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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F 드 로 일러 이더의 펄스 해상도에 따른 
풍속의 정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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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상청에서 운용 인 드 로 일러는 층을 집  측하는 층 모드와 고층을 집  측하는 고층 모

드로 나 어 측한다. 북강릉과 창원에 설치된 LAP-3000 드 로 일러는 층 모드와 고층 모드의 샘 링 

주 수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 특징으로, 동일한 고도에서 두 모드로 측한 바람을 비교해볼 수 있다. 두 지

의 2020년 1년 동안 풍속을 분석한 결과, 두 모드의 상 성이 라디오존데와의 상 성보다 최  0.2 낮았다. 

두 모드의 풍속에 한 T-test 수행 결과는 온 , 비습이 변하는 구간 자주 나타나는 10월에 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기경계층의 발달 차이는 측 모드에 따라 풍속의 정확도에 향을 미친다. 

ABSTRACT

The wind profilers operat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observe in a low mode for intensive 

observation of the low levels and a high mode for intensive observation of the high levels. The LAP-3000 wind profiler 

installed in Bukgangneung and Changwon is characterized by the same sampling frequency of the low mode and the 

high mode, allowing to compare winds observed in both modes at the same altitud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ind 

speed of the two points for one year in 2020,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modes was up to 0.2 lower than the 

correlation with radiosonde. The T-test for the wind speed of the two modes showed a particular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ctober, where the temperature and specific humidity fluctuate frequently. The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affects the accuracy of the wind speed depending on the observ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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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드 로 일러는 연직바람 측장비로도 불리며, 라

디오존데, 라디오미터와 더불어 고층기상 측망을 구성

하는 주요 장비  하나이다. 기상청에서는 국 9개 지

에 드 로 일러를 설치하여 높은 시공간 해상도의 고

층기상 측망을 구축하여 일기 보에 활용하고 있다

[1][2]. 드 로 일러는 VHF, UHF 등 여러 주 수 

역에서 펄스 를 직  송수신하여 고층의 산란체 정보를 

수집하고 바람을 측한다[3]. Radio Acoustic Sounding 

Systems (RASS)라 불리는 온도 로 일을 산출하는 

장비와 복합 으로 운용되기도 한다[4].

드 로 일러는 두 가지 모드( 층 모드와 고층 모

드)로 측하는데, 업기 이나 연구자들은 으로 

다루는 주제에 따라 각각의 모드를 개별 으로 분석하거

나 두 가지를 합성하여 분석한다[5]. 북강릉과 창원에 설

치되어있는 LAP-3000 드 로 일러는 층 모드 150 

m 〜 1500 m, 고층 모드 1000 m 〜 5000 m의 연직 바람을 

10분마다 산출한다. 보통 층 모드보다 고층 모드의 고

도 해상도가 2배 낮지만, LAP-3000은 SIRP digital IF 

process를 통해 range gate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6]. 기상청에서는 층 모드, 고층 모드의 고도 해상도를 

50 m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바람 자료를 제공한다. 두 모

드의 측 방식 차이로 인해 같은 고도에서 측된 풍속

이라도 차이가 존재한다. 두 모드를 개별 으로 사용하거

나 합성해서 사용하기 해서 두 모드의 고도가 일치하는 

고도(북강릉 기 : 1000 m 〜 4000 m, 창원 기 : 750 

m 〜 4000 m)에서 산출된 풍속이 측 모드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드 로 일러 자료를 

이용한 기상 상 는 수치 보 분석을 해 매우 요

한 과정이다[7][8]. 따라서 두 모드의 측 고도가 일치하

는 고도에서 어떤 모드가 더 정확하게 바람을 측하는지 

악하기 해 일반 으로 측 장비나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할 때 참값으로 쓰는 라디오존데와 풍속을 비교한다

[9][10]. 

본 연구에서는 II. 연구 방법에서 드 로 일러와 라

디오존데 자료의 특징  장비 정보를 설명하고, 연구 방

법을 설명하 다. 그리고 III. 연구 결과에서 라디오존데

와 비교를 통한 고층 모드, 층 모드의 풍속 정확성을 

살펴보고 같은 고도에서 두 모드의 풍속이 다른 원인을 

분석하 다. 

Ⅱ. 연구 방법

2.1 측 자료 

북강릉과 창원에 설치된 독일 Scintec사의 LAP-3000 

드 로 일러 자료를 사용하 다. UHF 드 로 일

러로 연직, 동, 서, 남, 북 방향으로 빔을 방사하고 산란되

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한다. 이때 도 러 효과를 이용

하여 시선속도를 산출하고, 산출된 시선속도로 풍향, 풍

속을 계산한다. 측 고도와 해상도는 펄스 폭과 샘 링 

주 수, 펄스 반복 주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라디오존데는 Vaisala사의 RS41-SGP 제품으로 매  

마다 온도, 습도, 기압을 측정하며, 특히 바람은 GPS를 

통해 얼마나 이동했는지 계산하여 산출한다.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드 로 일러와 라디오존

데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지역은 드 로 일러와 라

디오존데 측을 함께 하고 있는 북강릉과 창원을 선정하

다. 연구 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 최근 1년을 선정하 다.

