통해

산출된 가강수량과 속초 GNSS 관측소의 가강수량을

비교하여 라디오존데의 센서 유형에 따른 편향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라디오존데 센서별 수증기량 관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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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 2007, 2008년을 제외하고는 센서 종류에 상관없이 여름의 주간에 비해 야간에서 더 작은 평균 편

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 강수의 유무에 따른 비교에서는 RS92-SGP 센서가 가장 뛰어난 품질

의 결과를 보였다.



료가 주야간 및 강수 발생 여부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조사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관측기기와 연

구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GNSS와 라디오존데에서 산

출된 가강수량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자료 및 분석 방법

1) GNSS와 라디오존데

본 연구에서 관측기기간 비교지표로서 이용된 가강

수량은 지표면에서 대기 상단까지의 단위면적(m2)당

공기기둥(air column)에 포함된 수증기의 총질량을 의미

한다. 가강수량은 대기중 수증기량의 척도로 활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PWV = ∫ z = ∞

z = 0
sρdz = _ ∫ p = 0

p = psfc

sdp                (1)

여기서 s는 비습(specific humidity), ρ는 공기밀도, g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한다. z=∞와 z=0는 각각 대기층 상

단과 지표면의 높이, p=psfc는 지표면기압, p=0는 대기

상단을 나타낸다.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대기를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GNSS 신호의 지연량은 조성 기체에 따라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건조지연과 수증기에 의해 발생

되는 습윤 지연으로 분류된다. 천정방향으로의 GNSS

신호 총 지연량(Zenith Total Delay, ZTD)은 건조 공기에

의한 지연량(Zenith Hydrostatic Delay, ZHD)과 수증기

에 의한 지연량(Zenith Wet Delay, ZWD)으로 구성된다

(Song et al., 2002; Lim et al., 2013).

                         ZTD = ZHD + ZWD                          (2)

자료처리를 통해 ZTD를 산출하고 관측소 기압과 경

험적인 모델을 통해 ZHD를 계산하여 ZWD를 구할 수

있다. ZHD는 아래 식과 같이 계산된다(Elgered et al.,

1991).

       ZHD =         (3)

여기서 PS는 관측소 기압(hPa), H와 φ는 관측지점의

고도(km)와 위도(rad)를 나타낸다. 단위면적당 누적 총

수증기량(Integrated Water Vapor, IWV)은 ZWD를 이용

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Bevis et al., 1992).

                            IWV = κ·ZWD                              (4)

                         = 10_6 ( + k′2)Rυ                          (5)

여기서 Tm은 해당 공기기둥의 평균온도, k′2 = (17 ±

10)K·hPa-1, k3 = (3.776 ± 0.004) × 105K2·hPa-1인 값이

고 Rv는 수증기의 기체상수이다. Bevis et al.(1992)은 κ가

지상온도(surface temperature)를 통해 2%의 상대 Root

Mean Square Error (RMSE)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Tm의 오차가 크더라도 ZWD에서 산출된 IWV의 오차

는 4% 이내임을 보였다. 여기서 Tm을 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Davis et al., 1985).

                         ∫dz = Tm ∫dz                            (6)

식 (6)에서 T는 지상온도를, Pw는 관측소의 수증기압

을 의미한다. 식 (4)를 통해 산출된 누적 수증기량(IWV)

을 물의 밀도(ρ)로 나누면 가강수량은 식 (7)의 형태로

표현된다.

                               PWV =                                 (7)

GNSS 관측탑에는 기상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

서 관측된 기상자료와 GNSS 신호를 이용하여 가강수

량을 산출하였다. GNSS 자료 처리는 스위스 베른대학

에서 개발한 Bernese 프로그램(Dach et al., 2007)을 이용

하였다. Bernese는 전리층 및 대류권 모델링, GNSS 망

조정계산 등의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개발

된 소프트웨어로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Kim and Bae, 2015). 라디오존데 관측이 수행되

는 관측소 중에서 속초기상대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운용하고 있는 GNSS 상시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다. 따

