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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access the accuracy of the gridded daily Advanced Scatterometer (hereafter
DASCAT) ocean surface wind data in the surrounding of Korea, the DASCAT was compared with the
wind data from buoys. In addition, the reanalysis data for wind at 10 m provided by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 hereafter ECMWF),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and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EP/NCAR, hereafter NCEP), Modern Era
Retrospective-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2 (MERRA-2, hereafter MERRA)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RMSE of DASCAT for the actual wind speed is about 3 m/s. The zonal
components of wind of buoys and the DASCAT have strong correlation more than 0.8 and the meridional
components of wind them have lower correlation than that of zonal wind and are the lowest in the Yellow
Sea (r=0.7). When the actual wind speed is below 10 m/s, the EMCWF has the highest accuracy, followed
by DASCAT, MERRA, and NCEP. However, under the wind speed more than 10 m/s, DASCAT shows
the highest accuracy. In the nature of error according to the wind direction, when the zonal wind is strong,
all dataset has the error of more than 70° on the average. On the other hand, the RMSE of wind direction
was recorded 50° under the strong meridional winds. ECMWF shows the highest accuracy in these results.
The RMSE of the wind speed according to the wind direction varied depending on the actual wind
direction. Especially, MERRA has the highest RMSE under the westerly and southerly wind condition,
while the NCEP has the highest RMSE under the easterly and northerly wind condition.
Key Words : Surface wind, Accuracy, DASCAT, Reanalysis Data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Advanced Scatterometer(ASCAT) 해상풍 격자 자료(Daily Advanced

Scatterometer, DASCAT)의 정확성을 평가하고자 우리나라 주변 해양관측부이 자료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ECMWF, 이하 ECMWF), National Cente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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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의 기상과 기후 시스템은 크게 대기와 해양에 의

해 대부분 주도되며 지구 표면의 약 70%에 걸쳐 상호

작용하며 지구의 대기 및 에너지 순환을 직접 조절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바람 및 대기-해양 플

럭스에 대한 고해상도의 자료가 요구되어 왔다(Curry et

al., 2004; Bentamy and Fillon, 2012). 그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1990년대 이후로 NSCAT, QuikSCAT과 같은 위성

산란계(scatterometer)를 이용한 해상풍 관측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같은 산란계를 통해 획득된 해

상풍(ocean surface wind) 자료는 전 지구적 해양 순환,

열 플럭스(heat flux)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파고(wave

height), 연안 용승(coastal upwelling)과 같은 해양 연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어 왔고, 전구 및 지역 모델

(Bentamy et al., 2002)의 기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상

당한 가치를 지닌다.

최근 위성 산란계인QuikSCAT이 종료되기 3년 전인

2006년 10월에 발사된 유럽의EUMETSAT Polar System

(EPS) 에 운용하는Meteorological Operational Satellite-A

(MetOp-A)에 탑재된Advanced Scatterometer(ASCAT)은

5.255 GHz(C-band)의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산란계로

(Naeimi et al., 2009), 일반적으로 800 km의 고도에서

98.59°의 궤도기울기(inclination)로 101분의 공전주기를

가지고 지구 주위를 돈다. 또한 29일의 반복 주기(repeat

cycle)를 가지며 위성 경로의 좌우로 약 700 km이격되

어 있는 약 550 km의 관측폭(swath)을 가진다(Bentamy

and Fillon, 2012). MetOP-A를 뒤이어 2012년 9월, MetOp-

A과 동일한 ASCAT을 탑재한 MetOp-B가 현재까지 운

용되고 있으며 세번째MetOp-C가 2018년 발사 계획에

있다.

일반적으로 ASCAT은 양측으로 1100 km관측폭을

지니며 일별 관측 범위는 전 해양 영역의 약 82%이다

(Wagner et al., 2013). 이는 일별 관측 범위가 약 90%인

QuikSCAT(관측폭: 1800 km)에 비하여 다소 좁은 편이

며 결측 영역은 적도에서 가장 크다(Wagner et al., 2013).

또한 극 궤도 위성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시간 간격으

로 제공되지 않으며 양반구의 위도 40°를 기준으로 고

위도 지역은 적어도 하루에 한번 이상의 관측이 수행되

지만 저위도 지역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샘플

방식(sampling scheme)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

화하고 일정한 시공간 격자를 가진 해상풍장을 산출하

기 위하여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이하 ECMWF)에서 제공하는 ERA-Interim

10-m해상풍 자료를 보조 정보(auxiliary information)로

사용하여 일별 ASCAT 바람장 자료(Daily Advanced

Scatterometer, 이하DASCAT)가 산출되었으며(Bentamy

and Fillon, 2012), 이러한 격자 자료는 전 지구적으로 분

포되어 있는 부이관측 바람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평균

적으로 약 1.50 m/s와 20°의 풍속 및 풍향의 RMSE가 발

생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Verhoef and Stoffelen,

2009; Bentamy and Fill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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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ediction and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NCEP/NCAR, 이하 NCEP), Modern Era

