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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as been operating wind profiler at 9 stations
since the year of 2007. Among these stations, Bukgangneung is the only one that produces regularly both
rawinsonde and wind profiler wind measurements at the same time. In this study, wind profiler
measurements were compared with rawinsonde wind at Bukgangneung. Unlike most other studies which
have used the temporal measurements for several days in summer season, in this study the routine
rawinsonde measurments during almost one year (2016) were employed for the accuracy test of the wind.
The monthly mean maximum observation height in Bukgangneung shows a large seasonal variation; it
was relatively high in summer (4,310 m in July) and low in winter (2,130 m in December). The vertical
observation rates at the altitude above these heights were less than 50%. The monthly and vertical wind
comparison between rawinsonde and wind profiler shows that absolute bias and RMSE of zonal and
meridional wind velocity are mostly less than 1 m/s and less than 2 m/s, respectively. In winter season the
RMSE of wind velocity increased to 2~3 m/s. However, at some high altitudes and certain months, large
errors were found. It is shown that these errors were related with very weak wind (less than 1 m/s) of wind
profiler at 3,500~4,000 m from January to May and dramatic changes of wind the height of 1,500~2,500
m for in April. For Snow events the errors were lower than those for the winter season and for the heavy
rain events the errors increased to 3~4 m/s at the height of 4~5 km.

Key Words : Bukgangneung, Wind profiler, Rawinsonde, Comparison, Zonal and meridional wind
velocity

요약 : 기상청은 2007년 이후로 9개의 지점에서 연직바람관측장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 북강릉은 레

윈존데와 연직바람관측장비가 동시에 관측이 수행되는 유일한 지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강릉 지점의 연직바

람관측장비 자료와 레윈존데의 바람 자료를 비교하였다. 여름철 일시적으로 관측된 레윈존데 자료를 이용한 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4, No.2-1, 2018, pp.249~265
http://dx.doi.org/10.7780/kjrs.2018.34.2.1.8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Received October 27, 2017; Revised December 27, 2017; Accepted March 19, 2018; Published online April 11, 2018
† Corresponding Author: Tae-Yong Kwon (tykwon@gw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49 –

08권주형(249~265)ok.qxp_원격탐사34-2-1(정규논문)  2018. 4. 26.  오전 9:28  페이지 249



1. 서 론

기상청은 2000년대 초부터 고층기상관측 분야에서

관측지점의 확대와 관측장비의 다양화로 다량의 연직

바람, 기온 그리고 이슬점 자료를 생산하여 왔다. 2000

년을 전후로 고층기상관측은 단지 레윈존데에 의존하

는 관측에서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라디오미터를 포함

하는 다양한 관측 방법으로 변환되었고 관측 지점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연직바람관측장비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설치되어 현재 9개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0분 간격 그리고 약 70~160 m의 연직 분해능으

로 고도 5~10 km까지 연직 바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Gangwon Regional Office of Meteorology, 2011).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자료는 레윈존데 자료와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 분해능과 연직 분해능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위험

기상의 실황 감시나 분석에 그리고 수치예보모델의 예

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Weber et al., 1993; Ishihara, 2006; Maruri et al., 2014). 국내

에서는 기상연구소가 최초로 2003년에 연구용으로 연

직바람관측장비를 해남에 설치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

한 연구에서 Park et al.(2005)은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

자료를 수치모델 모의에 포함할 때 단시간 예측 시스템

(Short Range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의 강수 예측

능력이 풍하측 지역에서 다소 향상됨을 보였다. 그리고

바람, 기온 그리고 이슬점 자료 각각의 영향력 분석에

서는 바람 자료의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나 연직 바람

자료만으로도 수치모델의 예측결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Park et al.(2010)은 남부 한반도의

복잡한 해안 지형에서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 자료가

수치모델의 대기 하층 바람장 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여기서 바람 관측 자료의 활용은 강한 종관 조

건보다 약한 종관 조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Won et al., 2006; Kwon et al., 2013; Jung

et al., 2014)는 재해 기상 사례(장마, 호우, 대설)에 대하여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Won et al.(2006)은 연직바람관측장비의 관측 자료를 이

용하여 한반도 여름철 강수 유형을 분류하였고, Kwon

et al.(2013)과 Jung et al.( 2014)은 영동 호우 및 대설 시 동

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람 자료의 다양한 활용에도 불구

하고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 자료의 정확성과 품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Kim et al.(2015)은 2013년

6월과 7월에 약 3일간의 집중관측기간 동안 북강릉 지

점에서 관측한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라디오존데 바람

자료를 비교하였다. 이 비교에서 연직바람관측장비의

고도별 수평 풍속은 고도 약 3.8 km이하에서는 1.5 m/s

이하의 평균 오차(Bias혹은ME, Mean Error)와 약 2 m/s

이하의 제곱근평균제곱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보이며, 반면 고도 3.8 km부터 4 km까지는 약

-5 m/s의 오차와 4~8 m/s의 RMSE로 크게 과소 추정되

었다. 강수의 경우 약한 강수(2.5 mm/hr미만의 강수)

사례에서는 관측 오차가 무강수 사례보다 낮았고 반면

강한 강수 사례에서는 오히려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비

슷한 방법으로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2016)는 철

원을 포함한 7개 지점의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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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대부분의 연구들과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약 1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북강릉

의 월별 평균 최고관측고도는 여름에 높고(7월에 4,310 m), 겨울에 낮은(12월에 2,130 m) 뚜렷한 계절 변화가 나

타났다. 월평균 최고관측고도 이상 고도에서의 연직 관측률은 약 50% 이하로 낮았다. 두 자료의 비교 결과를 살

펴보면, 동서 성분 풍속과 남북 성분 풍속의 Bias 절대값과 RMSE는 대부분 각각 1 m/s 이하, 2 m/s 이하로 나타

났다. 그에 비해 겨울철에서는 동서 및 남북 성분 풍속의 RMSE가 2~3 m/s로 다른 계절보다 조금 더 높았다. 그

러나 특정 월과 고도에서는 큰 오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오차는 1월부터 5월에 3,500~4,000 m에서 연직바람관측