라서 서로 다른 지점에서의 관측에 따른 공간적 오차를

제거하고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5개 지점의 라디오존데 관

측소가 GNSS 관측소를 기준으로 반경 60 km 이내에 위

치하고 있는데 속초 라디오존데와 GNSS는 동일한 관

측소에 위치해 있다. 속초에서의 GNSS 관측은 1999년

7월 7일에 시작되었으며 가강수량 산출을 위한 기상자

료는 2005년 12월 14일부터 수집되고 있다. 속초기상대

에서는 2001년 6월 1일부터 라디오존데를 일 2회(0000,

1
g

(2.2779 ± 0.0024)×Ps

1 _ 0.00266×cos2ø _ 0.00028×H

1
κ

k3
Tm

Pw

T
Pw

T 2

IWV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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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UTC) 비양하고 있으며 기상대 부지 안에 한국천

문연구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GNSS 관측소가 위치하고

있다. Fig. 1은 속초에 위치한 GNSS 관측탑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라디오존데 센서들을 나타내었다. 속초기

상대의 라디오존데 센서로는 핀란드 Vaisala사의

LORAN-C 방식 RS80 모델이 2007년 4월까지 사용되다

가 독일 GRAW사의 DFM-06 모델이 2009년 5월까지 사

용되었다. Vaisala사의 RS92-SGP 모델은 2009년 6월 1일

0000 UTC부터 2011년 3월 6일 1200 UTC까지 사용되었

고 이후 2013년 4월까지 진양공업의 RSG-20A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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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information about GNSS and radiosonde observatories
GNSS station Radiosonde site

Name Lat (°) Lon (°) Altitude (m) Name Lat (°) Lon (°) Altitude (m) Distance to GNSS (km)
Bohyunsan 36.1 128.9 1103 Pohang 36.0 129.4 4 40

Daejeon 36.3 127.3 91
Goheung 34.4 127.5 26

Jeju 33.2 126.4 403 Gosan 33.3 126.2 73 28
Miryang 35.4 128.7 10
Mokpo 34.8 126.3 38 Gwangju 35.1 126.8 13 51
Seoul 37.4 126.9 27 Osan 37.1 127.0 52 45

Sobaeksan 36.9 128.4 1341
Sokcho 38.2 128.5 18 Sokcho 38.2 128.5 19 0

Fig. 2. Period for each sensors used in the radiosonde.

Fig. 1. (From left) GNSS station at Sokcho, radiosonde sensor DFM-06, RS92-SGP, RSG-20A and M2K2-DC.



사용되었다. 이어서 프랑스 MODEM사의 M2K2-DC

모델이 2014년 4월까지 사용되다가 이후로는 진양공업

의 RSG-20A 모델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

했듯이 속초 GNSS 관측탑에 부착된 기상센서에서 관

측된 자료를 이용한 가강수량 산출은 2005년 12월 14일

에 시작되었다. 이후 위성 기반의 항법시스템을 사용하

는 라디오존데 센서 변경은 0000 UTC 기준으로 2009년

6월 1일과 2011년 3월 7일, 2013년 5월 1일과 2014년 5월

1일에 각각 실시되었다(Fig. 2).

2) 사례 선정 및 분석 방법

수소나 헬륨 가스로 충전된 기구(balloon)에 의해, 라

디오존데는 보통 5~8 m/s의 상승속도로 비양된다. 이

때 16 km 고도에 도달하는데 약 40분, 30 km 고도에 도

달하기까지 약 9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WMO, 2008).

그러므로 비양후 30분이 경과하면 라디오존데는 약 12

km 고도까지 상승하게 되며, 이러한 고도는 대기권내

의 대부분의 수증기를 포함하는 고도이다(McMillin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2007년에서 2014년까지의 여름철

(6~8월)동안 속초에서 강수가 30분 이상 지속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2012년은 GNSS 관측자료 부족

으로 제외하였다(Table 2). 주간, 야간 및 강수 유무에 따

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라디오존데 관측시각인

0000, 1200 UTC 각각에 대해 산출된 GNSS 가강수량을

라디오존데 가강수량과 비교하였다. 강수 사례 선정을

위해 자동기상관측장비 (Automatic Weather System,

AWS)의 센서가 감지한 강수 유무 자료를 이용하였고,

강수현상이 라디오존데 관측정각에서 30분 이상 지속

된 경우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Table 3에 분석에 이용된 속초 라디오존데 관측횟수

를 주야간별, 강수 유무별로 나타내었는데 라디오존데

관측이 실패하거나 비교에 필요한 GNSS 가강수량 자

료가 결측된 경우는 Table 3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수가

없었던 사례수와 비교하여 강수 사례의 자료 개수가 상

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GNSS 가강수량은 10분

에서 30분 간격으로 생성되었지만 라디오존데 관측은

일 2회 관측만 실시되므로 관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점은 하루에 2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강수

가 30분 이상 지속되었던 사례를 선정하면서 30분 중에

서 1분이라도 무강수인 사례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

았다.