Retrospective-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2(MERRA-2, 이하MERRA)에서 제공하는 10-m 해상풍 재분석

자료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DASCAT은 전반적으로 실제 풍속(해양관측부이)

에 비하여 약 3 m/s의 RMSE를 나타내며 상관 관계는 동서 바람 성분의 경우 전 지역 0.8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만 남북 바람 성분에 대한 상관성은 서해에서 0.7이하로 낮게 나타난다. 실제 풍속이 10 m/s 이하로 불 때

풍속에 대한 가장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은 ECMWF이며DASCAT, MERRA, NCEP 순이다. 하지만 10 m/s

이상의 실제 풍속에서는DASCAT이 가장 높은 정확성을 나타낸다. 풍향에 따른 오차 특성은 실제 바람이 동서

방향으로 불 때 70°이상의 풍향에 대한 오차가 모든 자료에서 발생하며 남북 성분의 바람이 강화될 때 약 50°수

준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ECMWF가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 풍향에 따른 풍속의 오차 수준

은 실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풍속에 대한 정확성 수준이 변화한다. 특히, 서풍 및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풍속에 대한 RMSE가 큰 자료는MERRA이지만 동풍 및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는NCEP이 가장 큰 RMS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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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CAT해상풍 자료가 산출된 이후, 해양관측부이

를 이용한 추가적인 검증이 수행된 바 있다(Bentamy

and Fillon, 2015; Sivareddy et al., 2013). Bentamy and Fillon

(2015)는 프랑스와 영국 외해 UKMET-Office와Meteo-

France(MFUK)에서 운용하는 해양관측부이와 미국 연

안을따라계류된NationalData BuoyCenter(이하NDBC)

해양관측부이를 포함하여 적도태평양의 Tropical

AtmosphereOcean(이하TAO)와대서양의 Prediction and

Researched Moored Array in the Atlantic(이하 PIRATA)

등의 자료를 DASCAT해상풍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그 결과, DASCAT풍속과의 상관 계수는

MFUK는 0.89, NDBC는 0.88 그리고 TAO및 PIRATA

와는 0.87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RMSE의 경우 2 m/s

이하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검증에 사용된 해양관측부

이의 경우 대부분 대서양이나 동태평양 연안과 적도 지

방에 중점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의 비교 검증은 아직 수행된 바가 없다. DASCAT은 추

가적으로 ECMWF의 해상풍 자료와 비교 및 검증이 수

행되었으며 풍속의 경우 상관계수 0.92로 높게 나타났

으며, 동서바람 성분은 0.96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남

북바람 성분은 0.92로 동서바람 성분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대체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지역적인 DASCAT의 자료 검증은 Sivareddy et al.

(2013)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열대 인도양(tropical

Indian Ocean)에서 QuikSCAT해상풍 자료 및 African-

Asian-AustralianMonsoon Analysis and Prediction(RAMA)

에서제공하는해양관측부이자료와의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DASCAT과 QuikSCAT의 해상풍 공간분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풍속과 풍향면에서 잘 일치한다

고 제시하였으며, RAMA해상관측부이와의 비교를 통

해 DASCAT이 QuikSCAT보다도 우기 및 5m/s이하의

저풍속 시기에 해상풍의 변동성을 잘 표현한다고 나타

냈다. 또한 RAMA부이와 DASCAT의 RMSE의 경우 동

서바람성분은 1.4 m/s, 남북바람성분은 1.6 m/s를나타

내며, 이는 QuikSCAT(동서 성분: 2.7 m/s, 남북 성분: 2.0

m/s)보다도낮은수준으로열대인도양에서DASCAT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언급된 사전 연구들에서DASCAT의 높은 정확

성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해양관측부이들

이 적도를 중심, 혹은 미국 연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운용되고 있

는 해양관측부이를 이용하여 DASCAT자료의 정확성

평가하고 해상풍에 대한 대표적인 재분석 자료들과 비

교 및 분석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자료 및 방법

1) 위성 기반 해상풍 격자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상풍 자료인DASCAT은 기상

요소의 관측치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산출하는 방식인 객관분석(objective analysis)을 통

해 ASCAT자료로부터 재구성된 전 지구 일별 해상풍

격자 자료이다. 이와 같은 분석에는 ECMWF에서 제공

하는 재분석 기상 자료를 보조자료로 사용되었으며,

2007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MetOp-AASCAT자료

(0.25°)와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MetOp-B ASCAT

자료(12.5 km)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격자별 해상풍을 산

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ascending과 descending자료

모두 이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산출된 해상풍 일별 격

자 자료는 0.25°의 공간해상도로 제공된다. 해당 자료는

Institut Franç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IFREMER)의 웹사이트(ftp://ftp.ifremer.fr/ifremer/

cersat/products/gridded/MWF/L3/ASCAT/Daily/)와

International Pacific Research Center(IPRC)에서 주관하는

Asia-Pacific Data Research Center(APDRC)의 웹사이트

(http://apdrc.soest.hawaii.edu)에서 제공하고 있다.

