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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lanetary Boundary Layer Height (PBLH) is a major input parameter for weather
forecasting and atmosphere diffusion models. In order to estimate the sub-grid scale variability of PBLH,
we need to monitor PBLH data with high spatio-temporal resolution. Accordingly, we introduce a LIdar
observation VEhicle (LIVE), and analyze PBLH derived from the lidar loaded in LIVE. PBLH estimated
from LIVE shows high correlations with those estimated from both WRF model (R2 = 0.68) and radiosonde
(R2 = 0.72). However, PBLH from lidar tend to be overestimated in comparison with those from both
WRF and radiosonde because lidar appears to detect height of Residual Layer (RL) as PBLH which is
overall below near the overlap height (< 300 m). PBLH from lidar with 10 min time resolution shows
typical diurnal variation since it grows up after sunrise and reaches the maximum after 2 hours of sun
culmination. The average growth rate of PBLH during the analysis period (2014/06/26 ~ 30) is 1.79 (-2.9
~ 5.7) m min-1. In addition, the lidar signal measured from moving LIVE shows that there is very low
noise in comparison with that from the stationary observation. The PBLH from LIVE is 1065 m, similar
to the value (1150 m) derived from the radiosonde launched at Sokcho. This study suggests that LIVE
can observe continuous and reliable PBLH with high resolution in both stationary and mobile systems.

Key Words : LIdar observation VEhicle (LIVE), Planetary Boundary Layer (PBL), Residual Layer
(RL), growth rate

요약 : 대기경계층고도 (Planetary Boundary Layer Height, PBLH)는 기상예측모델과 대기확산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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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경계층(Planetary Boundary Layer, PBL)은 지표마

찰력, 태양복사, 수증기의 응결·증발에 따른 잠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상 1~2 km 이내의 대기 층

이며 PBL 내 연직 플럭스 변화는 지역 기상현상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Stull, 1998). 또한, 지표면에서 방출되

는 인위적인 오염물질과 수증기를 포함하는 모든 대기

조성물질이 연직으로 확산 가능한 범위 이기도 하다

(Coen et al., 2014). 따라서 보다 정확한 대기경계층높이

(Planetary Boundary Layer Height, PBLH) 정보를 알 수 있

다면 기상예측 혹은 대기오염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

하여 지역적인 기상현상과 대기질 예측의 정확도 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있다(Baar et al., 2008).

현재 PBLH 관측을 위해 라디오존데(Radiosonde), 윈

드프로파일러(wind profiler), 운고계(Ceilometer), 소다

(Sound detecting and ranging, Sodar) 등 다양한 관측 장비

가 사용되고 있다(Molod et al., 2015; Tsaknakis et al., 2011;

Dian et al., 2010). 하지만 각각의 장비는 연직 해상도가

조밀하지 못하거나 관측 범위가 제한적이고 기상현상

에 따라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이다는 강수가 있을 시 사용이 제한적이며 중첩고도

이하(200 m)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

나, 수십 미터 단위 연직 해상도와 수분 단위의 시간 해

상도로 관측이 가능하며, 연직관측범위의 한계가 적다

는 장점이 있어 PBLH를 관측하는 장비로 활용성이 크

다(Coen et al., 2014; Seibert et al., 2000).

Davis et al.(2000)은 소형 비행기에 탑재된 라이다 자

료를 활용하여 대류가 활발하고 연직 대기 구조가 다층

(multi-layer)구조로 나타나는 지역과 대기하층이 안정한

지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Wavelet 분석을 통해 안정적

인 PBLH 산출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Baar et al.(2008)

는 장기간 관측된 라이다 후방산란 자료를 활용하여

PBLH를 연속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라디오존데

및 도플러 라이다로 산출된 PBLH와 비교하여 자료가

유의한 수준의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Granados-

Muñoz et al.(2012)는 Wavelet Covariance Transform (WCT)

을 라이다 후방산란신호에 적용하여 PBLH를 산출 하

였으며 , 관측장소인 Granada(southeastern Spain)에서

PBLH는 연평균 1.7 ± 0.5 km 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라

디오존데로 산출된 Richardson number와 상호비교 결

과 결정계수(R2 )가 0.95 로 나타나 라이다로 산출된

PBLH가 실시간 관측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Kim et al.(2008)은 다파장 라이다로 산출된 에어로

졸 소산계수에 경사법(gradient method)을 적용하여 혼

합고를 산출하였으며 라디오존데로 관측된 자료와 비

교하여 0.99의 높은 상관도(R2 )가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라이다는 정량적인 PBLH 값

을 실시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연

직대기구조를 분석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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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예측 인자이다. PBLH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공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공간 고해상도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에서 운영중인

차량에 탑재된 라이다 시스템(Lidar observation Vehicle, LIVE)을 소개하고 이것으로 관측된 PBLH의 분

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기간 (2014년 6월 26일~30일) LIVE에서 산출된 PBLH는 WRF와 라디오존데에

