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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surface wind is an important variable in ocean-atmosphere interactions, leading to the changes in ocean

surface currents and circulation, mixed layers, and heat flux. With the development of satellite technology, sea-surface

winds data retrieved from scatterometer observation data have been used for various purposes. In a complex marine

environment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coast, scatterometer-observed sea-surface wind is an important factor for

analyzing ocean and atmospheric phenomena. Therefore, the validation results of wind accuracy can be used for diverse

applications. In this study, the sea-surface winds derived from ASCAT (Advanced SCATterometer) mounted on MetOp-A/

B (METeorological Operational Satellite-A/B) were validated compared to in-situ wind measurements at 16 marine buoy

st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The buoy winds measured at a height of 4-5 m

from the sea surface were converted to 10-m neutral winds using the LKB (Liu-Katsaros-Businger) model. The matchup

procedure produced 5,544 and 10,051 collocation points for MetOp-A and MetOp-B, respectively. The root mean square

errors (RMSE) were 1.36 and 1.28 m s
−1

, and bias errors amounted to 0.44 and 0.65 m s
−1

 for MetOp-A and MetOp-B,

respectively. The wind directions of both scatterometers exhibited negative biases of -8.03
o
 and -6.97

o
 and RMSE values

of 32.46
o
 and 36.06

o
 for MetOp-A and MetOp-B, respectively. These errors were likely associated with the stratification

and dynamics of the marine-atmospheric boundary layer. In the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sea-surface winds

of the ASCAT tended to be more overestimated than the in-situ wind speeds, particularly at weak wind speeds. In

addition, the closer the distance from the coast, the more the amplification of error. The present results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prediction model as improved input data and the understanding of air-sea interaction and impact of

typhoons in the coastal reg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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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상풍은 해양의 표층 해류 및 순환, 혼합층, 열속의 변화를 주도하며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중

요한 변수이다. 인공위성의 발달에 따라 산란계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해상풍은 여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

되어 왔다. 한반도 연안과 같은 복잡한 해양 환경에서 산란계 관측 해상풍은 해양 및 대기 현상 이해에 중요한 요소이

다. 따라서 위성 해상풍의 정확도 검증 결과가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인 산란계인 MetOp-A/B (METeorological OPerational satellite-A/B)에 탑재된 ASCAT (Advanced SCATterometer) 해

상풍 자료를 한반도 주변의 16개 지점에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측된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자료와 비교하여 해

상풍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해수면으로부터 4-5 m 고도에서 관측된 부이 바람은 LKB (Liu-Katsaros-Businger) 모델을

활용하여 10 m의 중립 바람으로 변환하였다. 일치점 생산 과정 결과 MetOp-A와 MetOp-B에 대하여 5,544개와 10,051

개의 일치점을 만들었다. 각 위성 해상풍 풍속의 평균제곱근오차는 1.36 m s
−1
와 1.28 m s

−1
, 편차는 0.44 m s

−1
와

0.65 m s
−1
로 나타났다. 산란계의 풍향은 MetOp-A와 MetOp-B에서 각각 –8.03

o
와 –6.97

o
의 음의 편차와 32.46

o
와 36.06

o

의 평균제곱근오차를 보였다. 이러한 오차들은 해양-대기 경계층 내의 성층과 역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산란계 해상풍은 특히 풍속이 약한 구간에서 실측 풍속보다 과대추정되었다. 또한 연안으로부터의 거리

가 가까워질수록 오차가 증폭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산란계 해상풍 자료를 이용하는 해양-대기 상호작

용 및 태풍 연구와 같은 한반도 연안 해역의 예측 모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해상풍, 산란계, ASCAT, MetOp-A/B, 정확도, 연안 해역, 풍향

서 론

해상풍(sea surface wind)은 대기-해양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Wentz et al., 2000; Freilich et al., 1999;

Cornillon and Park, 2001). 해상풍은 전 지구적 해양

표층 순환을 발생시키며 연안 용승과 같은 지역적인

해양 현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Bentamy et al.,

2002).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

후 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의 변화가 해상풍의 변화

에 의존한다고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해상풍

관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Graf et al.,

1998; Xie et al., 2010). 해상풍을 직접 관측하는 방

법으로 계류 부이(moored bouy)와 같이 고정된 정점

관측을 비롯하여 표층 뜰개에 측기를 부착함으로써

라그랑지안 관측 등이 있다(Bentamy et al., 2002).

해양-기상 부이는 고정된 정점에서 원하는 시간 간격

으로 해상풍을 관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해

양의 광역성을 고려할 때 국지적 정점 관측이 넓은

해역상의 해상풍의 공간 분표를 파악하기에 한계점이

있다(Banzon et al., 2010).