장비에서 관측되는 약한 바람(1 m/s 이하)과 4월에 1,500~2,500 m에서 바람의 급격한 변화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강설 사례에서의 오차는 겨울철 전체의 오차보다 작았으며, 강한 강수 사례에 대한 오차는 4 km 이상

의 고도에서 3~4 m/s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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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였다. 여기서 수평 풍속의 Bias와 RMSE는 각

각 -0.18~-1.42 m/s과 1.07~3.88 m/s로 비록 과소 추정

하는 경향을 보이나 비교적 양호한 값을 생산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검증은 대부분 여

름철에 수행되었고 또한 검증 기간이 약 1 주 이내로 짧

아 제한적인 기상 사례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북강릉 지

점의 연직바람관측장비로부터 산출된 바람 자료의 월

별 고도별 정확도를 조사하였다. 현재 기상청이 운영하

는 9개 연직바람관측장비 관측 지점 가운데 연직바람관

측장비와 레윈존데를 동시에 사용하여 바람 관측을 수

행하는 지점은 북강릉이다. 북강릉 지점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00과 12 UTC에 두 장비의 동시 관측을 수행하

여 왔고 이들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 자료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에 사

용한 자료,바람 자료의 검증 방법, 그리고 오차 원인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월별로

연직바람관측장비의 관측률과 평균최고관측고도 그리

고 바람의 성분 벡터에 대하여 Bias와 RMSE를 조사하

였다. 4장에서는 오차가 크게 나타난 일부 월과 특정 고

도에서 오차와 바람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강수 사

례에 대하여 레윈존데와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5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된 결과를 요약하

였다.

2. 자료와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자료의 정확

도 조사와 오차 분석을 위하여 북강릉 지점에서 관측한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레윈존데 바람 자료 그리고 ASOS

시간 강수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지점에서 연직바람

관측장비와 레윈존데가 동시 관측을 수행한 시기가

2015년 12월 24일이기 때문에 약 1년 (2015년 12월 24일

~2016년 12월 1일) 동안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기간

에 북강릉에 설치된 연직바람관측장비는 프랑스

Degreane의 PCL-1300 모델로, 1,290 MHz주파수를 사용

한다. 이 장비는 5개의 안테나에서 후방 산란 신호를 측

정하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시선 속도를 관측한다.

관측된 시선 속도는 벡터 연산을 통해 수평 및 연직 바

람 성분으로 계산된다. 이때 관측은 두 가지 모드(Low

mode와 High mode)로 운영된다 . Low mode와 High

mode관측 해상도는 각각 71.68 m, 164.85 m이고, 최고

관측고도는 5.0 km, 11.0 km이다. 총 71개 고도에서 10분

간격으로고도, 풍향, 풍속, 동서성분풍속 (U성분풍속),

남북 성분 풍속(V성분 풍속), 연직 풍속 자료를 생산

한다(Table 1).

레윈존데 자료는 한국 진양의 RSG-20A센서를 사용

하여 00과 12 UTC에 관측한 원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기압, 기온, 상대습도, 풍속, 풍향, 지위고도, 이슬점 자

료로 5초 간격으로 저장되었으나 2016년 6월 8일 00

UTC부터는 1초 간격으로 저장되었다. 또한 강한 강수

는 강수에 의한 강한 레일리 산란과 관련되어 관측 자

료에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약한 강수는 레일리

산란에 의해 관측 감도를 높여 무강수의 경우보다 오차

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Kim et al., 2015). 이러한 오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북강릉 지점 ASOS시간 강수량 자료

를 수집하였다.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자료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월별 관측률과 평균

최고관측고도를 조사하였다. 월 관측률은 특정 월의 장

비 운영 기간 동안 예상할 수 있는 관측 자료의 수(예상

관측 자료의 수)에 대한 실제 관측된 자료 수의 비를 백

분율로 나타낸 것이다(식 1). 실제 관측 자료의 수 계산

에서특정시각에 71개고도의관측자료가운데어느한

고도에라도 실제 관측 자료가 존재하면 하나의 관측 자

료로 보고 집계하였다. 반면 예상 관측 자료의 수는 계

획 정지와 장비 고장 기간을 제외한 장비가 가동된 기간

북강릉 지점의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자료와 레윈존데 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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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low mode for UHF wind profiler
(Degreane PCL-1300)

Parameter Value Unit
Frequency 1290 MHz

Peak Power 3.5 kW
Beam number 5

Lowest sampled
height

Low mode 72.55
m

High mode 72.55

Highest sampled
height

Low mode 5089.63
m

High mode 11611.85

Range resolution
Low mode 71.68

m
High mode 164.85

Number of height gates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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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고 가정하고 위와 같이 집계

한 값이다. 연구 기간 동안 북강릉 지점 연직바람관측장

비의 계획 정지 기간은 2016년 10월 5일 1800 KST에서

24일 1400 KST이다. 최고관측고도는 특정 시각 71개 고

도의 관측 자료에서 실제 관측값이 나타나는 최고 고도

이다. 먼저 각각의 시각에 최고관측고도를 찾고 이 자

료로부터 월별 평균최고관측고도를 계산하였다(식 2).

여기서N은 자료의 수이다.

              관측률 =  × 100                (1)

          평균최고관측고도 =            (2)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자료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레윈존데 바람 관측 자료

를 비교하였다. 레윈존데 관측의 전문 자료는 00과 12

UTC에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지상에서 센서를 비양하

는 시각은 위 시간에 20~40분 전이다. 그리고 센서가 약

2,500 m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0분이다. 따라서 바람 자

료의 비교는 레윈존데 비양 시각을 기준으로 동일한 시

각의 바람 관측 자료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비교 통계값

을 구하기 위하여 바람과 관련된 U 성분 풍속과 V 성분

풍속에 대한 월별 검증 통계값(Bias와 RMSE)를 계산하

였다(식 3과 4). 이 값들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고도 5

km까지 250 m간격의 등간격 기준고도(예 250, 500, 750

m…) 혹은 이 고도에 가장 가까운 고도에서 연직바람

관측장비와 레윈존데의 4가지 바람 성분을 계산하였다.