서 산출된 값과 비교하여 결정계수가 각각 0.68, 0.72로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라이다로 산출

된 PBLH는 WRF, 라디오존데와 비교하여 값을 과대모의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라이다가 중첩고도 이

하 (< 300m)에서 나타나는 PBLH를 찾아내지 못하고 중첩고도 이상에서 나타나는 잔류층 (Residual Layer,

RL)을 PBLH로 산출한 결과라 생각된다. 라이다를 활용하여 10분 시간 해상도로 산출된 PBLH는 일출 뒤

성장하다 태양의 남중이 최고가 되는 시점의 2시간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전형적인 일변화 경향을 보여주었

다. 분석기간 평균 PBLH의 성장률은 1.79 (-2.9 ~ 5.7) m min-1 였다. 또한, 이동 중 관측된 라이다 신호

를 고정관측 기반자료와 비교한 결과 잡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중 관측된 PBLH의 평균은 1065

m 였으며 인근 속초에서 비양된 라디오존데 (1150 m)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LIVE가 고해상도

의 시공간 자료를 안정적으로 산출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LIVE의 장점은 에어로졸 및 대기구조

에 대한 새로운 관측 패러다임 제시와 관측기술선진화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의 실시간 감

시를 목적으로 라이다 관측이 전국 9개 기관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며, 관측된 자료는 한반도 에어로졸 라이다

관측 네트워크(Korea Aerosol Lidar Observation Network,

KALION)에서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있다(Yeo et al.,

2016). KALION 자료는 에어로졸에 대한 정보뿐만 아

니라 전국의 PBLH의 정보 또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관측소간 거리가 수십 ~ 수백 km로 한반도의 복잡한 지

형을 감안했을 때 공간 해상도가 조밀하지 못하여 지역

적 특성에 따라 수 시간 내지 더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PBLH 자료를 얻을 수 없다. 조밀한 공간 해상

도로 관측하기 위해 관측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

지만, 관측소 설립을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장

비 및 자료를 관리하는 인력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상원격관측

장비들 간의 상호연계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

구센터(High Impact Weather Research Center, HIWRC)

에서는 차량에 라이다 시스템을 탑재한 이동형 차량탑

재 라이다 시스템(LIdar observation VEhicle, LIVE)을 활

용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성집중관측기간 LIVE의 자료와

라디오존데(Radio Sonde) 관측자료 그리고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WRF)의 예측장에서 각

각 산출된 PBLH 값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라이다로 산출된 PBLH의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며 실시

간 관측된 PBLH의 일변화 및 성장률을 정량적으로 제

시하였고, 주행 중 관측된 라이다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

시하여 고해상도의 시공간 자료 획득이 가능함을 제시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

서는 국내 이동형 라이다를 활용한 연직대기구조 분석

의 기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HIWRC에서 운영중인

LIVE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관측자료 및 분석기간

보성 국가위험기상 집중관측센터(National Center for

Intensive Observation of Severe Weather, NCIO - 34.76˚N.

127.16˚E)는 300 ~ 500 m 정도로 낮은 고도의 산들이 3

~ 4 km 이상 떨어져 있는 고도와 피복상태가 균질한 부

지에 위치해 있다(Fig. 1). HIWRC에서는 2014년 6월 18

일 ~ 7월 15일, 약 28일간 보성 국가위험기상 집중관측

센터(National Center for Intensive Observation of Severe

Weather, NCIO)에서 LIVE 및 모바일 관측차량(Mobile

Observation Vehicle, MOVE) 2조를 활용한 집중관측이

이루어졌다. MOVE는 재해기상이 발생하거나 예측되

는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재해기상 현상을 추적·

관측할 수 있도록, 차량 내·외부에 기상관측장비를 탑

재한 시스템이다. MOVE에 관한 설명은 “기상관측차

량시스템 운영 기술노트(kim et al., 2013)”에 상세히 언

급되어 있다.

LIVE에 탑재된 라이다는 강수가 없는 날, 5분 관측

후 5분을 쉬는 10분 주기로 관측이 수행되며, 5분 동안

관측된 자료를 평균하여 하나의 관측자료가 산출된다.

532, 1064 nm 후방산란 신호, 컬러비, 비편광도, 소산계

수가 관측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PBLH를 산출하고 분

석하기 위해 532 nm 후방산란 신호(532⊥+ 532|| nm)를

사용하였다. 한편 MOVE는 날씨가 맑을 경우 6시간 간

격(00, 06, 12, 18 UTC)으로 일 4회, 강수가 있는 날의 경

우 3시간 간격(00, 03, 06, 09, 12, 15, 18, 21 UTC) 일 8회

라디오존데 관측이 이루어졌다.