2) 재분석 자료

해양관측부이와의 비교 이전에 DASCAT자료와 다

른 재분석 자료 간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비교

에는 ECMWF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분석 자료인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and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NCEP/NCAR, 이 하

NCEP), Modern Era Retrospective-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2(MERRA-2, 이하 MERRA)의 해상풍

자료가 사용되었다. ECMWF는 6시간 간격으로 바람

의 동-서 성분과 남-북 성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 해

상도는 0.125°~3°이다. NCEP의 공간해상도는 2.5°이며,

MERRA의 공간해상도는 동-서 방향으로 0.625°,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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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0.5°이다. 모든 재분석 자료는 DASCAT과 동

일하게 일별 합성장으로 산출되었으며, 공간 일치성을

위해 DASCAT의 공간해상도인 0.25°로 선형보간되어

사용되었다.

3) 해양관측부이

본 연구에서 DASCAT해상풍 자료의 검증을 위해

사용된 실측 자료는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이하 KMA)과 국립해양조사원(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이하 KHOA)

에서 운용 중인 해양기상관측부이에서 획득되었다

(Fig. 1). KMA해양관측부이는 1996년 서해 덕적도, 칠

발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풍향과 풍속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매

정시 전 10분 동안 매 1초 간격으로 3초간 획득된 3개의

자료를 1초 간격으로 이동 평균하여 순간 풍향/풍속을

600개 산출하고 벡터 평균한 값이다(해양기상월보,

2017). 또한, KHOA해양부이는 풍향 및 풍속을 관측하

지 않는 부이를 제외하고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KHOA의 해양부이 자료는 총 2번의 품질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1차 품질과정에서는 시간, 위치, 값의 범위

등을 이용하여 오류를 확실히 판별하며 오류가 의심되

는 관측 값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으로 일정 범위를 벗

어나거나 전년도 동월에 계산된 표준편차의 정수 배 범

위를 벗어나는 값에 대하여 플래그를 부여한다. 2차 품

질과정에서는 1차 품질 처리를 바탕으로 자료를 제외

하고 일 단위 표준편차의 정수배 범위내의 통계값으로

자료 보정을 수행한다. KMA와 KHOA에서 운영하는

해양부이들 중, DASCAT의 자료 기간인 2007년 4월부

터 2017년 7월에 내에 운영되지 않는 부이의 자료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항구 및 해수욕장에 인접

하게 위치한 부이의 자료의 경우DASCAT이 육상 마스

킹이 되어 있어 일치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14개의 KMA부이

와 4개의 KHOA부이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각 부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해양관측부이의 해상풍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높이에 설치된 장비로 측정된다(Table 1). KMA부이의

경우 대부분의 풍속 관측 센서는 3.5~4.0 m의 고도에 설

치되어 있으며 KHOA부이는 동일하게 4 m상에 위치

해 있다. 또한 풍향 센서의 위치 또한 풍속 센서와는 다

른 고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4 m상에서 운용된

다. 일반적인 해상풍 고도인 10 m에서의 위성 기반 해

상풍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고도

(10 m)의 바람 자료로 변환되어 사용되어야만 한다

(Mears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eong et al.(2008)

이 이용한 10 m고도의 해상풍 변환식을 사용하여 표준

고도로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De Rooy et al., 2004; Oh

and Ha, 2005; Jeong et al., 2008).

                          U10 = UH                            (1)

여기서 U10은 10 m고도에서의풍속을의미하고 UH는

관측 고도 H에서의 풍속을 의미한다. z0는 풍속이 0이

되는 고도인 거칠기 길이(roughness length)를 의미한다.

Eq. 1은 대기의 안정도를 중립상태(neutral stability)로 가

정하여 안정도 함수를 0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다

(Oh and Ha, 2008). Stull(1988)에 따르면 거칠기 길이는

바다로 바람이 부는 연안에서의 거칠기 길이를 10-3 m,

ln(10/z0)
ln(H/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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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gray
dots indicate the grids of DASCAT. The red and blue
dots show the buoy station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respectively.

05박진구(213~225)(fig.1~7)ok.qxp_원격탐사34-2-1(정규논문)  2018. 4. 26.  오전 9:26  페이지 216



잔잔한 외해의 거칠기 길이를 10-4 m가 적합하다. 이어

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중심으로 수행된 Oh and Ha

(2005)와 Jeong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중간값

인 5×10-4 m가 거칠기 길이로서 적용되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대부분의 부이가 연안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연

안의거칠기길이값인 10-3 m를적용하였으며KMA에서

운용되는 울릉도 부이와 KHOA에서 운용되는 남제주,

북동 및 북서 울릉도 지역의 부이에는Oh and Ha(2008)

과 Jeong et al.(2008)에서 사용된 거칠기 길이 값을 적용

하였다.