해상풍 관측에 있어서 고정된 부이 관측의 공간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다양한 인공

위성 센서를 활용하여 해상풍을 관측하여 공간적 분

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Hasager et al., 2015).

산란계를 탑재한 대표적인 인공위성으로는 ESA

(European Space Agency)가 1991년에 발사한 ERS-1

(European Remote Sensing Satellite)와 1995년에 발

사한 ERS-2이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인공위성 산란

계(scatterometer)를 이용한 해상풍 관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는 1996년에 NSCAT (NASA

Scatterometer)과 1999년에 SeaWind/QuikSCAT (Quick

SCATterometer)를 발사하여 해상풍의 풍속과 풍향

관측을 수행하였다(Liu, 2002). 또한 유럽의 EUMETSAT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의 2006년 ASCAT (Advanced

SCATterometer)을 탑재된 MetOp-A (METeorological

OPerational satellite-A)를 시작으로 발사된 MetOp

위성들은 현재 전 지구 해상풍 관측을 주도하고 있

다(Anderson et al., 2011; Verspeek et al., 2012). 대

한민국 기상청 또한 날씨누리 사이트에 천리안위성

2A호의 영상과 함께 ASCAT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란계는 대체로 ±20
o
의 풍향 정확

도와 ±2 m s
−1
의 풍속 정확도를 가지며 평균 1-2일의

주기로 전 지구의 해상풍을 관측한다(Ebuchi, 1999;

Stoffelen et al., 2010). 이러한 인공위성 산란계 관측

자료는 지속적인 해상풍 감시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

며(Risien and Chelton, 2008), 수치 예보 모델의 정

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입력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Liu et al., 1998).

인공위성 관측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

이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위성 산란계 관측 해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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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Freilich and Dunbar, 1999; Stoffelen and

Anderson, 1997; Vogelzang et al., 2011; Bentamy

and Fillon, 2012; Chou et al., 2013; Takeyama et

al., 2019). Bentamy et al. (2008)는 ASCAT의 자료

를 정확도 검증하여 풍속에서 1.72 m s
−1

, 풍향에서

18
o
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가짐을 보고하였으며,

Pensieri et al. (2010)는 QuikSCAT의 정확도 연구를

진행하여 산란계 해상풍이 1.97 m s
−1
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가짐을 보였다. Ebuchi et al. (2002)도

QuikSCAT 해상풍 자료를 부이의 관측자료와 비교하

여 산란계 해상풍의 풍속, 풍향 정확도를 1.01 m s
−1

와 23
o
의 평균 제곱근 편차로 제시하였고 산출된 오

차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Freilich and

Dunbar, 1999; Park et al., 2006; Hersbach, 2010;

Anderson et al., 2011; Vogelzang and Stoffelen,

2011; Bentamy et al., 2012; Verhoef et al., 2012;

Verspeek et al., 2019).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란계의 25km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해상도

로 인하여 섬이 많은 연안 환경에서는 오차가 외해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Tang et

al., 2004; Rodriguez et al., 2009).

전 지구 대양에서 인공위성 산란계 해상풍 검증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된 것에 반해 한반도 연안에서

생산된 산란계 해상풍 자료에 대한 정확도 평가 및

오차 특성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Na, 1992;

Park et al., 2003; Jeong et al., 2008; Park et al.,

2018). 특히 풍속에 대한 검증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풍향에 대한 검증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Park et al., 2006). 한반도 주변 해역은 해수면을 통

한 대기와의 열교환이 활발하며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 한반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징을 가

지고 있다(Ahn et al., 1997).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

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이상기후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

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Min et al.,

2020). 또한, 한반도 주변 해역은 북서태평양에서 발

생한 태풍의 이동 경로에 위치함에 따라 악기상 상

황에서 인공위성 해상풍 자료를 정확하게 관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인공위성 산

란계 해상풍 자료와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실측 해상

풍 자료를 활용하여 일치점 자료를 생산하고, 실측

해상풍은 10 m 고도로 변환하고, 실측 자료와의 비교

를 통하여 위성 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풍향 및 풍속

정확도를 검증하며, 인공위성 산란계 해상풍의 오차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및 방법

인공위성 산란계 해상풍 자료

본 연구에서는 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검증을 위하

여 EUMETSAT에서 운용중인 MetOp-A와 MetOp-B

위성의 ASCAT 센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MetOp-A는

2006년 10월에 발사되어 2007년 3월부터 자료가 배

포되기 시작하였고, MetOp-B는 2012년 9월에 발사

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자료가 배포되고 있다(Klaes

et al., 2013). MetOp 위성과 관련된 주요 정보는

Table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ASCAT은 5.255GHz의 C-band 주파수 대역에서 3

세트의 수직 편파를 전송하고 안테나로 수신하는 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란계는 마이크로파 펄스