라디오존데 자료를 활용하여 PBLH를 산출하기 위

해 연직 온도 및 기압자료를 사용하여 온위(θ)를 계산하

였다. WRF의 경우 초기분석장에서 PBLH가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6시간 예측장에서 PBLH를 산출하였다.

각각의 PBLH 산출 방법은 3장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관측 기간 동안 보성지역(NCIO)은 북태평양 기단이

확장한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날

이 많아 흐린 날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태풍 ‘너구리’,

간헐적으로 한반도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북상하

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았

다. 또한, 남해안과의 거리가 2 km 로 인접해 상대습도

가 60% 이상의 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무·박무가 나

타나는 일수가 지배적이었다. 라이다는 관측 특성상 대

기연직 구조가 다층(multi-layer) 구조일 경우 신호의 최

대치가 두 지점 이상 나타나 정확한 PBLH의 산출이 어

렵다. 또한, 강수가 있는 경우 레이저가 수적 및 두꺼운

구름 층을 투과하지 못하므로 연직 대기 구조를 관측 하

Estimate and Analysis of Planetary Boundary Layer Height (PBLH) using a Mobile Lidar Vehicle system

–309–



는 것에 한계가 있다(Coen et al., 2014). 따라서, 보성기상

관측소에서 한 시간 단위로 산출되는 기상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맑은 날씨가 지속되었던 날을 선별하였다.

보성기상관측소의 1시간 기상현황자료 분석 결과,

구름 많음, 구름 조금, 맑음, 박무, 연무, 흐림, 강수, 기타,

기록 없음이 각각 10.0%, 6.3%, 3.8%, 19.2%, 11.9%,

10.1%, 13.1%, 5.3%, 19.9%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신뢰도 있는 PBLH를 산출하고 그것의 일변화 경향

을 분석하기 위해 보성기상대에서 산출되는 한 시간 단

위 기상현황에서 강수가 없는 맑음 혹은 구름 조금이 지

속되었던 기간(2014년 06월 26일 ~ 30일)을 분석기간으

로 선정하였다.

3. PBLH 산출 방법

1) 라이다를 활용한 PBLH 산출

LIVE에 탑재된 라이다의 상세한 내용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라이다는 빠르게 연직으로 변화하는 구름

및 에어로졸의 동적 변화를 고해상도로 관측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조사되는 레이저는

펄스에너지가 크고 수신감도가 높아야 한다 . 이에

Flashlamp 펌핑 방식의 Nd:YAG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

하였으며, 최소 50 MHz로 동작하는 고속의 데이터 획

득장치(Data Acquisition system, DAQ)를 사용하여 연직

고해상도(3 m) 관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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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National Center for Intensive Observation of Severe Weather(NCIO) with topography.



야간 연속관측과 연직으로 수십 km 영역을 모니터링하

기 위하여 미산란(Mie-scattering) 라이다를 기반으로 설

계되었다. 라이다는 Beer-Lambert 법칙을 통해 라이다

방정식을 유도하게 되며, 일반적인 라이다 방정식은 아

래와 같다(Klett, 1981).

  P(λ, z) = P0(λ)K(λ)  exp[_2∫0

z
α(λ, z’) dz’]   (1)

                        S(λ, z) = ln(z2 P(λ, z))                         (2)

                                    β = LαK                                     (3)

여기서 P(λ, z)와 P0는 각각 거리 z에서 신호세기와 대

기로 조사되는 라이다의 초기 신호세기를 나타내며,

K(λ)는 시스템 상수, β(λ, z)와 α(λ, z)는 거리 z에서의 후

방산란과 소산계수, S(λ, z)와 L은 거리보정된 라이다 후

방산란 신호와 라이다 비를 나타낸다. 또한, 중첩함수는

라이다의 기기 특성상 지표면 근처에서 후방산란 되는

빛을 전부 수신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정하기 위한 값이

다. 그러나 중첩보정을 하더라도 지표면 부근의 매우 낮

은 고도에서는 오차가 매우 크다(Kim et al., 2015).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 250 m 이하 고도의 고도의 자료

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라이다 후방산란 신호를 사용하여 PBLH를 산출

하기 위해 Brooks(2003)가 제시한 Wavelet Covariance

Transform (WCT) 방법을 활용하였다. WCT 방법은 선

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상현상 및 계절 조건하에서 안

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다 자료를 활

용하여 PBLH를 산출하는 어떠한 방법 보다 잡음의 영

향을 적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라이다로 관측

된 자료로부터 쉽고 간단하게 실시간 PBLH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Granados-Muñoz, 2012; Baars, 2008).

WCT는 관심이 있는 신호 즉, 거리보정된 라이다 후

방산란 신호 S(z)와 식(3)의 Haar function h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아래의 식(4)와 같이 표현된다(Brooks et al.;

2003).

             h( ) = {+1, b _ ≤ z ≤b  }                                 _ 1, b ≤ z ≤ b + 

                                 0, elsewhere                                

(4)

                 Wf  (a, b) = 
Zt

∫
Zb

S(z) h ( ) dz                   (5)

여기서 zt , zb 는 각각 대기의 상층 임계 고도, 하층 임

계 고도이며, 식(4) 에서 a는 b는 Haar function 의 연직

공간 확장과 가운데 위치되는 고도를 각각 의미한다.