3.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종관 규모의 해상풍 분포에 대한 특성

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역(20~55°N,

115~150°E)에서DASCAT과 ECMWF, NCEP, MERRA

간의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역

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관측부이를 이용하여 DASCAT

과 다른 재분석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1) 재분석장과의 비교

해양 부이 관측 자료와의 비교에 앞서DASCAT과 각

각의 재분석 자료(ECMWF, NCEP, MERRA)의 비교 결

과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에는 2007년 4월 1일부

터 2017년 7월 31일의 일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모든

자료는 DASCAT이 보유한 해상도와 일치하도록 보간

되어 사용되었다. 그 결과, 148×148의 공간 격자와 3775

개의 시간 격자로 구성되었다. 총 82,687,600개의 상당

한 샘플 개수로 인해 처리 과정이 더디어지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을 통해

약 10%의 표본 만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영역

은 해양관측부이를 포괄하는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종관 규모의 해상풍장 특성차를 볼 수 있도록 동

아시아 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경도

115~150°E, 위도 22~55°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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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the observational buoys

No. Organization Seas Station
Location Sensor Altitude (m)

Data period
Percent 
of gap 
[%]Latitude Longitude Wind 

speed
Wind

direction
1 KMA YS Deokjeokdo (DJ) 37°14′10″N 126°01′08″E 3.6 4.3 Jul. 1996 ~ present 11.0
2 KMA YS Oeyeondo (OY) 36°15′00″N 125°45′00″E 3.6 4.3 Oct. 2009 ~ present 18.3
3 KMA YS Incheon (IC) 37°05′30″N 125°25′44″E 3.6 4.3 Dec. 2015 ~ present 40.1
4 KMA YS Chilbaldo (CB) 34°47′36″N 125°46′37″E 3.6 4.3 Jul. 1996 ~ present 10.2
5 KMA YS Buan (BA) 35°39′31″N 125°48′50″E 3.6 4.3 Dec. 2015 ~ present 40.3
6 KMA SS Marado (MR) 33°05′00″N 126°02′00″E 3.9 4.4 Nov. 2015 ~ present 32.3
7 KMA SS Geomundo (GM) 34°00′05″N 127°30′05″E 3.6 4.3 May. 1997 ~ present 15.0
8 KMA SS Chujado (CJ) 33°47′37″N 126°08′28″E 3.6 4.3 Jun. 2014 ~ present 13.6
9 KMA SS Tongyeong (TY) 34°23′30″N 128°13′30″E 3.6 4.3 Dec. 2015 ~ present 39.8
10 KMA ES Pohang (PH) 36°21′00″N 129°47′00″E 3.9 4.4 Nov. 2008 ~ present 25.3
11 KMA ES Ulsan (US) 35°20′43″N 129°50′29″E 3.9 4.4 Dec. 2015 ~ present 41.1
12 KMA ES Uljin (UJ) 36°54′25″N 129°52′28″E 3.9 4.4 Dec. 2015 ~ present 38.3
13 KMA ES Ulleungdo (UL) 37°27′20″N 131°06′52″E 3.9 4.4 Dec. 2011 ~ present 19.8
14 KMA ES Donghae (DH) 37°28′50″N 129°57′00″E 3.9 4.4 Apr. 2001 ~ present 13.6

15 KHOA SS Eastern South Sea
(ESS) 34°13′21″N 128°25′08″E 4.0 4.0 Sep. 2012 ~ present 22.7

16 KHOA SS Southern Jeju (SJ) 32°05′25″N 126°57′57″E 4.0 4.0 Nov. 2012 ~ present 63.9

17 KHOA ES North-Western
Ulleungdo (NWU) 37°44′34″N 130°36′04″E 4.0 4.0 Nov. 2012 ~ present 33.8

18 KHOA ES North-Eastern
Ulleungdo (NEU) 38°00′26″N 131°33′09″E 4.0 4.0 Nov. 2012 ~ present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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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DASCAT과 ECMWF, NCEP, MERRA사이

의 밀도산점도(density scatter-plot)를 제시한 것이다.

DASCAT과 ECMWF간의 동서 바람 성분 관계(Fig. 2a)

는 DASCAT이 서풍 계열(U-wind>0)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동풍 계열

(U-wind<0)일 때 DASCAT이 ECMWF에 비해 낮게 나

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남북 바람 성분에서도 동일 하

게 나타나며 NCEP, MERRA와의 비교 결과에서 나타

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DASCAT과 ECMWF사이의

동서 바람 성분에 대한 상관성은 0.84로 남북 바람 성분

의 0.91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ECMWF와는 달리

DASCAT과NCEP, MERRA간의관계에서는오히려동

서 바람 성분에 대한 상관성(NCEP: 0.90, MERRA: 0.77)

이 남북 바람 성분에 대한 상관성(NCEP: 0.88, MERRA:

0.72) 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NCEP은 동서 바람 성분의

상관성이 0.90으로 다른 재분석자료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북 바람 성분에 대한 상관성은 ECMWF