                       Bias = ( ) (VW – VR)                        (3)

            Root Mean Square Error (RMSE) =             (4)

                           ( ) (VW – VR)2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바람 성분을 계산하

였다; 첫 번째 방법은 기준고도를 중심으로 선형 내삽

방법으로 바람 성분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즉 주

어진 고도에 대해서 그 고도로부터 아래와 위 고도의 U

성분 풍속과 V성분 풍속을 선형 내삽하여 4가지 바람

성분을 계산하고 비교한다. 만약 아래와 위, 두 고도 가

운데 어느 하나의 고도에 관측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 통계값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연직바람관측장비

(Low mode관측)와 레윈존데의 경우 각각 기준 고도를

중심으로 71.68 m내에 관측 자료가 존재할 때 그리고 5

초 혹은 1초 간격의 관측 자료가 존재할 때 통계값에 포

함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연직바람관측장비(Lowmode

관측) 관측 자료에서 기준고도에 가장 가까운 고도를

선택하고 이 고도에서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 자료와

이 고도를 중심으로 70 m고도 구간을 대표하는 레윈존

데 바람 자료를 비교한다. 레윈존데 바람 자료는 70 m

고도 구간 내의 바람 성분을 평균하여 얻은 값으로부터

계산한다.

평균최고관측고도가 높은 여름철(6~8월)과 낮은 겨

울철(12~2월)에 관측률이 약 50%인 고도에서 관측값이

존재하는 경우와 관측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상대

습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일부 월에 특정 고

도에서 풍속의 RMSE가 5 m/s이상으로 나타난 경우 관

측 시각에 따른 오차를 살펴보았으며, 오차가 크게 나

타난 사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바람의 특징을 파악하

였다. 마지막으로 강수 시 오차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

해강한강수(3.5 mm/hr이상의강수)가관측된 6개사례

와 레윈존데 관측 한 시간 전후에 신적설이 관측된 4개

사례를 선정하였다(Table 2). 선정된 사례별로 레윈존데

와 연직바람관측장비 비교를 통하여 정량적인 바람의

오차를 분석하였다.

실제관측자료수
예상관측자료수

최고관측고도

N

N
∑
i

1
N

N
∑
1

1
N

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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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cipitation and snowfall events at Bukgangneung investigated in the period study

precipitation events snowfall events
month 4 7 7 7 7 9 1 2 2 2

day 16 1 4 5 16 9 29 6 24 28
UTC 12 12 12 12 00 12 12 12 00 12

Pre. (mm/hr) 4.3 3.9 7.1 4.4 10.6 3.8 3.7 0.1 0.8 0.1
Fresh snowfall (cm/hr) 1.0 0.5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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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직바람관측장비관측률조사와정확도

검증

연직바람관측장비는 바람 자료 산출에 앞서 수신되

는 시계열 신호 자료에서 대기로부터 오는 신호와 무작

위 잡음을 구분하는 일을 먼저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수

신 신호가 약해질 때 대기로부터 오는 신호의 세기도 약

해지기 때문에 잡음으로부터 대기 신호를 찾는 일은 더

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대기 상층으로 갈수록 수신 신

호는 약해지고 대기 신호와 잡음 비 또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기 상층으로 갈수록

바람 자료의 관측률(또는 수집률) 또한 감소할 것이다.

연구 기간 동안 북강릉 지점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월

관측률은 약 95% 이상으로 높고 월별 관측률에 큰 차이

가 없다(Fig. 1). 10월의 경우 5일 1810 KST부터 24일

1400 KST의 계획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12일 동안의 관

측률이고 12월의 경우 북강릉 지점의 레윈존데 관측이

시작된 2015년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과 2016년

12월 1일 하루를 포함하는 9일 동안의 관측률이다. 북강

릉 지점의 연직바람관측장비가 2016년 12월 2일에 교체

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16년 12월 1일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월평균 최고관측고도는 뚜렷한 월

변화를 보이는데, 겨울에 낮고(12월에 약 2,130 m로 가

장 낮음) 여름에는 높다(7월에 약 4,310 m로 가장 높음).

Table 3는 조사 기간 동안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레윈

존데 바람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월별 고도별 자료의

수이다. 이 자료의 수는 2장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기준

고도에서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레윈존데가 하루에 2번

관측하기 때문에 모든 고도에서 두 장비의 관측률이 모

두 100%라고 가정하면 월별 고도별 자료의 수는 주어진

달의 일 수의 두 배이다. 즉 주어진 달이 31일이면 자료

의 수는 62개다. 자료의 수가 31 개 이상인 고도, 즉 관측

률이 50% 이상인 고도는 7월에 지상부터 고도 4,250 m

까지이고 1월에 고도 1,750 m(250 m제외)까지이다. 이

러한 분포는 대략적으로 월평균 최고관측고도의 분포

와 일치한다. 여기서 10월과 12월은 장비의 계획 정지 기

간과 장비 교체로 매우 낮은 자료의 수를 보인다.

Table 4, 5는 연구기간 동안 레윈존데 관측 바람에 대

해서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 자료를 첫 번째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 통계값은 U 성분 풍속과 V 성분

풍속에 대한 월별 그리고 고도별 Bias와 RMSE이다. 표

에서 계산에 사용된 자료의 수가 한 개 이하인 경우는

통계값을 계산하지 않았고 10개 미만인 경우 통계값을

음영(shading)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서는 검증 값을 500

m간격으로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U성분 풍속의 Bias절대값은 자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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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thly observation rate and mean maximum observation height at Bukgangneung in the
period of this study (2015.12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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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Bias and (b) RMSE of zonal velocity (U component) of wind at Bukgangneung in the period of this study

Altitude
(m)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5000 0.91 1.60 1.34 -0.77 -0.57 -0.39 0.14 1.06 -0.01 0.99 0.03
4500 1.64 1.56 -0.47 -1.65 -0.39 -0.42 -0.74 0.54 0.10 0.32 -0.21
4000 -5.86 -3.02 -3.46 -4.05 -4.56 -1.30 -0.34 0.32 -0.57 0.84 -1.09
3500 -5.45 -3.76 -2.34 -3.23 -3.69 -0.86 0.20 0.55 0.05 -0.66 -2.07
3000 -0.49 1.14 1.07 0.00 -0.71 0.36 0.76 0.31 0.32 -1.16 -0.17
2500 1.19 -0.52 -0.24 -0.14 0.47 0.43 0.26 0.26 0.68 0.34 0.31 1.81
2000 -0.43 0.38 0.11 0.15 0.21 0.46 0.35 0.35 0.62 0.89 0.20 1.90
1500 0.01 -0.10 -0.05 -1.30 0.09 0.01 0.02 -0.01 0.30 -0.13 0.07 0.72
1000 -0.82 -1.35 -0.64 -1.63 -0.74 -0.12 -0.46 -0.02 0.14 -0.18 -0.42 -0.60
500 -1.43 -0.61 -0.61 -1.20 -0.52 0.02 -1.01 0.24 0.33 0.40 -0.83 -0.91