3. 결과 및 분석

Table 2에 해당되는 기간에 생산된 속초 GNSS 관측

소 및 속초기상대 라디오존데 자료를 이용하여 여름철

에서 라디오존데 센서 종류에 따른 GNSS와 라디오존

데 가강수량의 주야간 및 강수 유무별 차이를 분석하였

다. Fig. 3은 속초 GNSS와 라디오존데에서 산출한 가강

수량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2007년에서

2014년까지의(2012년 제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로축은 mm 단위의 가강수량을 의미한다. 시계열에

서 두 관측은 대체적으로 서로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으며 Fig. 3에서 보이는 가강수량 차이의 급격

한 변동은 강수 현상과 관련된 대기 중 가강수량 증감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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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iod of observations used in this study
Date(from yyyy/mm/dd to yyyy/mm/dd) Symbol

2007/06/01, 2007/08/31 Y1
2008/06/01, 2008/08/31 Y2
2009/06/01, 2009/08/31 Y3
2010/06/01, 2010/08/31 Y4
2011/06/01, 2011/08/31 Y5
2013/06/01, 2013/08/31 Y6
2014/06/01, 2014/08/31 Y7

Table 3. Summary of radiosonde data sets. (The number in round parenthesis represents the number of event with 1-hour rainfall
(>0.5 mm) maintained more than 30 minutes)

observation time slot
Number of available profiles

DFM-06(Y1, Y2) RS92-SGP(Y3, Y4) M2K2-DC(Y6) RSG-20A(Y5, Y7)
daytime 160 (12) 179 (12) 69 (2) 146 (8)

nighttime 167 (13) 178 (8) 90 (4) 142 (12)



주간, 야간별 라디오존데 가강수량과 GNSS 가강수

량의 산포도를 이용하여 라디오존데 관측시점에 따른

가강수량 차이를 조사하였다(Fig. 4, 5). 주간과 야간 관

측에 대한 회귀선 기울기는 각각 0.973, 0.929, 0.975,

0.857과 1.008, 0.982, 1.036, 0.901로 나타나는데 선행 연

구에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라디오존데 주간 관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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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series of GNSS, radiosonde PWV and difference (unit: mm)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Fig. 4. Scatterplots of GNSS PWV, daytime-launched radiosonde PWV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Fig. 5. The Same as Fig. 4 except for nighttime-launched radiosonde.



서는 건조 편향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RSG-20A 센서

는 주간, 야간에서 다른 센서에 비해 건조 편향이 상대

적으로 컸다. 또한 센서 종류에 상관없이 야간 관측에

서 라디오존데 가강수량과 GNSS 가강수량과의 상관도

가 주간보다 높았고, M2K2-DC 센서를 사용한 경우의

주야간에 따른 상관도 변화율이 가장 작았다.

주야간 및 강수 유무에 따른 라디오존데 가강수량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GNSS에서 산출된 가강수량과 비

교하였다. 두 기기간 가강수량의 비율을 통해 분석하였

고 비교 결과를 라디오존데 센서별로 나타내었다. 또한

3시그마 규칙(three-sigma rule)을 적용하여 GNSS 가강

수량과 라디오존데 가강수량 차이가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의 3배를 초과하는 자료는 이상치(outlier) 사례

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Lean and Saunders,

2013; Li et al., 2003).