PBLH는 라이다 신호 내에서 신호의 변화가 가장 큰 고

도 즉, Wf (a, b)의 값이 최대가 되는 고도로 산출된다.

선행연구에서 a의 값이 작을 경우 Wf 의 연직 프로파

일이 신호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반대로 값이 너

무 클 경우 대기 하층에서 나타나는 PBLH를 찾아낼 수

없다는 단점을 지적하였다(Baars et al., 2008). 또한, a의

결정에 따라 PBLH가 최대 수백 미터까지 과대 및 과소

모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Cohn and Angevine, 2000).

적절한 a 값을 적용하기 위해 분석 기간(2014. 06. 26. ~

30.)의 존데 및 WRF와 WCT 방법으로 산출된 PBLH의

결정계수(R2 )를 상호 분석하였다(Fig. 2). WRF와 WCT

방법으로 산출된 PBLH의 결정계수는 a = 200에서 0.8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존데와

a
2

z _ b
a

a
2

z _ b
a

1
a

β(λ, z)
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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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lidar system on board the LIVE

Transmitter
Laser type Nd:YAG

Wavelength(nm) 1064, 532
Energe/pulse(mJ) 120

Receiver

Repetition rate(Hz) 30
Telescope type Schmidt Cassegrain
Diameter(cm) 200

Field of view(mrad) 1
Signal detection A/D converter

Range resolution(m) 2.5

Detected Species
Depolarization ratio 532(parallel, perpendicular)

Color ratio 1064/532



WCT 방법으로 산출된 PBLH의 결정계수는 a = 400에

서 0.6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서 언급한 대

로 a의 값이 클 경우 하층에서 나타나는 PBLH를 산출

할 수 없다. 일례로 연구에 사용된 라이다 신호의 해상

도 ∆z는 2.5 m 이며, a = 200·∆z = 500 m인경우 500 m

이하에서 나타나는 PBLH를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 = 100·∆z = 250 m(R2 = 0.80, 0.56)로 설정

하여 중첩 고도 이상부터 PBLH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 라디오존데 자료를 활용한 PBLH 산출

라디오존데 자료로부터 자동으로 PBLH를 산출하기

위해 Liu and Linag(2010)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이 방법은 현재 Atmospheric Radiation Measurement

(ARM, http://www.arm.gov) 에서 라디오존데 관측자료

를 활용하여 PBLH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다. 라디오존데는 비양 후 2초 마다 값을 얻을 수 있으

며, 센서의 비양 속도에 따라 연직 해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 및 기압을 25 m 간격으로 평균하여 자료

를 정리하였다. 먼저 식(6)으로 지표면에 접한 대기상

태를 연직 온위 기울기에 따라 대류경계층(Convective

Boundary Layer, CBL), 안정경계층(Stable Boundary Layer,

SBL), 중립경계층(Neutral Residual Layer, NRL)으로 분

류한다.

 θ5
_ θ2 {< _ δs for CBL → an unstable regime}               > + δs for SBL → a stable regime           (6)

               else       for NRL → a neutral regime

여기서 θ는 온위, θ의 아래첨자는 25 m 간격으로 평

균된 자료의 고도 레벨(θ5, θ2는 125, 50 m 고도에서 θ의

값을 나타냄), δs는 역전강도임계값(inversion strength

threshold)이다. δs의 경우 관측지점 지표상태에 따라 값

이 다르게 적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간척지 위에 세워진

NCIO의 환경을 고려하여 0.2 K을 적용하였다(Liu and

Linag, 2010).

하층대기 상태가 CBL과 NRL일 경우 PBLH는 지표

에서 단열적으로 상승된 공기가 중립부력이 되는 고도

로 산출되며 이 과정은 아래에 제시된 식(7), (8)의 과정

과 같다.

                                 θk
_ θ1 ≥ δu                                   (7)

                               θ
.
k ≡  ≥ θ

.
r                                (8)

여기서 δu, θ
.
k, θ

.
r 는 각각 불안정 임계값(instability

threshold), 고도에 따른 온위의 변화, 오버슈트 임계값

(overshoot threshold)을 나타내며 δu와 θ
.
r 는 각각 0.1 K,

0.5 K km-1 를 적용하였다. 식(7)을 만족하는 고도 k가 결

정되면 고도별 온위가 상승되는 공기의 오버슈트 임계

값보다 큰 고도레벨 중 가장 낮은 고도를 찾게 되고 이

고도가 PBLH로 산출된다.