(b)
5000 2.18 1.63 2.77 3.48 1.78 3.41 2.27 2.05 2.06 1.56 1.34
4500 1.87 1.59 2.40 4.65 1.35 2.15 2.23 1.63 2.19 1.57 0.68
4000 10.40 7.51 6.46 7.87 10.54 4.57 1.92 1.33 2.20 1.89 1.71
3500 9.92 9.42 3.91 9.13 7.67 2.77 2.28 1.76 1.18 1.93 4.54
3000 2.09 1.77 1.75 1.69 2.38 1.45 2.00 1.13 1.50 2.48 2.88
2500 2.27 1.89 1.40 2.23 2.86 1.65 1.69 1.44 1.96 2.77 2.25 2.47
2000 2.34 1.77 1.60 2.68 1.95 1.54 1.49 1.72 1.94 3.38 1.86 3.40
1500 2.64 2.06 1.92 3.33 2.05 1.22 1.30 1.15 1.65 2.19 1.51 2.62
1000 2.61 2.55 2.29 3.48 2.34 1.62 1.46 1.07 1.15 1.95 1.93 1.58
500 2.14 2.71 2.68 2.86 2.33 2.56 2.16 1.72 2.42 1.40 2.40 3.29

Table 3.  Number of data at each month and each vertical level used in this study

Altitude 
(m)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5000 4 2 5 10 9 9 20 19 16 4 4 0
4750 4 2 5 8 6 12 20 20 15 4 4 0
4500 4 2 6 8 7 10 24 17 16 4 3 0
4250 4 3 7 10 11 11 35 20 19 4 3 0
4000 6 6 6 7 14 27 37 31 24 6 3 0
3750 6 6 6 12 14 28 38 35 32 7 3 0
3500 8 4 6 14 15 35 40 41 31 8 5 1
3250 5 3 6 14 15 41 47 40 31 9 6 1
3000 6 6 8 16 16 48 48 48 40 10 8 1
2750 6 8 10 22 22 51 58 51 46 14 12 1
2500 8 16 20 25 34 54 60 57 51 15 20 3
2250 12 22 33 34 45 57 61 58 53 16 25 3
2000 24 32 42 45 52 56 62 58 58 19 32 8
1750 40 42 45 46 57 57 61 57 58 21 41 9
1500 55 52 52 52 59 57 62 56 57 22 46 14
1250 56 55 60 55 58 57 59 58 57 22 51 17
1000 55 52 58 53 59 55 59 56 57 23 55 17
750 50 46 41 49 50 51 51 51 55 22 50 15
500 36 39 38 34 38 41 43 32 48 19 45 9
250 19 33 29 25 42 43 40 43 43 21 4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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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 Bias and (b) RMSE of meridional velocity (V component) of wind at Bukgangneung in the period of this study

Altitude
(m)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5000 1.16 1.76 -0.52 -0.07 -0.59 -0.84 -0.04 -0.19 -0.79 -0.99 1.51
4500 -0.28 0.54 0.25 -0.40 -0.62 -0.14 -0.17 -1.72 0.01 -0.39 2.42
4000 2.20 1.30 2.03 1.54 1.04 0.91 -0.28 -1.31 -0.01 -0.24 1.33
3500 1.70 2.65 -0.26 1.28 0.54 0.49 -0.36 -0.57 0.38 -2.29 0.09
3000 -0.34 1.29 0.16 0.67 -0.29 0.09 -0.14 -0.32 -1.12 -5.65 -1.00
2500 0.26 0.56 0.37 1.93 0.56 0.32 0.07 -0.64 -1.10 -3.95 1.09 0.63
2000 0.40 0.23 0.98 2.19 0.66 0.19 0.33 -0.34 -0.78 -3.28 0.37 -0.94
1500 0.52 0.65 0.42 2.15 0.91 0.33 0.00 -0.65 -0.83 -1.28 0.53 0.70
1000 0.23 -0.30 0.41 1.64 0.65 0.21 0.09 -0.66 -0.74 -1.36 -0.20 0.55
500 0.11 -0.34 -0.32 0.84 -0.24 -1.03 -1.01 -0.30 0.04 -0.34 -0.32 1.73

(b)
5000 1.45 1.89 1.37 3.11 2.87 3.50 2.25 1.89 1.63 2.79 2.68
4500 1.36 0.62 1.26 2.16 2.16 1.18 1.53 2.98 1.54 0.99 4.36
4000 2.86 2.12 4.20 4.81 5.42 2.32 1.82 2.45 1.18 2.92 2.40
3500 2.72 3.44 3.46 2.82 4.03 2.38 1.73 1.84 1.60 5.30 1.77
3000 1.51 2.07 1.21 1.54 2.10 1.61 2.09 1.56 2.59 9.00 2.39
2500 1.41 2.03 1.21 3.88 2.32 1.32 1.80 1.97 2.50 6.73 2.20 0.73
2000 1.92 1.49 2.50 4.36 2.76 1.17 1.66 1.14 1.84 6.09 2.05 1.70
1500 2.15 1.90 1.86 4.10 2.28 1.19 1.66 2.19 1.89 3.43 1.77 1.54
1000 1.79 2.67 1.63 3.22 1.70 1.64 1.22 1.70 1.82 3.30 1.66 1.63
500 2.05 2.98 2.15 3.18 1.92 2.46 1.94 1.95 2.30 2.62 2.39 2.48

Table 6.  (a) Bias and (b) RMSE of zonal velocity of wind using another method at Bukgangneung in the period of this study