Fig. 6에서는 주간, 야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나타내

었다. M2K2-DC 센서를 사용한 2013년 여름을 제외하

고는 GNSS 가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라디오존데 가

강수량이 GNSS 가강수량에 대해 과대 추정에서 과소

추정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Table 4의

회귀선 기울기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7에서는 강수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

다. 윗부분은 비강수 사례에 대한 (라디오존데 가강수

량)/(GNSS 가강수량) 비의 GNSS 가강수량에 따른 변

화 경향을, 아랫부분은 강수 사례에 대한 변화 경향을

의미한다. M2K2-DC 센서를 사용한 2013년 여름에는

강수 사례수가 부족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RS92-

SGP 센서를 사용한 2009, 2010년의 우기 사례를 제외하

고는 GNSS 가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라디오존데 가

강수량이 GNSS 가강수량에 대해 과대 추정에서 과소

추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또한 DFM-06

과 RSG-20A 센서를 사용한 기간에는 GNSS 가강수량

이 감소할수록 라디오존데 가강수량은 습윤 편향이 강

화되었고 GNSS 가강수량이 증가할수록 라디오존데는

건조 편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건조 편향

은 건기보다 우기에 감소하였다(Table 4). 이는 구름 및

물방울이 태양 복사에 의한 습도 센서 가열을 감소시키

므로 GNSS 가강수량에 대한 라디오존데 가강수량의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Radiosonde Sensors Bias Using Precipitable Water Vapor from Sokcho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Observatory

–269–

Fig. 6. Scatterplots of (radiosonde PWV)/(GNSS PWV) ratio according to GNSS PWV for the daytime (upper) and nighttime (lower)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Table 4. Slopes of regression lines in Fig. 6, 7
Case DFM-06 RS92-SGP M2K2-DC RSG-20A

daytime -2.6975498e-3 -2.5402742e-3 7.3678035e-4 -4.5515054e-3
nighttime -4.0088787e-3 -2.1680479e-3 1.3895966e-3 -4.4851230e-3

DRY -3.4152443e-3 -2.4118845e-3 - -4.6532536e-3
WET -3.7010432e-4 2.5645952e-3 - -9.1611343e-4



변동성을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야간 및 강수 유무에 대한 가강수량 차이

(GNSS-라디오존데)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나타내었다

(Fig. 8).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가강수량의 변동

성이 큰 여름 기간에서 주간이 야간에 비해 더 큰 표준

편차를 보였다. 비강수 및 강수 사례에 대한 오차막대

(Error bar)에서는 강수 시에 표준 편차가 더 크게 나타

났다.

라디오존데 가강수량의 편향 및 오차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GNSS 가강수량과의 평균 편

향(mean bias), RMSE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라디오존데의 편향 및 오차는

각각 계통 편향(systematic bias)과 우연 오차(random

error)로 분류되고, 이는 평균 편향과 RMSE를 통해 정

량적으로 표현된다. 계통 편향은 센서가 가지고 있는 편

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며, 우연 오

차는 센서가 가지는 불확실성 내에서 불규칙적으로 변

화하는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연 오차가 작을

수록 센서의 정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et al.

2009). 여기서도 GNSS 가강수량과 라디오존데 가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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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rror bars for the differnce of GNSS and radiosonde PWV.

Fig. 7. The Same as Fig. 6 except for the non rainfall (upper) and rainfall (lower) cases.



량 차이가 표준 편차의 3배를 초과하여 이상치로 추정

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주야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2007, 2008년을 제외

하고는 센서 종류에 상관없이 여름의 주간에 비해 야간

에서 더 작은 평균 편향과 RMSE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DFM-06 센서가 가지는 습윤 편

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 모리셔스에

서 수행된 라디오존데 비교 관측에서도 DFM-06 센서

의 온도, 습도 부정확성이 언급된바 있다(WMO, 2006).

야간에 대해서는 RS92-SGP 센서가 가장 작은 RMSE 값

을 가짐으로써 가강수량 측정 정밀도가 우수함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강수 유무에 따른 통계 분석을 보면 강수 발생

시에 RMSE 값이 더 크다. 선행 연구에서 Ohtani and

Naito(2000)은 일본 열도에 대해 10곳의 라디오존데 관

측소에 대한 6개월간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GNSS 가

강수량과 라디오존데 가강수량 간의 RMSE가 3.7 mm

임을 보였다. 이와 비교해볼 때 이 연구에서의 RMSE는

비강수시에는 이전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값을 가지지

만 강수시의 RMSE는 다소 크게 나타난다. 이는 Ohtani

and Naito(2000)의 연구가 7월부터 12월까지의 라디오

존데 관측 자료를 분석한 반면에 이 연구는 가강수량의

변동성이 큰 여름철에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기, 우기에 대한

비교에서는 RS92-SGP 센서가 가장 높은 정밀도를 보이

고 있다. 습도가 높은 7, 8월에 대해 중국 광둥 성 양장

시에서 실시된 라디오존데 비교 관측에서는 RS92-SGP

센서가 가장 큰 점수를 획득하였다(WMO, 2011).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한 장기간의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4.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2007년에서 2014년까지의 여름철동