하층대기가 SBL일 경우 식(9)와(10)에 따라 PBLH가

산출된다. 먼저 연직으로 기온감률이 -40 K km-1보다 작

은 고도의 최하층을 찾은 뒤, 위의 두 층(θ
.
k + 1, θ

.
k + 2)에서

열적 역전이 일어나는 지를 판별한다. 둘 중 하나의 층

에서라도 식(10)의 상황이 만족될 시 이 고도가 PBLH

로 결정된다.

∂θk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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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lues of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changed in dilation from 10 to 1000.



                      θ
.
k
_ θ

.
k _ 1 < _ 40 K km

_ 1                        (9)

                          θ
.
k + 1 < θ

.
k, θ

.
k + 2 < θ

.
r                         (10)

분석에 사용된 지표에 따른 임계값 선정 및 PBLH 산

출에 관한 내용은 Liu and Liang(2010)에 보다 상세히 기

술되어 있다.

3) 모델(WRF)에서 산출된 PBLH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관측자

료와 비교시 PBLH를 잘 시뮬레이션 한다고 알려진 중

규모 모델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V3.4.1

을 사용하였다(Hariprasad et al., 2014; hu et al., 2010). 수

치적분 및 예측시스템의 계산 영역은 한반도 중심 영역

으로 동서와 남북으로 450×450의 1 km 해상도이며, 연

직 31개 층으로 모형의 꼭대기 층은 50 hPa 이다(Table

2). 10, 30, 60, 100 cm 4개층 지면온도를 예측하기 위해

Noah LSM (Land Surface Model) 방법(Chen and Dudhia,

2001)이 사용되었으며, 구름 미세물리 방안은 WRF

Double Momentum (WDM) 6 Class 기법(Lim and Hong,

2010), 그리고 경계층 물리과정은 YSU PBL 기법(Hong

et al., 2006)이 사용되었다. YSU PBL에서 경계층 산출은

연직 온위분포로 결정되는데 지표면의 열속으로 계산

된 지표면부근의 온위와 경계층 고도에서의 온위의 역

경도항(counter gradient)과 지표층과 그 위층의 안정도

를 판별하는 용적 리차드슨 수(bulk Richardson number)

를 고려하여 계산된다(Park et al., 2011).

연직분석에 사용된 PBLH는 관측지점(31.763 N,

127.121 E)과 가까운 격자점(34.764 N, 127.215 E)에서

산출하였다. 관측지점과 자료 산출지점간의 수평거리

는 0.00353°(unit: degree)이며 고도차는 1.6 m 이다. WRF

의 경우 분석장에서 PBLH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6시간

예보장에서 산출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되었다.

4. 결 과

1) 산출된 PBLH의 신뢰도 평가

LIVE에서 산출된 PBLH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3절에 제시된 방법으로 산출된 PBLH의 통계적 분석

과 오차를 Fig. 3와 Table 3에 제시하였다. 라이다로 산출

된 PBLH 값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잡음 제거

와 경향성 분석을 위하여 3시간 이동 평균(moving

average)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관측장비인 라디오

존데와 라이다의 상호비교에서 가장 높은 상관도가 나

타났으며(R2 = 0.72), WRF와 존데의 상관도가 상대적

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R2 = 0.60). WRF와 관측장비

들의 평균 제곱근 편차(RMSE)는 0.48, 0.49 km로 나타

나 관측자료와의 상호비교(sonde vs lidar) 값인 0.42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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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PBLH derived from lidar observation with
them derived from sonde(green dots) and WRF(red
dots).

Table 2. Summary of WRF model configurations
Forecast Model WRF/ARW V3.4.1

Resolution 1.5km(450 × 450)
Vertical Layers 31(Sigma Level)
Forecast time 36hours

Initial/Boundary Condition UM LDAPS(1.5km)
Microphysics WDM6
Land-Surface Noah LSM
PBL Scheme YSU

Cumulus parameterization Not used

Table 3. Statistics for PBLH performance between radio sonde
and lidar, and WRF. Performance indicators includ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2 ), mean bias(MB),
standard deviation(STDEV), and rood mean squared
error(RMSE)

Sonde vs lidar WRF vs lidar Sonde vs WRF
R2 0.72 0.68 0.60

MB -0.33 -0.34 -0.01
STDEV 0.26 0.35 0.50
RMSE 0.42 0.48 0.49



보다 높은 값을 보여 WRF로 산출된 PBLH에 관측값 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에러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대로 모델이 해안선 인근지

역에서 PBLH 산출에 중요한 변수인 지표의 온도, 습도

의 변화 모의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Bank et

al., 2016).