Altitude
(m)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5025.19 0.94 1.71 1.13 -0.56 -0.60 -0.39 0.07 0.99 0.07 0.93 -0.02
4523.48 1.62 1.45 -0.40 -1.64 -0.14 -0.42 -0.55 0.55 0.05 0.51 -0.25
4021.77 -9.40 -3.07 -5.32 -4.45 -4.37 -1.33 -0.32 0.43 -0.57 0.90 -1.15
3520.06 -6.76 -3.66 -4.91 -3.60 -3.26 -0.99 -0.13 0.62 0.12 -0.64 -2.11
3018.36 -0.45 1.41 1.15 0.20 -0.56 0.33 0.70 0.34 0.33 -1.17 -0.30
2516.65 1.43 -0.51 -0.20 -0.06 0.50 0.41 0.31 0.25 0.68 0.03 0.27 1.76
2014.94 -0.38 0.33 0.07 0.25 0.19 0.47 0.38 0.35 0.61 0.97 0.16 1.86
1513.23 0.05 -0.11 -0.03 -1.21 0.07 0.04 0.01 -0.05 0.34 -0.08 0.06 0.60
1011.52 -0.73 -1.18 -0.59 -1.64 -0.70 -0.09 -0.45 -0.01 0.13 -0.16 -0.43 -0.59
509.81 -1.16 -0.83 -0.45 -1.34 -0.56 0.43 -0.81 0.11 0.20 0.55 -0.90 -1.11

(b)
5025.19 1.98 1.75 2.45 3.47 1.74 3.50 2.06 2.02 1.96 1.41 1.46
4523.48 1.80 1.50 2.36 4.64 1.23 2.08 2.26 1.60 2.14 1.72 0.55
4021.77 15.02 7.62 8.87 7.70 10.45 4.57 1.86 1.39 2.22 2.00 1.65
3520.06 12.68 8.55 7.93 8.99 7.73 2.99 2.81 1.79 1.26 2.03 4.43
3018.36 2.09 1.94 1.75 1.73 2.43 1.45 2.00 1.13 1.54 2.73 2.86
2516.65 2.50 1.96 1.42 2.10 2.84 1.64 1.73 1.50 1.99 2.93 2.24 2.43
2014.94 2.43 1.77 1.56 2.73 1.93 1.56 1.50 1.72 1.97 3.42 2.01 3.44
1513.23 2.69 2.07 1.95 3.32 2.01 1.24 1.35 1.14 1.65 2.23 1.53 2.44
1011.52 2.56 2.48 2.26 3.48 2.41 1.58 1.46 1.08 1.14 1.99 1.98 1.54
509.81 2.27 2.86 2.64 2.87 2.38 3.04 2.05 1.53 2.38 1.52 2.5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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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상인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대부분 1 m/s이하

로 작게 나타난다. RMSE는 대부분 2 m/s이하로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겨울철에 대한 RMSE은 2~3 m/s로

다른 계절에 비하여 큰 오차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강한 겨울철 풍속으로 인해 오차의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월과 10월

일부 구간에서도 2~3.5 m/s의 상대적으로 높은 RMSE

가나타난다. 또한 1월부터 5월까지고도 3,500과 4,000 m

에서 -3~-6 m/s의 Bias(과소 추정)와 6~11 m/s의 RMSE

를 보인다. Table 5는 V성분 풍속의 Bias와 RMSE를 보

인다. 계산에 사용된 자료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U성분 풍속과 유사하게 Bias는 대

부분 1 m/s이하, RMSE는 대체로 1~2 m/s이고 겨울철

기간에 1~3 m/s이다. 또한 U성분 풍속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5월에 3,500과 4,000 m에서 그리고 4월과 10월

일부 구간에 대하여 높은 오차값이 나타난다.

Table 6과 7은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한 통계값과 동

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U성분 풍속과 V성분 풍속에 대

하여 두 번째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두 가지 방법

의 통계 검증값을 비교해 보면 고도가 완전히 일치하지

는 않지만 유사한 고도에 대하여 월별 고도별 오차의 분

포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

째 검증 방법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5월까지 약 3,520과

4,021 m고도 그리고 4월과 10월에 1,513~3,520 m고도

에서 큰 오차가 나타난다.

4. 연직바람관측장비바람자료의오차분석

이 장에서는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 자료의 오차를

분석하기 전에 결측값이 나타났을 때 기온과 상대습도

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Fig. 1에서 평

균 최고관측고도는 여름철(6~8월)에는 4,000~4,500 m

로 높고 그리고 겨울철(12~2월)에는 2,000~2,500 m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Table 3에서 연직바람관측장비

와 레윈존데 바람 관측이 동시에 이루어진 자료의 비율

(관측률)은 2016년 여름철에 고도 4,000 m에서 약 52%

이고 겨울철에는 고도 2,000 m에서 약 46%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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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 Bias and (b) RMSE of meridional velocity of wind using another method at Bukgangneung in the period of this study
Altitude

(m)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5025.19 1.06 1.86 -0.12 -0.07 -0.52 -0.78 -0.03 -0.45 -0.75 -1.12 1.47
4523.48 -0.45 0.43 0.07 -0.55 -0.71 -0.21 -0.16 -1.59 0.04 -0.49 2.42
4021.77 4.03 1.31 3.18 -0.22 1.13 1.07 -0.29 -1.19 -0.08 -0.37 1.26
3520.06 3.30 -0.66 2.16 1.38 0.71 0.36 -0.28 -0.63 0.38 -2.48 0.08
3018.36 -0.43 0.98 -0.08 0.53 -0.15 0.06 -0.14 -0.33 -0.96 -5.61 -0.87
2516.65 0.17 0.66 0.33 1.84 0.59 0.32 0.07 -0.61 -1.12 -3.67 1.13 0.75
2014.94 0.33 0.14 0.96 2.08 0.63 0.20 0.32 -0.38 -0.78 -3.27 0.38 -0.69
1513.23 0.61 0.67 0.41 2.03 0.90 0.32 -0.03 -0.68 -0.83 -1.32 0.56 0.66
1011.52 0.25 -0.22 0.42 1.55 0.64 0.27 0.05 -0.67 -0.76 -1.40 -0.20 0.53
509.81 0.09 -0.44 -0.54 0.70 -0.19 -0.87 -1.03 -0.51 0.04 -0.48 -0.26 1.51