가 가장 높은 0.91을나타내고 있다. MERRA는 다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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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zonal (left panel) and meridional (right panel) wind
components of DASCAT with ECMWF (top), NCEP (middle), and MERRA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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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는데,

동서 및 남북 바람 성분에 대한DASCAT과의 상관성은

각각 0.77, 0.72이다. DASCAT과MERRA와의 관계 분석

에서 R2 또한 다른 재분석 자료들에 비하여 가장 낮으며

(동서 성분: 0.59, 남북 성분: 0.52), 동서 바람 성분에 대

한 상관성이 높은(r=0.90) NCEP과의 관계에서 R2(0.82)

는 오히려 상관성이 0.84로 상대적으로 낮은 ECMWF

의 R2(0.87)에 비하여 약간 낮게 나타난다. 이는 동서 바

람 성분의 변화에 대한 특성은NCEP이 잘 모사하는 편

이지만 절대적인 수치의 차이는 ECMWF보다 더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바람 성분은 ECMWF(r=0.91,

R2=0.85)가 NCEP(r=0.88, R2=0.79)에 비하여 월등히 잘

모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ASCAT과 다른 재

분석 자료와의 관계에서 높은 밀도를 나타내는 샘플의

분포가 동서 바람 성분은 대체로 0을 중심으로 대칭적

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남북 바람 성분은 0을 기점

으로 양의 방향으로 약간 편향됨을 볼 수 있다. 이는 결

국 남북 바람 성분의 풍속 ±5 m/s이내에서 남풍 계열

의 경우 유사하게 모사하고 있지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경우 반대의 경우보다 오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DASCAT과 ECMWF, NCEP, MERRA 간의 공간적

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자료 간의 풍

속의 차이와 풍향의 편향되는 정도를 2007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전체 평균장과 여름철 및 겨울철 평

균장으로 나타냈다. 총 10년간 자료 간의 차이에 대한

평균장은 북위 30°를 기점으로 남쪽에서는DASCAT이

ECMWF, NCEP, MERRA에 비해 높은 풍속으로 나타

나며 이북으로는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난다(Fig. 3a, 3b

& 3c). 특히 DASCAT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만 해

협(Taiwan Strait, TS; 동경 120°, 북위 24°부근)과 대부분

의 연안을 들 수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의 전 기간 해상

풍 편차는 세 자료 모두 DASCAT이 북풍 계열을 더 크

게 모사한다. 반대로DASCAT이 낮은 풍속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역은 대부분의 외양지역으로 북위 30°이북

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동해(East Sea, ES)와

남일본해(Southern Japan Sea, SJS) 그리고 오호츠크해

(Sea of Okhotsk, SO)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연

안의 경우, 우리나라 동해 연안과 연해주 연안을 따라

DASCAT이 더 큰 풍속으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북위

30°이북에서 DASCAT의 편향된 풍향이 남풍 계열이

보다 우세하지만 연해주 연안에서는 북풍 계열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들

(동해, 서해, 남해)은 ECMWF와의 편차가 가장 적게 나

타나고 있으며NCEP과MERRA는 서해에서DASCAT

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남해는DACAT과NCEP

의 풍속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동해는 세 자료 모

두 DASCAT이 풍속이 낮게 모사되지만 편차의 정도는

ECMWF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 차이는 특

히 여름철(Fig. 3d, 3e & 3f) 보다 겨울철에 크게 나타난다

(Fig. 3g, 3h, 3i). 일반적으로 연안을 따라 겨울철 풍속차

가 여름철 풍속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겨

울철에는 러시아 및 일본 전 연안을 따라 DASCAT의

풍속이 강하게 모사되며 풍향의 잔차 성분도 북서풍 계

열이 우세하다. 러시아 연안에서 대표적으로 풍속의 편

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VVO)을 들 수 있는데, 10월에 북풍이 블라디보스톡 근

처의 산악 지형을 지나 11월부터 풍속이 8 ms-1으로 시

작하여 12월에는 약 10 ms-1까지 증가하여 1월에 가장

차갑고 강하게 나타나며 2월까지 최저 풍속 8 ms-1을 유

지한다(Kim et al., 2002; Dorman et al., 2004). 이러한 강한

바람에서 특히 DASCAT과 재분석 자료들의 풍속 차가

상대적으로 2 ms-1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며 풍향의 편차

는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대만 해

협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 서해(Yellow

Sea, YS)에서 DASCAT과 ECMWF, NCEP, MERRA의

편차는 동서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에 근접한 부

분은 DASCAT이 크게 모사되며 한반도에 근접한 해역

은DASCAT이 다른 재분석 해상풍 자료에 비하여 낮은

풍속으로 나타난다. 동중국해(East China Sea, ECS)와 남

해는 여름철 ECMWF에 비해서 DASCAT의 풍속은 크

게 나타나며NCEP에 비해서는 낮게, 그리고MERRA와

는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동해는 DASCAT이 ECMWF

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풍속을 모사하며 NCEP과

MERRA와의 관계에서는 울릉도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DASCAT이 낮은 풍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

된다. 여름철의 풍향의 잔차는 대부분 서풍 계열로 나

타나고 있다. 겨울철은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

부분 연안 지역에서DASCAT이 다른 재분석 자료에 비

하여 매우 강한 풍속을 나타낸다. 특히 북서풍 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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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더 크게 모사하고 있으며 이는 연안 지역에서

DASCAT이 과대 평가 된다는 Bentamy and Fillon(2012)

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차이는 전선 혹은 강한

바람 구배장이 형성되는 곳에서 대기학적 요인에 의해

기인된다(Bentamy and Fillon, 2012).