2.2 연구 방법 

드 로 일러 층 모드와 고층 모드의 정확성은 라

디오존데의 풍속을 기 으로 평가하 다. 두 자료 모두 

오류 자료는 제거하고 정상 자료만 사용하 다.라디오존

데는 12시간 간격으로 측하며, 매  비양 속도에 맞춰 

측정이 이루어지고, 드 로 일러는 10분 간격으로 

측하며, 50 m 간격으로 풍속을 산출한다. 따라서 시간해

상도는 라디오존데를 기 으로 맞추고, 공간해상도는 

드 로 일러 기 으로 맞춰 처리한 후 진행하 다. 

세 측 방법(고층 모드, 층 모드, 라디오존데)으로 

측정한 풍속의 정량  비교를 해 상 계수와 MBE 

(Mean Bias Error)를 산출하 다. 두 모드가 차이 나는 

원인을 시간 변동성, 공간 변동성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두 측 모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

아보기 해 T-test 분석을 수행하 다. T-test는 두 집

단의 평균을 이용하여 두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

가 유의미한지 평가하는 검정 방법이다. 귀무가설은 ‘두 

집단은 차이가 없다’로 두고 일반 으로 P-value가 0.05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채택, 0.05 이하면 귀무가설을 기각

하여 두 집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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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3.1 고층 모드와 층 모드 풍속 비교

층 모드 풍속(VL)과 고층 모드 풍속(VH)의 정확성을 

정량 으로 살펴보기 해 월별 풍속을 산포도로 나타내

었다. 그림 1의 북강릉 지  산포도를 보면, VH가 VL보다 

라디오존데 풍속(VR)과 상 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월, 4월, 7월, 10월을 제외한 달에

도 VH의 상 성이 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북강릉의 풍속 비교.
Fig. 1 Wind speed comparison at Bukgangneung.

창원도 VH가 VL보다 VR과의 상 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따라서 VR과 상 성이 높은 VH의 풍속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VH와 VL의 상 성이 7월을 제외

하면 VR과의 상 성보다 상 으로 낮고, 산포도 형태

가 일자형이 아닌 타원형으로 두 자료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두 지  모두 10월의 상 성이 다른 달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창원의 풍속 비교.
Fig. 2 Wind speed comparison at Changwon.

MBE를 나타낸 로 일에서도 VH와 VL의 차이가 보

다(그림 3, 그림 4). 북강릉, 창원 두 지  모두 10월을 

제외한  기간에 해 고층 모드와 층 모드의 측 

고도가 일치하는 곳에서 고층 모드의 MBE 값이 0에 수렴

하고 변동도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검은색 선과 실선이 

10월을 제외하고는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VH와 VR

이 유사하며, VL의 변동으로 인해 이러한 로 일이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편차가 큰 타원형의 산포도

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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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북강릉 MBE 로 일.
Fig. 3 MBE profile at Bukgangneung.

그림 4. 창원 MBE 로 일.
Fig. 4 MBE profile at Changwon.

이 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측 시간의 차이다. 일반 으로 드

로 일러는 층 모드 측 후 고층 모드로 측하기 때

문에 두 모드 간 약 5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드 로 일러는 균질한 기를 가정하고 측하므로 

이 시간 차이는 큰 향이 없지만, 갑작스러운 기 변동

에 의해 풍속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측 방식의 차이다.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같

은 샘 링 표본 에 해 고층 모드가 넓은 범 에서 더 

많은 에코를 받기 때문에 변동이 을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시간 변동, 공간 변동 두 가지로 나눠 원인을 분석하

다. 

3.2 시간  공간 변동성 검사

시간 변동성 확인을 해 비교 시각의 10분  측의 

층 모드 풍속(VL-10)과 VL의 풍속을 비교하고, 이  시

간 의 고층 모드 풍속(VH-10)과 VH를 비교하여 상 성을 

조사하 다(그림 5, 그림 6). 북강릉, 창원 지  모두 VH-10 

: VH의 상 계수가 부분 0.9 이상으로 상 성이 높게 

나타났고, VL-10 : VL의 상 계수도 부분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풍속 차이는 은 것을 보아 갑작

스런 기 변동에 의한 풍속 차이는 아님을 확인하 다.

그림 5. 북강릉 12월의 시간 변동 검사.
Fig. 5 Time variability test in December at 

Bukgangneung.

그림 6. 창원 12월의 시간 변동 검사.
Fig. 6 Time variability test in December at 

Changwon.