(b)
5025.19 1.48 1.98 1.57 2.87 2.95 3.27 2.02 2.10 1.48 2.96 2.65
4523.48 1.47 0.43 1.34 2.06 2.18 1.16 1.57 3.11 1.64 0.84 4.39
4021.77 6.37 2.23 5.22 5.98 5.42 2.47 1.80 2.48 1.23 3.07 2.45
3520.06 5.62 6.67 5.39 3.44 4.14 2.26 1.76 1.92 1.54 5.45 1.89
3018.36 1.71 1.92 1.41 1.51 1.98 1.62 2.06 1.58 2.49 9.01 2.37
2516.65 1.33 2.02 1.25 3.72 2.29 1.38 1.88 1.89 2.53 6.53 2.30 0.86
2014.94 1.89 1.52 2.57 4.24 2.84 1.18 1.68 1.19 1.89 6.11 2.05 1.73
1513.23 2.26 1.93 1.86 4.04 2.29 1.18 1.72 2.27 1.89 3.45 1.79 1.60
1011.52 1.75 2.52 1.64 3.26 1.70 1.63 1.28 1.63 1.80 3.34 1.59 1.57
509.81 2.04 2.96 2.31 3.20 1.96 2.41 1.93 1.92 2.37 2.78 2.33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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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관측률은 이 고도에서 연직바람관측장비의 결측

에 기인한다. Fig. 2는 겨울철 최고관측고도의 빈도 분

포이다. 여기서 최고관측고도는 풍속이 1 m/s 이상인

자료로부터 구하였다. 최대 빈도가 나타나는 구간은

1,500~2,000 m(약 40%)이고, 2,500 m고도 이상에서도

약 25%의 빈도가 나타난다. 이때 위성 영상과 단열선도

분석에서 1,500~2,000 m사이의 최고관측고도는 대부

분 청천 대기에서 관측되었다. 그러나 2,500 m이상의

경우는 대부분 중상층운과 관련되어 있었고, 이는 구름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의 영향으로 본다.

위 분석에서 2,000 m를 경계로 최고고도의 빈도는 상

하로 나누어 약 50%가 분포하고 Table 3에서 이 고도의

관측률 또한 약 50%이다. 따라서 이 고도에서 연직바람

관측장비의 바람 관측 자료가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

을 때로 나누어 관측 자료의 유무에 따른 기온과 상대

습도의 분포 차이를 분석하였다. Fig. 3에서 겨울철

2,000 m 고도와 그 고도의 위와 아래 고도(1,750 m와

2,250 m)에서 바람 관측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상

대습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다. 이 경우 2,000

m고도에서의 상대습도가 40% 이상인 경우가 전체 자

북강릉 지점의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자료와 레윈존데 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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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tter plot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for data(solid circle) and no data(open circle) in (a) summer at 4,000 m
and (b) winter at 2,000 m.

Fig. 2.  Frequency distribution of maximum observation height of wind profiler during winter at
Bukgangneung in the period of this study (2015.12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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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약 70%였다. 반면 연속된 세 고도에서 모두 관측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고도에서 상대습도는 상

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데, 상대습도가 40%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약 95%였다. 유사하게 여름철에 대하여

3,500~4,500 m까지 연속된 5개의 고도에서 모두 관측

자료가 존재했을 때는 상대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상대습도가 50% 이상이 전체의 약 90%), 존재하지 않

을 때는 상대습도가 낮았다(상대습도가 50% 미만이 전

체의 약 73%). 그러나 기온 분포에서는 겨울철과 여름

철 모두에서 관측 자료의 유무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발

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겨울철 2,000 m고도와 여름철

4,000 m고도에서의 바람 관측에 나타난 결측은 낮은 상

대습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천 대기의 경우 1,290 MHz의 후방 산란은 주로 브

래그 산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산란은 소규모 난류와

연관되어 있다. 난류의 연직 분포는 기상 상태에 따라

매우 복잡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난류의 연직 분

포는Cn2(Refractivity turbulence structure constant) 분포와

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고보고되었다(Gage and Balsley,

1978; Roggers et al., 1993). Rao et al.(1996)는 Cn2가 습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습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상대습도가 높

을수록 소규모 난류가 강해지고 난류에 대한 브래그 산

란으로 후방 산란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연직바람관측

장비의 관측률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앞의 월별 통계 분석에서 나타난 큰 오차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1월부터 5월까지 고도 3,500과

4,000 m에서 나타나는 오차는 연직바람관측장비 관측

자료에 간혹 나타나는 약한 바람 자료(1 m/s이하)와 연

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1월부터 9월까지 고도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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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ulti-height time series of (a) zonal and (b) meridional winds observed at Bukgangneung on July 2016. Rawinsonde (RS:
solid line) and Wind Profiler (WP: dotted line) ar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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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4,000 m에서 약한 바람이 1~3회 관측되며 이 때 바람

에 큰 오차가 나타난다. 3,500과 4,000 m고도에서 약한

바람을 제거한 경우U성분 풍속의 RMSE는 4~9 m/s만

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약한 바람은 연직바람관측장비 관측 시 잡음에 가까운

약한 신호를 수신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레윈존

데와의 비교 시 큰 오차를 유발한다.

다음으로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 자료의 오차(연직

바람관측장비 관측값–레윈존데 관측값)를 자세하게 분

석하기 위해 RMSE가 작았던 달(7월)에 대한 연직바람

관측장비와 레윈존데의 바람 성분을 비교하였다. 1,000,

2,000 그리고 3,000 m고도에서U와V성분 풍속에 대하

여 두 장비의 시계열 자료를 비교하였다(Fig. 4). 두 성분

풍속 모두 일별 변동이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리고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레윈존데 관측값이 잘 일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

해 2,000 m고도에서U성분 풍속과V성분 풍속 각각에

대하여 레윈존데와 연직바람관측장비 자료의 산포도

를 작성하고 두 장비의 관측값으로부터 오차의 시계열

을 구하였다(Fig. 5와 Fig. 6). U와 V성분 풍속 각각에 대

한 산포도에서 레윈존데와 연직바람관측장비 관측값

사이의 상관계수는 각각 0.97와 0.94이다. 또한 오차의

북강릉 지점의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자료와 레윈존데 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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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 series of the difference between Rawinsonde and Wind Profiler observations of zonal (U:solid line)
and meridional (V:dotted line) winds observed at the level of 2,000 m for July 2016 at Bukgangneung.