를 지표면으로 전송한 다음 기기로 되돌아오는 에너

지를 측정하여 후방 산란 계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해수면 상에서 표면의 거칠기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기에 후방 산란 측정을 통해 해수면 근처의 풍

속과 풍향을 산출할 수 있다. 산란계는 500 km 주사

폭 내의 공간 범위를 관측하며, 표준 모드에서 25

km, 고해상도 모드에서는 12.5 km 간격의 격자를 가

지며, 817 km의 고도에서 29일의 주기로 같은 지역

을 관측한다. 1~2일에 한번 한반도 주변 해역을 관측

하므로 자료의 시간 간격을 조절함에 따라 다양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

Fig. 1은 6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 MetOp-A와

MetOp-B의 관측 화소(WVC; wind vector cell)의 위

치를 나타낸다. 공간 해상도에 따른 정확도 연구를

병행하기 위하여 MetOp-A는 표준모드인 25 km 간격

의 자료를 이용하고 MetOp-B는 고해상도모드인

12.5 km 간격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 위성에 대하

여 관측 폭의 크기가 동일하므로 25 km와 12.5 km

공간 해상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분포 양상을

나타낸다. 48시간이 지난 후 표준 모드는 한반도 연

안선을 따라 여전히 관측 공백이 남아 결측 영역이

많은데 반하여 고해상도 모드에서는 해안선 부근 대

부분의 연안 영역이 관측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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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 위성 센터로 전송된 ASCAT level 2 해상풍 자

료를 활용하였다.

한반도 연안 해양기상부이 자료

인공위성 산란계 해상풍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기

상청에서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기상부이

실측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양기상부이는 해상에 있

는 계류 부이로서 정점에서 각종 관측 장비를 활용

하여 종합적인 해양 및 기상 변수를 관측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 17개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파고, 파주기, 파향, 수온을 관측하

여 매 정시 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반도 주변해역에서 운영되는 해양기상부이 중 황해

5개, 남해 6개, 동해 5개의 총 16개 부이를 사용하였

Table 1. Specifications of MetOp-A/B ASCAT for the retrieval of sea surface wind (OSI SAF, 2019)

 Satellite

Information
MetOp-A MetOp-B MetOp-C

Launch Date 19 October 2006 17 September 2012 7 November 2018

End of Mission 2021 2024 2027

Agency EUMETSAT/ESA

Instrument Advanced Wind Scatterometer (ASCAT)

Band C-Band

Frequency (GHz) 5.255

Swath width (km) 500 (full performance)/550 (reduced performance)

Spatial resolution (km) 50 (nominal mode)/25-37 (high-resolution mode)

Sampling interval (km) 25 (nominal mode)/12.5 (high-resolution mode)

Mean Altitude (km) 817

Inclination (
o

) 98.7

Repeat Period (days) 29 (412 orbits)

Coverage/Cycle Global coverage in 1.5 days

Equatorial Crossing Time (descending) 09:30

Fig. 1. Spatial coverage of wind vector cells every six hours within 48 hours for the ASCAT data from (a) MetOp-A (25-km

resolution) and (b) MetOp-B (12.5-km resolution) in the seas arou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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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반도 연안의 부이는 수심 10 m 이하의 얕은

지형부터 수심이 1000 m 이상인 매우 깊은 곳에도

위치하여 다양한 해저 지형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Fig. 2). 또한 부이들은 연안으로부터 7.37 km부터

66.74 km까지 다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공위

성 산란계의 자료 기간과 동일한 2020년 1월 1일부

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1년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총 355,028개의 부이 자료를 획득하였다. 각 부

이의 고유번호와 지명, 위·경도 좌표, 수심, 해안으로

부터의 거리 등의 자세한 정보는 Table 2에 제시하

였다.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의 고도변환

인공위성 산란계 해상풍은 해수면에서 반사된 에너

지를 이용하여 해수면으로 부터 10 m 고도에서의 중

립 바람으로 산출한 자료이다. 이에 반해 정확도 평

가에 사용될 해양기상부이의 실측 해상풍은 부이마다

4.0-4.3 m 범위의 서로 다른 높이에서 측정된다. 따라

서 ASCAT에서 산출된 해상풍 자료와 해양기상부이

에서 관측된 해상풍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측

해상풍 자료의 높이를 10 m 고도의 중립 바람(U10)으

로 변환하여야 한다(Fig. 3). Figure 3은 5 m s
−1
에서

30 m s
−1
까지 5 m s

−1
 간격으로 풍속에 대하여 고도에

따른 풍속의 전형적인 연직 분포를 그린 것이다. 해

수 표면에서 10 m의 풍속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부이는 주로 4 m 부근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비교할

위성 자료의 고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m 고도의 바람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는 멱법