측 방식에 의한 차이인지 밝히기 해 T-test를 수

행하 다. 고도별로  기간에 한 층 모드와 고층 모

드의 T-test를 수행하 다. 먼  F-검정을 통해 두 집단

의 분산이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 악 후 등분산 

T-test와 이분산 T-test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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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의 결과를 보면 북강릉보다 창원의 귀무가설 기

각률이 높으며, 두 지  모두 최  측 고도인 1000 m와 

750 m에서 기각률이 높았다. 이론 으로 가능한 자료 수

집 고도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상이다. 한, 두 지  

모두 10월에 기각률이 높았으며, 이는 앞서 10월이 다른 

측 기간에 비해 상 성이 낮았던 것과 연 이 있다. 특

히 1.5 km ∼ 2.5 km의 층에서 기각률이 높았는데, 이는 

기경계층의 상한 역으로 연직 공간 변동성이 커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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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북강릉(검정), 창원(빗 )의 VH 과 VL의 
T-test 결과(귀무가설 기각역만 표시).

Fig. 7 T-test result (exclusion of null hypothesis) of 
VH and VL at Bukgangneung (Black) and Changwon 

(Hatching).

온 , 비습 로 일을 통해 온 와 비습이 변하는 

고도에서 기경계층 고도를 결정할 수 있다. 기경계층 

발달이 풍속의 정확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을 해 기각

률이 가장 낮은 8월과 가장 높은 10월의 온 와 비습 로

일을 비교하 다(그림 8과 그림 9). 8월의 비습은 변

하는 구간이 종종 나타나지만 온 는 변하는 구간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10월은 1 km ∼ 3 km 

부근에서 온 와 비습이 동시에 변하는 구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10월에 공간 변동성

으로 인하여 두 모드의 풍속 차이가 설명될 수 있다.

공간 변동성으로 인해 두 모드의 풍속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층 모드와 고층 모드의 측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층 모드와 고층 모드는 서로 펄스 폭을 달리하여 

펄스 해상도와 최  측 고도를 조 하거나 펄스 반복 

주기를 달리하여 조 한다.

그림 8. 북강릉 8월( )과 10월(아래)의 온 (실선)와 
비습( 선) 연직 분포.

Fig. 8 Profiles of potential temperature (solid line) and 
specific humidity (dashed line) in August (Top) and 

October (bottom) at Buk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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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창원 8월( )과 10월(아래)의 온 (실선)와 
비습( 선) 연직 분포.

Fig. 9 Profiles of potential temperature (solid line) and 
specific humidity (dashed line) in August (Top) and 

October (bottom) at Changwon.

그림 10. 층 모드와 고층 모드의 신호 수신.
Fig. 10 Signal reception in low mode and high 

mode.

북강릉과 창원에 설치된 드 로 일러는 자의 방

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모드의 펄스 해상도는 층 모

드 400 ns, 고층 모드 1,000 ns로 다르지만 샘 링 간격을 

같게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펄스 해상도는 펄스 폭(τ)

과의 계 cτ/2와 같으므로, 층 모드의 펄스 해상도는 

고층 모드 펄스 해상도의 2.5배가 되고, 고층 모드에서의 

펄스 해상도는 150 m, 층 모드는 60 m이다. 따라서 같

은 샘 링 표본 에서 스캔되는 공간의 범 는 고층 모드

가 더 크다(그림 10). 

북강릉과 창원의 드 로 일러에서 50 m로 고정한 

자료 수집 구간(gate)의 풍속은 스캔한 에코를 분하고 

평균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따라서 고도 해상도를 

50 m로 같게 설정하더라도 고층 모드는 상 으로 큰 

펄스 해상도의 범 에서 분 평균하는 에코가 많아서 

공간 변동성에 둔감하고, 층 모드는 상 으로 작은 

펄스 해상도 범 에서 분 평균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에도 민감하여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IV. 결 론 

북강릉과 창원에 설치된 드 로 일러의 층 모드, 

고층 모드 풍속을 분석하 다. 라디오존데와의 상 계수

보다 두 모드 간의 상 계수 값이 최  0.2 가량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MBE 로 일을 통해 층 모드의 변

동성에 의한 것을 확인하 다. 드 로 일러의 층 모

드와 고층 모드의 10분 간격 풍속에 한 상 계수는 0.9 

이상으로 높고, 고도별 T-test에서 1.5 km ∼ 2.5 km에서 

풍속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시간 변동성은 없고 공

간 변동성이 부각되었다. 기경계층이 뚜렷하게 발달하

는 10월에 온 와 비습이 변하는 1 km ∼ 3 km에서 

두 모드의 풍속이 차이를 보 다. 수치 보와 같이 작은 

값에도 민감한 분야에 드 로 일러 자료를 활용할 경

우, 두 모드의 측 방식에 의한 정확도 차이를 인지하고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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