안 속초기상대 라디오존데 관측을 통해 산출된 가강수

량과 속초 GNSS 관측소의 가강수량을 비교하여 라디

오존데의 센서 유형에 따른 편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라디오존데 센서 유형별 수증기량 관측 자료가 주야

간 및 강수 발생 유무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조사하였다. 시계열에서 대체적으로 두 관측은 서로 잘

일치하였으며 그 가운데 보이는 급격한 변동은 강수 현

상과 관련된 대기 중 가강수량 증감으로 판단된다. 주

간, 야간별 라디오존데 가강수량과 GNSS 가강수량의

산포도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주간의

라디오존데 관측에서는 건조 편향이 나타났다. RSG-

20A 센서는 주간, 야간에서 다른 센서에 비해 건조 편향

이 크게 나타났으며 M2K2-DC 센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야간에 따른 상관도 변화율이 가장 작았다.

주야간 및 강수 유무에 따른 라디오존데 가강수량 특

징을 알아보기 위해 GNSS에서 산출된 가강수량을 이

용하여 라디오존데 가강수량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

였다. 주간, 야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GNSS 가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라디오존데 가강수량

이 GNSS 가강수량에 대해 과대 추정에서 과소 추정으

로 변화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DFM-06과 RSG-

20A 센서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GNSS 가강수량이

감소할수록 라디오존데 가강수량은 습윤 편향이 강화

되었고 GNSS 가강수량이 증가할수록 라디오존데는 건

조 편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건조 편향은

건기보다 우기에 감소하였다. 이는 구름 및 물방울이 태

양 복사에 의한 습도 센서 가열을 감소시키므로 G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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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biases and RMSEs of GNSS and radiosonde PWV (unit: mm)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Radiosonde daytime nighttime DRY WET

DFM-06(Y1, Y2)
mean bias -1.4670 -3.9784 -2.7802 -2.3755

RMSE 2.9965 4.4823 3.7868 4.5411

RS92-SGP(Y3, Y4)
mean bias 0.8358 -0.7721 -0.0697 2.0864

RMSE 3.2827 2.6683 2.9267 4.0765

M2K2-DC(Y6)
mean bias 2.2558 -1.0865 0.4466 -

RMSE 4.6171 3.7852 4.1369 -

RSG-20A(Y5, Y7)
mean bias 1.3362 -0.5447 0.3180 1.8693

RMSE 4.9621 4.1363 4.5377 5.1150



가강수량에 대한 라디오존데 가강수량의 변동성을 줄

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디오존데 가강수량의 편향 및 오

차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GNSS 가강

수량과의 평균 편향, RMSE를 계산하였다. 주야간에 따

른 분석 결과에서는 2007, 2008년을 제외하고는 센서 종

류에 상관없이 여름철 주간에 비해 야간에서 더 작은 평

균 편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DFM-06 센서가 가지는 습윤 편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수 유무에 따른 통계 분석에서 RMSE는 비

강수시에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값을 가지지만

강수시의 RMSE는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강수

량의 변동성이 큰 여름철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건기, 우기에 대한 가강수량 비교에서

는 RS92-SGP 센서가 가장 작은 RMSE 값을 가짐으로써

여름에 대한 가강수량 측정 정밀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관측시점 및 강수발생에 따른 라디오존데 센서별 편

향 분석은 해당 라디오존데 자료를 활용하는데 지침

(guidance)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짧은 분석

기간으로 인해 통계적 오차요인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다 일반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측 결과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

석된 관측 자료의 경우 동시에 관측된 자료가 아니므로

관측기기 간 상호 비교에 있어서 한층 더 정밀한 분석

을 위해서는 향후에 라디오존데 비양시각을 균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비교 관측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와 같은 GNSS 및 라디오존데 가강수량 비교분석

은 라디오존데의 수증기 관측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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