이른 새벽 및 늦은 저녁 라이다로 산출된 PBLH는

WRF와 라디오존데로 산출된 값보다 높게 산출되는데

이는 관측에 사용된 라이다의 특성상 중첩(overlap) 고

도(250 m) 이하에서 생성되는 SBL를 PBLH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낮 시간 지표가열로 인한 부력으로 생

성되어 잔류하는 Residual Layer (RL)을 PBLH로 산출하

기 때문이다. 일례로 PBLH가 중첩 고도 이하 및 부근에

서 발생한 06월 26일 21 LST와 06월 29일 03 LST에 관측

된 결과를 Fig. 4에 제시하였다. 6월 26일 21 LST(Fig. 4a)

라디오존데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θ의 연직프로파일

을 보면 지표층이 매우 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40 m 인근까지 성장한 안정층 위 650 m까지 RL이 남

아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때 라디오존데, 라이

다, WRF로 산출된 PBLH는 각각 340, 614, 29 m로 나타

났다. 6월 29일 03시(Fig. 4b)의 경우 지표인근 260 m까

지 SBL이 나타나고 그 위 400 m까지 RL이 존재하였으

며 라디오존데, 라이다, WRF로 산출된 PBLH는 각각

260, 400, 305 m 였다.

두 사례에서 라디오존데로 관측된 RL은 각각 650,

400 m 이었으며, 라이다로 산출된 PBLH(614, 400 m) 와

유사한 고도를 보였다. 이는 라이다 중첩고도 이하 및

인근에서 PBLH가 나타날 경우 라이다는 RL의 최고 지

점을 PBLH로 추정하고 있으며 존데 및 WRF의 경우

SBL의 최고 지점을 PBLH로 산출한 결과이다. 야간이

나 새벽의 낮은 고도에서 발생하는 PBLH을 찾기 어려

운 라이다의 관측 특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분석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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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urnal variations of PBLH estimated from data of lidar(black solid line), radiosonde(green dot), and WRF(red dot) in the top
panel. Vertical profiles of potential temperature, with altitude of RL(dashed line), and SBL(red dot) in the lower panel.



정계수(R2 = 0.72, 0.68)와 새벽과 늦은 저녁 지표하층에

서 RL의 산출이 용이한 점은 LIVE를 이용한 대기연직

구조 분석에 있어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 분석기간 PBLH의 일변화 및 성장률

분석기간(2014년 06월 26일 ~ 30일) 라이다로 실시간

관측된 PBLH 평균 일변화를 Fig. 5에 제시하였다 .

PBLH는 5시 40분경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가 14

시경 최대값을 보인 뒤 20시 20분 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PBLH의 일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천문연구원(http://astro.kasi.re.kr)에서 제공되는 보성

인근 여수에서의 태양 일출·몰 및 남중시각은 각각 05

시 18분, 19시 46분, 12시 32분으로 분석기간 같은 시각

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PBLH는 일출 시 지표

가열이 시작되면서 성장하여 남중시각에서 1 ~ 2 시간

뒤 최고치를 보이다 일몰 후 30 ~ 40분까지 급격히 감소

하는 특징이 잘 나타났다. 또한, 관측된 실시간 PBLH

성장률 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기간

(2014년 06월 26일 ~ 30일) 평균 PBLH는 05시 30분부터

14시 00분까지 1.8 m min-1.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때 최대 및 최소 성장률의 평균은 각각 5.7,

-2.9(감소율 2.9) m min-1 이었다. 일별 최대 평균 성장률

은 29일(3.2 m min-1) 나타났으며, 최소평균 성장률은 26

일(0.6 m min-1)으로 분석되었다.

14시 00분부터 일몰 후인 20시 00분까지 PBLH의 성

장률은 평균 -2.2 m min-1 이였으며 평균 성장률의 최소

값은 최대값이 나타난 29일(-3.9 m min-1)으로 분석되었

다. 분석기간 26 ~ 27일 일출 후 성장률은 0.9 m min-1 로

28 ~ 30일(2.4 m min-1) 기간과 비교하였을 시 상대적으

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보성관측소(site number: 258)

에서 관측된 일조시간과 일사량의 자료에서 26 ~ 27일

과 28 ~30일 평균 일조시간은 각각 8.7 hr, 9.6 hr 이였으

며, 일사량의 경우 각각 25.0, 24.9 MJ m-2 였다(Table 5).

두 기간의 일사량은 거의 비슷하나 일조시간에서 차이

를 보이며 일조시간이 줄어든 것이 PBLH의 성장률을

낮게 만드는 요인 중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3) 주행 시 관측된 라이다 자료

주행시 LIVE로 관측된 라이다 신호 분석이 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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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n diurnal variation of PBLH estimated from lidar
backscatter signal during analysis period.