2) DASCAT 평가

DASCAT해상풍 자료는 연안 주변에서 과대평가 되

는경향이있기때문에(Bentamy and Fillon, 2012), 이자료

를 연안 주변에서 사용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180곳의 해양관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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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 difference of winds between DASCAT and reanalysis datasets (ECMWF: top, NCEP: middle, MERRA: bottom)
during total period (left panel), summer (middle panel) and winter season (right panel). The background colors mean
the difference of wind speed, and the vectors indicate the residual w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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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DASCAT

해상풍 자료의 정확성 평가와 더불어 사용 가능성 판단

및 정확성 개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해양부이와 일치

점 상의 DASCAT및 ECMWF해상풍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해양부이 위치를 포괄하는 격자 정보를 토대로

이중선형보간을 수행하여 각 기관에서 제시하는 부이

의 위치 상의 해상풍 자료를 추출하여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부이자료를 이용한 검증 결과

Fig. 4(a)는 Table 1에서 제시된 KMA및 KHOA의 해

양 관측 부이 자료를 이용해 표준 고도의 해상풍 자료

와 일치점의 DASCAT해상풍 자료와의 RMSE를 제시

한 것으로 동서 및 남북 바람 성분으로 분해하여 비교

수행하였다. KMA부이와의 비교 결과는 동서 바람 성

분의 경우 약 2.61 m/s의 RMSE를 나타내며 남북 바람

성분과의 RMSE는 동서 바람 성분과 유사하게 2.67 m/s

를 나타낸다. 반면, KHOA의 부이들과의 RMSE는 동서

바람 및 남북 바람 성분 모두 4.34 m/s의 수준을 나타내

며 특히, 동남해 부이(No. 15)와의 비교 결과는 동서, 남

북 바람성분 각각 6.51, 5.90 m/s로 가장 높은 RMSE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해역으로 구분하면 KMA부이

만으로 관측되고 있는 서해의 동서 바람 성분은 평균

2.32 m/s, 남북 바람 성분은 평균 2.52 m/s의RMSE를 보

여주고, 남해와 동해의 각각 동서 바람 성분과의 RMSE

는 2.90, 2.60 m/s이고 남북 바람 성분과의 RMSE는 2.67,

2.89 m/s으로 평균적으로 거의 유사하지만 동서 바람

성분과 남북 바람 성분 모두 서해가 상대적으로 약 0.3

m/s유의하지 않은 수준의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KHOA에서 운용하는 부이 자료와의

비교에서 남해에서의 RMSE는 동서 및 남북 바람 성분

에 대하여 각각 5.29, 5.40 m/s이며 동해의 동서바람 성

분은 3.38m/s, 남북 바람 성분은 3.29 m/s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KHOA의 부이와의 결과에서 남해에서의

비교 결과는 동해에서의 비교 결과에 비해 낮은 정확성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열대 인도양에서 수

행된 Sivareddy et al.(2013)에 의한DASCAT과 RAMA해

양관측부이와의 비교로 산출된 동서 및 남북 바람 성분

의 RMSE인 1.4, 1.6 m/s에 비하여 2배 정도의 오차를 나

타내며 KHOA의 부이의 경우 약 3배 이상의 오차를 보

여준다. Fig. 4(b)는DASCAT과 해양관측부이 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KMA해양관측부이와의 결과에

서 전체적인 상관성은 동서 바람 성분은 0.78, 남북 바람

성분은 0.84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록 풍

향이 고려되지 않은 풍속의 상관성이지만, Bentamy and

Fillon(2015)에의해제시된 0.87~0.89의수준과유사하다.

KHOA의 해양관측부이와의 상관성 결과는 동서 및 남

북 바람 성분 각각 0.59, 0.57이다. 특히, KHOA해양관

측부이는 남해에서 0.5 이하의 낮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

으며 동해의 경우 0.7 이하의 상관성을 보인다. KHOA

해양관측부이와의 비교 결과, 특히 남해의 결과는 다른

결과들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해의 해양

관측부이와 동일한 자료품질관리를 수행하였음을 감

안할 때 관측 센서 자체의 문제로 판단된다.