Fig. 5.  Scatter plot of Rawinsonde and Wind Profiler observations of (a) zonal and (b) meridional velocity at the level 2,000 m for
July 2016 at Buk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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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에서 오차는 대부분 ±2 m/s이하로 나타난다.

따라서 레윈존데와 연직바람관측장비의 바람 관측값

은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Table 4에서 4월 1,500~2,500 m고도에 V성분 풍속

RMSE는 3.5~4.5 m/s로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여기서 이러한 오차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고도 2,000 m에서U와V성분 풍속 각각에 대해 오

차(연직바람관측장비 관측값–레윈존데 관측값)를 조사

하였다(Fig. 7). U성분 풍속의 경우 오차는 일부에서 약

±5 m/s의 오차가 나타나지만 대부분 ±3 m/s이하로

나타난다. 이러한 오차는 7월의 동일한 고도의 오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V

성분 풍속 오차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10 m/s이

상의 오차(과대 추정)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오차는 4번(9, 11, 19, 25일) 발생하는데 통계검증값 계산

에서 이들 제외하고 계산하면 bias와 RMSE는 각각 1.25

m/s와 2.66 m/s로 감소한다. 따라서 4월의 1,500~2,500

m고도에 다른 달보다 큰 오차는 위와 같이 특정 일에

나타나는 큰 오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V 성분 풍속 오차가 크게 나타난 4월 9일, 11일, 19일,

그리고 25일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시간

에 대해 두 장비의 관측값을 비교하였다. Fig. 8에서 우

측에 그려진 바람깃 자료는 레윈존데 관측값이며, 좌측

의 연직 바람깃 자료는 레윈존데 비양 시각을 중심으로

전후 약 30분 간의 연직바람관측장비 자료이다. 이 가운

데 레윈존데와의 비교 시 사용된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자료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4 사례의 공통된 특징은

2,000 m부근에서 레윈존데 연직 바람의 풍향이 급변하

거나 혹은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의 시간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오차는 두 장비의 관

측 방법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풍향이 급변한

다는 것은 시공간적 바람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때 레윈존데는 풍선에 연결된 센서로 인해 이

동하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관측시각과 2차원 평면에

서의 관측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연직바람관측

장비는 고정된 지점에서 동일한 관측시각에 연직 바람

을 관측한다. 즉, 이러한 관측 방법의 차이는 바람의 시

공간적 변동성이 큰 경우 큰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분석은 단지 4 사례에 대한 분석에 제한되

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례의 추가 분석이 필요

하다.

4월과 유사하게 10월 1,500~3,500 m고도에 나타나

는V성분 풍속에도 큰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10월의

경우 특정일에 V성분 풍속이 레윈존데 값에 비하여 10

m/s만큼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은 계획

정지 기간 이후 장비의 재가동 시기인 10월 24일, 29일

그리고 30일에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오차에 대한 원인

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며,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8은 6개의 강한 강수 사례에 대한 연직바람관

측장비와 레윈존데를 비교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고도

에서 잘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특정 고도에서 상

당한 크기(4 m/s이상)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4월 16일 12 UTC사례에서 고도 4,500~5,000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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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series of the difference between Rawinsonde and Wind Profiler observations of zonal (U:solid line)
and meridional (V:dotted line) winds observed at the level of 2,000 m for April 2016 at Buk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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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6 m/s이상의 U성분의 풍속 차이가 나타난다. 그

리고 7월 4일 12 UTC와 9월 9일 12 UTC에서도 각각 고

도 4,500 m와 4,000 m에서U 성분 풍속에 대하여 4.3 m/s

와 5.7 m/s의 상대적으로 큰 풍속 차이를 보인다. 6개의

강한 강수 사례 전체에 대한 RMSE는 낮은 고도와 비교

할 때 4 km이상의 고도에서 3~5 m/s로 보다 크다. 이

러한 높은 고도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강수에 의해

서 높은 고도로부터 오는 신호의 수신율이 낮아지고 이

로 인해 연직바람관측장비 관측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V성분 풍속의 비교에서는 7월

5일 12 UTC사례에서 비교적 낮은 고도인 2~3 km에서

5~7 m/s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강한 강수와

관련된 대기 운동의 큰 공간적 변동성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료의 부족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

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Table 9는 4개의 강설 사례에 대한 연직바람관측장비

와 레윈존데의 연직 바람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선정

된 사례들은 모두 시간 신적설이 1 cm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2월 28일 12 UTC사례는 비록 이 시간에 시간 신적

설이 관측되지 않았으나 전 시간에 1 cm의 시간 신적설

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1월 29일 12 UTC

1,500 m와 2월 28일 12 UTC 1,000 m에서 각각 4 m/s와

3.5 m/s의 비교적 큰 V성분 풍속 오차가 나타난다. 하

지만 그 외의 고도에서는 V성분 풍속의 차이가 대체로

북강릉 지점의 연직바람관측장비 바람자료와 레윈존데 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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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me series of vertical distribution of wind profiler measurements in the 3 events which have absolute errors more
than 5 m/s. For comparison, the vertical distributions of winds observed with rawinsonde are shown in the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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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rror (m/s) (Wind profiler-Rawinsonde) of (a) zonal velocity and (b) meridional velocity of wind during the 4 snowfall events
Altitude (m) 01.29.12 02.06.12 02.24.00 02.28.12 Bias RMSE

(a)
5000 -1.96
4500 1.79
4000 -0.07 -1.14 -0.60 0.81
3500 0.42 0.26 0.34 0.35
3000 0.06 0.26 2.60 0.97 1.51
2500 -0.16 -0.74 -0.71 -0.54 0.60
2000 -0.61 -1.17 -1.56 1.16 -0.55 1.17
1500 -1.47 -0.68 -0.39 -1.10 -0.91 1.00
1000 1.39 0.24 -1.01 1.06 0.42 1.02
500 -2.47

(b)
5000 0.92
4500 -0.17
4000 1.26 0.46 0.86 0.95
3500 -0.22 2.71 1.25 1.92
3000 -0.51 1.96 2.27 1.24 1.76
2500 -1.01 0.25 -0.78 -0.51 0.75
2000 -1.24 -1.26 -0.95 -0.35 -0.95 1.02
1500 -4.02 -0.23 -1.44 0.20 -1.37 2.14
1000 -1.28 -0.89 -0.50 -3.49 -1.54 1.93
500 -0.49