Table 4. The growth rate of PBLH calculated by 10 min time resolution during analysis period
Period of sunrise to max PBLH(m min-1)(05:30 ~ 14:00) Period of max PBLH to sunset(m min-1)(14:00 ~ 20:00)

Day Min Mean Max Std. Min Mean max Std.
26 -2.8 0.6 4.3 1.5 -10.7 -1.3 7.9 3.7
27 -0.9 1.2 3.9 1.5 -4.2 -1.0 2.0 1.8
28 -4.5 1.9 7.4 2.8 -8.0 -2.6 3.3 3.1
29 -4.2 3.2 6.9 2.4 -12.3 -3.9 2.1 3.4
30 -2.3 2.1 6.0 2.1 -8.5 -2.4 3.7 3.1

Mean -2.9 1.8 5.7 2.1 -8.7 -2.2 3.8 3.0

Table 5. The day mean of solar radiation(SI_DAY), Max value
of solar radiation for day(SI_1hr_Max), and sunshine
during analysis period in Boseong

Day Sunshine(hr) SI_DAY
(MJ m-2)

SI_1hr_Max
(MJ m-2)

2014/06/26 7.4 23.62 3.36
2014/06/27 10.0 26.39 3.48
2014/06/28 10.6 26.38 3.68
2014/06/29 10.3 24.20 3.13
2014/06/30 7.9 24.09 3.53

Mean 9.24 24.9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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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time series of lidar backscatter signal and PBLH(solid line) during moving observation above mean sea level(a), vertical
profiles of θ(black solid line), mixing ratio(blue solid line), saturation mixing ratio(red solid line) from radiosonde at Sokcho(b,
c), and cloud top height estimated from COMS satellite(d).

Fig. 6. The map of moving observation route(from A to B, from B to C), and radiosonde observation site(SKCH).



지를 확인하고 활용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22일 비교적 차량운행이 적은 강릉-양양간 7번 국도를

이동하면서 관측이 수행되었다(Fig. 6). 09시 강릉에 위

치한 HIWRC(start and end point A)을 출발한 뒤 40, 50,

60 km hr-1 의 속도로 각각 20분 정속 주행하여 출발지로

부터 50 km 떨어진 양양 낙산 주차장(Naksan; return

point B)까지 이동하였고 10시 30분경 낙산 주차장을 출

발하여 11시 30분에 강릉으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이동

관측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17시까

지 고정관측이 이루어졌다. 관측을 실시한 22일은 북쪽

에서 남하하는 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기 시작하여 구름

이 가득 낀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 관측시간 동안 북강

릉에서 관측된 평균 기온, 습도, 시정은 각각 29℃, 50%,

18 ~ 29 km 이었으며, 이동관측 중 서풍이 우세하여 해

륙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11시 30분까지 이동 중 관측된 라이다 후방산란 신호

값은 고정 관측기반의 자료와 비교했을 시 큰 잡음 값

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09시 40분과 11시 10분 자

료에서 PBLH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광정렬의 안

정도 및 신호 잡음 발생문제가 아니라 운행도로 내 설

치된 터널을 통과할 때 입사되는 강한 산란신호가 5분

평균 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Fig. 7a). 관측

된 자료 분석 결과 09시에 관측된 PBLH 자료는 1065 m

로 속초(SKCH)에서 09시 비양된 존데로 산출된 값

(1150 m)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Fig. 7b). 또한, 속초 라

디오존데 자료에 Kim et al.(2005)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

출된 운저 고도(비습; q, 포화비습; qs 자료활용)의 경우

5, 7 km(Fig. 7c)이며 0900 LST에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COMS) 으로 관측된 운정 고

도는 10 km 이상으로 이동 관측하는 동안 두께 5 km 이

상의 두꺼운 구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Fig. 7d). 실제 이동관측시간 동안 북강릉에서 관측된

일사 및 일조량은 각각 9.5 MJ m-2, 2.0 hr 로 관측 전 20,

21일과 비교 하였을 때 일사량은 약 1/3배, 일조량은

1/5배 수준으로 작은 수치를 보였다(Table 6). 한편, 23

일의 경우 낮 시간(06 ~ 12시) 동안 강수현상 및 두꺼운

구름층의 영향으로 22일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이동관

측이 수행된 22일 PBLH의 평균과 성장률은 1446 m, 0.9

m min-1 로 각각 계산되었다. 성장률의 경우 NCIO에서

계산된 1.8 m min-1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관

측지역에서 두꺼운 구름층의 영향으로 PBLH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인 태양복사가 지표로 충분

히 유입되지 않은 결과라 생각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상라이다 차량시스템(LIdar observation

Vehicle, LIVE)으로 산출된 PBLH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차량의 관측능력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Brooks et

al.(2003)이 제시한 WCT 방법을 라이다 후방산란신호

(532 nm)에 적용하여 PBLH를 산출하였다. 또한 상관도

분석을 통한 신뢰도 검토를 위해 모델(WRF)에서 생산

된 자료와 Liu and Liang(2010)이 제시한 방법을 라디오

존데 자료에 적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LIVE의 PBLH와 라디오존데 및 WRF를 통해 산출된

PBLH를 상호 비교하고 신뢰도를 평가한 후 PBLH의

일변화 및 성장률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고정관측

기반 자료가 아닌 이동 중 관측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

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PBLH의 상관성 분석 결과 lidar와 모델, lidar와