해양관측부이해상풍자료에대한DASCAT, ECMWF,

NCEP그리고MERRA의 해양관측부이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 5에 상관 계수 분포도를 제시하

였다. KHOA해양관측부이 결과를 제외하고, DAS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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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RMSE of zonal (blue) and meridional (red) wind
speed between the observational buoys and DASCAT.
(b) Correlation of zonal (circles) and meridional (squares)
wind components between the buoys and DASCAT.
The results are categorized by the buoy operating
organization and the seas (YS: Yellow Sea, SS: South
Sea, ES: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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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서 바람 성분에 대하여 남, 동해 모두 0.7 이상의 높

은 상관성을 보이지만 서해에서 0.7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Fig. 5a). 남북 바람 성분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0.7~0.8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Fig. 5b). 반면, ECMWF는 남북 바람 성분에 대

해서DASCAT과 비슷한 수준이지만(Fig. 5d), 동서 바람

성분에 대해서는 DASCAT보다 다소 높은 상관성을 나

타낸다(Fig. 5c). 이러한 특징은 특히 서해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나며 DASCAT이 평균적으로 0.6이상의 상관성

을 지닌 반면, ECMWF는 서해에서 0.7이상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이는 산란계가 관측한 해상풍 자료는 해양 표

면이 거칠어 질수록 후방산란(backscattering)이 증가하

게 되어 그 품질이 저하되는데(Portabella et al., 2012), 서

해는 특히 조석이 강한 지역으로 강한 조류에 의해 해양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되어 DASCAT의 낮은 상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Gemmirich and Garrett, 2012).

NCEP의 경우, DASCAT과 ECMWF에 비하여 전반적

으로 다소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Fig. 5e and 5f).

MERRA는 남해 및 동해에서 DASCAT과 유사한 수준

이지만 서해에서DASCAT에 비하여 약간 높은 상관 관

계를 보이며 이는 ECMWF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Fig. 5g and 5h).

(2) 풍속에 따른 오차 수준

풍속의 범위에 따른 오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2 m/s의

간격으로 설정된 영역에서 해양관측부이에서 관측된

풍속과 해당하는 시간의 DASCAT과 ECMWF, NCEP,

MERRA의 풍속에 대한 RMSE를 제시하였다(Fig. 6). 통

계학적인 관점에서 자료의 개수가 유의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14 m/s이상의 풍속은 함께 고려하였다. 평균적

으로 해양관측부이 자료와의 RMSE는DASCAT은 2.40

m/s, ECMWF는 2.25 m/s, NCEP과MERRA는각각 3.52,

2.73 m/s이다. 전체적으로 DASCAT, ECMWF, M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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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orrelation map of zonal (top) and meridional (bottom) winds of the observational buoys with DASCAT (a, b), ECMWF
(c, d), NCEP (e, f), and MERRA (g, h).

05박진구(213~225)(fig.1~7)ok.qxp_원격탐사34-2-1(정규논문)  2018. 4. 26.  오전 9:26  페이지 222



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NCEP은 4 m/s이상의 바람이 불

때 큰 오차를 나타낸다. NCEP을 제외하고, DASCAT은

ECMWF에 비하여 약 0.15 m/s의 오차를 더 포함하고

있으며MERRA에 비해서는 0.33 m/s높은 정확성을 지

니고있다. MERRA의경우모든풍속범위에서DASCAT

보다 높은 오차를 보이며, ECMWF는 10 m/s이하의 풍

속에서는 DASCAT에 비하여 더 높은 정확성을 보이지

만 10 m/s이상의 풍속에서는 DASCAT보다도 상대적

으로 낮은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다. 10 m/s이상의 풍속

이 발생할 때의 DASCAT의 평균 RMSE는 2.61 m/s로

ECMWF의 2.78 m/s보다 약 0.17 m/s의 오차가 개선되

었다. 그러나 10 m/s이하의 풍속은 전체 자료에서 약

96.4%를 차지할 만큼 강한 바람의 빈도는 높지 않으며

이는 결국 전반적으로 DASCAT이 ECMWF에 비하여

다소 실제 바람의 모사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3) 풍향에 대한 정확성 평가

실제 바람에 대한 풍향의 범위에 따른 오차 수준을

살펴 보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16 방위 체계에서 풍향

과 풍속에 대한 RMSE를 산출하였다. 평균적인 풍향에

대한 RMSE는 DASCAT이 61.02°, ECMWF가 50.19°,

NCEP이 71.21°, MERRA가 55.23°으로 ECMWF가 상대

적으로가장높은정확성을보였으며MERRA, DASCAT,

NCEP순으로 나타난다(Fig. 7a). DASCAT의 풍향 오차

61.02°는 ASCAT의 풍향 오차 범위인 20°의 약 3배에 해

당하며 ASCAT의 오차 특성을 규명한 Choi(2013)의 결

과와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DASCAT의 풍향에

대한 RMSE는 특히 동북동-동 계열의 바람이 불 때 가

장 큰 RMSE(약 76.56°)를 나타내며 다음으로 동남동-남

동(73.08°), 동-동남동(71.79°), 남-남남서(71.5°) 계열의

바람 순이다. 대체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풍향에

대한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풍 및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MERRA는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풍향의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는 ECMWF와 비슷한 수