Table 8.  Error (m/s) (Wind profiler-Rawinsonde) of (a) zonal velocity and (b) meridional velocity of wind during the 6 events which
have precipitation amount more than 3.5 mm/hr

Altitude (m) 04.16.12 07.01.12 07.04.12 07.05.12 07.16.00 09.09.12 Bias RMSE
(a)

5000 -9.31 1.84 -2.06 3.43 3.14 2.46 -0.08 4.51
4500 -7.09 -1.15 -4.30 -2.39 1.45 3.37 -1.68 3.86
4000 -2.15 -0.51 -1.77 5.71 0.32 3.19
3500 -1.12 -0.37 2.69 2.70 0.97 1.99
3000 -0.97 0.93 -0.24 -3.88 -1.19 -0.23 -0.93 1.75
2500 1.72 -1.92 -3.68 0.19 -0.57 -0.71 -0.83 1.87
2000 -1.48 -1.11 -1.42 -0.79 -0.63 -2.47 -1.32 1.45
1500 -1.57 1.01 -0.92 -0.66 0.23 -0.38 0.98
1000 1.27 -0.20 0.51 1.55 -0.75 -0.13 0.38 0.90
500 -0.09 -0.66 -1.91 -0.73 -2.28 -1.43 -1.18 1.41

(b)
5000 -5.14 1.77 -2.60 2.46 -5.30 -3.55 -2.06 3.72
4500 -2.85 1.96 -4.18 -0.57 1.33 -1.53 -0.97 2.38
4000 1.24 2.35 3.40 -1.50 1.37 2.28
3500 3.42 2.39 3.41 -1.54 1.92 2.80
3000 3.33 1.24 0.57 6.46 0.48 -1.30 1.80 3.07
2500 -3.24 -1.44 1.49 5.33 1.81 -1.41 0.42 2.84
2000 -3.10 -2.14 -0.25 6.84 0.72 -1.77 0.05 3.28
1500 -1.54 -1.79 -0.23 2.34 -0.60 -0.36 1.51
1000 -2.68 -1.89 -0.28 -0.02 -1.25 -0.22 -1.06 1.44
500 -0.50 -4.31 -2.47 -0.43 -1.79 0.36 -1.52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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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s이하이다. 또한 고도에 관계없이U풍속 그리고

V성분 풍속의 전체 사례에 대한 RMSE는 거의 대부분

2 m/s이하로 낮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연

직바람관측장비의 바람 자료의 정확도는 겨울철 전체

기간보다 강설이 나타나는 사례에서 더 높다.

5. 결 론

북강릉은 고층관측이 이루어지는 지점 가운데 유일

하게 레윈존데, 연직바람관측장비 그리고 라디오미터

가 동시에 관측이 수행되는 지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강릉 지점의 레윈존데 바람 자료를 이용하여 연직바

람관측장비 자료의 정확도 조사와 오차 분석을 수행하

였다. 검증에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름철

짧은 기간 동안 검증된 것과 다르게 북강릉 지점에서 연

직바람관측장비와 레윈존데의 동시 관측이 이루어진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 약 1년 동안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계획정지 기간을 제외한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월별 관측률과 평균 최고관측고

도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내삽된 레윈존데와 연직바람

관측장비 자료의 바람 성분을 비교하였고 검증한 결과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일부 월과 특정고도에

서 오차와 바람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수 시 오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별 바람 오차를 비

교 분석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연직바람관측장비에서 어느 고도에

서라도 관측 자료가 존재할 경우 관측된 것으로 보고

월별 관측률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모든 월에서 95%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월별 평균 최고관측고도는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

으며, 12월에 약 2,130 m로 가장 낮았고 7월에 약 4,310

m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분포는 내삽된 연직바람관측

장비 자료에 대하여 월별 고도별 관측률을 조사하였을

때 1월과 7월에서 관측률이 약 50%인 고도와 대체로 일

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겨울철 2,000 m와 여름철

4,000 m에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자료의 약 90%가 상대습도가 더 높은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습도가 높을수록 난류가 커지고 그

에 따른 브래그 산란 및 후방산란 신호가 강해져 연직

바람관측장비의 관측률을 높인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월에 따른 고도별U성분 풍속의 오차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Bias의 절대값은 계절에 관계없이 대체로 1 m/s

이하로 나타났다. RMSE는 대부분 2 m/s이하이지만,

겨울철에서 2~3 m/s로 다른 계절에 비해 비교적 큰 오

차가 나타났다. V성분 풍속에 대한 오차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Bias절대값은 1 m/s이하, RMSE는 겨울철에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때 1월부터 5월에서 3,500~

4,000 m고도에 큰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연직바

람관측장비의 수신오류로 인해 관측된 약한 바람 자료

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상층에서

약 1 m/s이하의 약한 바람 자료를 제거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료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월 일부 구간에서 연직바람관측장비 자료에서

풍향의 급변으로 인해 큰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10월에

도 마찬가지로 큰 오차가 나타났으나 정확한 원인을 파

악하기 어려웠다.

강수 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5

mm/hr이상의 강한 강수 사례에서는 대부분 3 m/s이

하의 오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4,000 m이상의 고도에서

는 RMSE가 3~5 m/s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

한 오차값은 여름철 전체 오차값보다 크며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할 때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자료 활

용에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강설 사례에 대한 오

차는 약 2 m/s이하로 겨울철 전체 기간에 대한 오차보

다 작아 강설 시 자료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강수와 강설 시 연직바람관

측장비의 자료를 사용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강릉 지점의 레윈존데 자료를 이용

하여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하였고, 강수

시 오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여름철 풍속에

대하여대체로 1 m/s이하의Bias절대값과 2 m/s이하의

RMSE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Kim et al., 2015;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

2016)와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연직바람

관측장비 자료는 바람장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겨울철 강설 시 연직바람장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정확도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강우와 강설 사례에 대한 검증의 경우 사례 수

의 부족으로 인해 보편적인 사례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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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 다양한 사례를 추가하여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오차의 원인과 관련하

여 더 많은 자료와 사례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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