존데의 경우 결정계수(R2 )가 각각 0.72, 0.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라이다로 산출된 PBLH는 모델 및 존

데로 산출된 값보다 과대모의하였다. 라이다의 관측 특

성상 중첩 고도 이하 및 부근에 존재하는 PBLH를 찾을

수 없으며 이때 RL을 PBLH로 산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반면 Liu and liang(2010) 방법과 모델의 경우

SBL의 상부를 PBL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

였다. 하지만 낮게 생성된 PBL의 정확한 고도를 산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된 값들의 상관성이 높은 점

과 비교적 정확한 RL의 고도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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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day mean of solar radiation and sunshine during
moving observation

Day Solar radiation(MJ m-2) Sunshine(hr)
2014/07/20 25.0 11.6
2014/07/21 25.6 12.1
2014/07/22 9.5 2.0
2014/07/23 7.1 0.9
2014/07/24 14.3 5.9

Mean 16.3 6.5



계층의 연직 구조를 분석하는데 라이다가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WCT 방법으로 산출된 PBLH의 일변화를 분석

한 결과 일출 직후 증가하기 시작해 태양의 남중 시각 1

~ 2 시간 이후 최고 값을 보인 후 일몰까지 낮아지는 전

형적인 일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었다. 분석기간 일출

후에서 PBL 고도가 최고가 되는 시각까지 평균 PBL 성

장률은 1.8 m min-1 로 분석 되었으며 가장 높은 성장률

을 보인 29일의 경우 3.2 m min-1 로 나타났다. 반면 최소

성장률은 26일(0.6 m min-1)에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라이다를 활용하여 주행 중 관측

된 자료의 분석결과에서 속초-양양간 주행시 관측된

PBLH는 평균 1446 m 보였으며 속초에서 비양된 라디

오존데로 산출된 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성장

률의 경우 관측시간 동안 0.9 m min-1 을 나타내어 NCIO

에서 관측된 평균 성장률 보다 낮게 산출되었는 데, 이

는 두꺼운 구름층으로 인해 태양 복사가 지표로 충분히

유입되지 못한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상라이다 차량시스템(LIVE)은

대기 경계층이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심한 조건에서 대

기 연직 구조를 고해상도로 실시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장비이다. 또한 관심 관심 지점에 즉각 이동하여 경계

층의 연직구조와 PBLH를 실시간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탑재된 스캐닝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평

20 km 범위를 2.5 m 해상도로 360°관측하는 것이 가능

하다. LIVE가 60 km hr-1 정속 주행 조건에서는 5 km 수

평공간해상도로 대기 연직구조를 안정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시 LIVE는 다양한 기상

조건에 대한 경계층의 상세 연직 구조 및 에어로졸에 대

한 새로운 관측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

아가 국내 관측기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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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이동형 차량탑재 라이다 시스템(LIdar observation Vehicle; LIVE) 소개

LIVE는 수치모델 내 구름미세물리과정을 개선하여 모

델의 성능 향상 및 대기연직구조와 대기 중에 부유하는

에어로졸 분석 위해 2013년 12월 29일 도입되었으며, 현재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에서 시험운행 중에

있다. 관측차량 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장비의 탑재

와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 다양한 관측환경에 맞는 전

원 공급, 정밀 광학장비를 위한 진동 및 충격방지, 실내온

도제어 등이 필요하다. 이에 차량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비를 탑재하여도 어디서든 기동이 용이 할 것과 관측실

의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 4륜 구동의 1톤 차량을 개조

하였다. 220 V 상시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내 발전기 및 인버터를 설치하여 전력공급이 어려운 야외에서도 관측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열에 민감

한 레이저 발진부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관측실 내부에 냉난방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에어서스펜션

과 방진패드를 설치하여 이동 시 광학장비에 전해지는 진동을 최소화하였으며, 차량의 전면 좌우, 후면 좌우에 레벨

잭을 설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Fig. 1). 또한, LIVE에는 보다 심도 깊은 구름

물리 및 에어로졸 연구가 가능하도록 강수입자의 낙하속도 및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광학우적계, 대기 중 가강수량

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대기 하층 시정을 관측할 수 있

는 시정계가 부가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부가 탑재된 장비의 스펙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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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esign drawing of Lidar observation VEhicle(LIVE).

Table 1. Photographs and specifications of the added instruments onboard LIVE
GNSS Disdrometer Visibility

picture

Model name NetR9 PARSIVEL 2 PWD20
Manufacturer Trimble OTT Vaisala

Method of measurement Multi-satellite tracking Laser beam Forward scatter
Range of measurement 1~50 Hz 0.2~2.5 mm 10~20,000 m

Accuracy 1~3 mm ±5%(liquid), ±20%(solid) ±15%

Observation factors Total precipitable water Size and terminal 
velocity of droplet visivility

Minimum Observation period 30 sec 1 min 1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