준을 나타낸다. 오히려 서-북서 구간에서는 ECMWF보

다도 정확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동풍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MERRA는 DASCAT 보다

RMSE가 증가한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각 자료 간

의 RMSE차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풍향의 오차 특성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 풍향 범위 내에서의 풍속에 대한 RMSE는 전 방위

에 걸쳐DASCAT은 평균 2.39 m/s, ECMWF는 2.01 m/s,

NCEP은 2.59 m/s, MERRA는 2.95 m/s로, ECMWF가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이며 DASCAT, NCEP, MERRA

의 순으로 나타난다. DASCAT은 서북서-북서 계열의

바람이 불 때, RMSE가 3.11 m/s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ECMWF또한 서북서-북서 계열의 범위에서 2.30 m/s

로 가장 높으며NCEP과MERRA는 북북서-북, 서북서-

북서에서 각각 3.40, 3.33 m/s로 가장 높다. 모든 자료가

대부분 북서 계열의 바람이 불 때 풍속에 대한 오차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앞선 Fig. 3에서 겨울철

평균 바람장이 연안 지역에서 큰 오차를 나타내는 것과

연관된다. 결과적으로 풍향과 풍속에 대한 정확성 측면

에서 ECMWF가 가장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풍향에 대한 정확성은 NCEP이 가장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풍속에 대한 정확성은 바람의 방향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ASCAT 해상풍 격자 자료의 정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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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wind speed RMSE of DASCAT (blue), ECMWF (red),
NCEP (green), and MERRA (black) according to the
range of buoy wind speed.

Fig. 7.  RMSE of (a) wind direction and (b) wind speed according
to 16 wind directions with 22.5o interval (DASCAT: blue,
ECMWF: red, NCEP: green, MERRA: black).

05박진구(213~225)(fig.1~7)ok.qxp_원격탐사34-2-1(정규논문)  2018. 4. 26.  오전 9:26  페이지 223



4.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DASCAT의 해상

풍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고자 KMA와 KHOA

에서 운용하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관측부이 자료와 비

교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분석 해상풍 자료들(ECMWF,

NCEP, MERRA)와의상대적인오차특성을분석하였다.

DASCAT과 ECMWF간의 동서 및 남북 바람 성분에 대

한 RMSE는 각각 1.78 m/s와 1.84 m/s이며, 상관성은

0.84, 0.91로 나타났다. 이는 Bentamy et al.(2011)에서 제

시한 DASCAT의 전 지구 규모의 상관성인 0.92에 비하

여 다소 낮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몬순에 의한 북서풍

이 부는 겨울철에 전 연안에서 다소 과장되는DASCAT

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NCEP은 두

바람 성분에 대한 RMSE는 2.06 m/s, 2.16 m/s이며 상관

관계는 0.82, 0.79로 나타난다. 또한MERRA와의 RMSE

는 각각 3.77 m/s, 4.16 m/s, 상관 관계는 0.59, 0.52로,

DASCAT은 MERRA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NCEP,

ECMWF의 순으로 나타난다. KMA와KHOA의 해양관

측부이와의 비교에서 DASCAT은 RMSE가 동서 바람

성분은 평균 2.61 m/s(KMA), 4.34 m/s(KHOA)이며, 남

북 바람 성분은 2.67 m/s(KMA), 4.34 m/s(KHOA)로 나

타났으며 KHOA해양관측부이와의 RMSE는 KMA해

양관측부이와의 RMSE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난다.

KMA해양관측부이와의 상관성은 서해에서 남북 바람

성분에 한정적으로 0.7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

외의 지역에서는 0.8이상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이는

Bentamy and Fillon(2015)이 수행한 상관성 결과에 비하

여 약간 낮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관성은DASCAT이

ECMWF보다 떨어지는데 특히 서해에서 동서 바람 성

분이 ECMWF보다 낮은 상관성을 보여주며 남북 바람

성분은 약간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MERRA는 상관

성 측면에서 ECMWF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NCEP은 다른 재분석 장에 비하여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풍속의 정도에 따른 오차 특성은 10 m/s이하의

바람이 불 경우 DASCAT은 ECMWF보다는 해양관측

부이와의 상대적 오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다른 자료에

비해서는 대체로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 그러나 10 m/s

이상의 풍속에서는 DASCAT이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

인다. 실제 바람에서 동서 바람 성분이 강할 때(동풍 및

서풍 계열), 남북 바람 성분이 강할 때보다 다소 높은 풍

향 오차를 발생시킨다. 전반적으로 일정 풍향 범위 내

에서 가장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는 자료는 ECMWF이

며 DASCAT, MERRA, NCEP순이다. 일정 풍향 범위

내에서 풍속의 오차 특성은 실제 바람의 풍향에 따라 변

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서풍 및 남풍 계열의 바

람이 불 때 오차가 가장 큰 자료는 MERRA인 반면, 동

풍 및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는 NCEP이 가장 큰 오

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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