칙(power law)을 이용하는 식 (1)과 같은 방법(Spera

and Richards. 1979)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기

안정도(ψU) 항을 고려함으로써 대기-해양 경계층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Liu-Katsaros-Businger

(LKB) 모델을 이용하였다(Liu et al., 1979; Liu and

Tang, 1996). LKB모델은 식(2)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1)u10

PW
uz

z10

z
------⎝ ⎠
⎛ ⎞

p

=

Fig. 2. Locations of marine buoys in the Yellow Sea (Y1-Y5), the southern coastal region (S1-S6), and the East Sea (E1-E5),

where the colors represent the water depth (m). Detailed information of the buoys is presented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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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는 마찰 속도를 나타내며

k는 Von Karman 상수로 0.4를 대입하였다(Paulson,

1970). LKB 모델은 기온, 수온, 기압, 습도 실측값을

기본 입력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대기 안정도(ψU)

항은 식 (3)과 같다(Businger et al., 1971; Dyer,

1974).

u10

LKB
uz–

u∗
k
------ ln

z10

z
------⎝ ⎠
⎛ ⎞ ψU–=

u∗ τs ρa⁄=( )

Fig. 3. (a) Vertical profile of wind speeds from the sea surface to 10-m height with respect to wind speeds from 5 to 30 m s
−1

and (b) examples of marine buoys measuring sea surface winds at different heights, 4.3 and 4.0 m in the Korean coastal region.

Table 2. Information of KMA (Korea Meteorological Agency) marine buoys (geolocation, water depth and distance from the

coast) in the Yellow Sea, the East Sea, and the southern coast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gion Symbol Station Name Latitude (
o

N) Longitude (
o

E)
Distance from

the coast (km)

Yellow Sea

Y1 Deokjeokdo 37.23 126.02 7.37

Y2 Incheon 37.10 125.43 60.08

Y3 Oeyeondo 36.25 125.75 57.49

Y4 Buan 35.67 125.82 41.31

Y5 Chilbaldo 34.80 125.78 11.27

Southern region

S1 Chujado 33.80 126.13 41.40

S2 Marado 33.08 126.03 24.98

S3 Seogwipo 33.13 127.02 27.36

S4 Geomundo 34.00 127.50 33.66

S5 Tongyeong 34.40 128.22 25.97

S6 Geojedo 34.77 128.90 15.65

East Sea

E1 Ulsan 35.35 129.83 39.87

E2 Pohang 36.35 129.78 31.80

E3 Uljin 36.90 129.87 38.54

E4 Donghae 37.55 130.00 66.74

E5 Ulleungdo 37.45 131.12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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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au는 상수로 10을 적용하였고 L은 Monin-

Obukhov 길이로 열속(heat flux), 수분속(moisture

flux), 마찰속도로 계산하였다(Liu and Tang, 1996).

풍향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부이에서 관측된 풍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위성-실측 일치점 생산과정

ASCAT 인공위성 해상풍과 해양기상부이 실측 자

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일치점 자료를 생산하였다. 시간 격차에 대한

경계값은 해양기상부이의 관측 주기를 고려하여 30

분으로 설정하였고, 최대 공간 격차는 ASCAT의 공

간 해상도를 고려하여 MetOp-A 자료는 25 km로,

MetOp-B 자료는 12.5 km로 설정하였다. 각 해양기상

부이의 지점을 중심으로 공간 격차 범위 내에 다수

의 산란계 해상풍 자료가 포함될 경우 충분한 일치

점 개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기상부이의 실측자료

를 중복 기록하여 모든 일치점이 데이터베이스에 포

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치점 데이터베이스에는 실

측 부이와 위성의 풍속, 풍향 자료뿐만 아니라 관측

시각(연도, 월, 일, 시, 분), 위·경도, 해수면온도, 기온,

상대습도 등도 함께 기록하여 인공위성 해상풍의 오

차 특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상풍 정확도 계산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산란계 ASCAT의 풍속과

풍향의 정확도는 해양실측 풍속과 풍향에 대한 편차

(bias error)와 평균 제곱근 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풍

속의 편차는 인공위성 풍속 자료와 실측 풍속 자료

를 서로 뺀 값들에 대한 산술 평균으로 사용하였으

며, 평균 제곱근 오차는 그 두 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산술 평균을 취한 후 그 값의 제곱근을 취하였다. 각

오차는 식 (4), (5)과 같이 계산하였다.

(4)

(5)

여기에서 n은 일치점의 개수, Wi는 인공위성 해상

풍 풍속 자료, wi는 해양기상부이의 10 m 고도 변환

풍속값이다.

풍향의 편차와 평균 제곱근 오차 또한 풍속과 같

은 방법으로 식 (6), (7)와 같이 계산하였다. 풍향은

북풍 0
o
를 기준으로 –180

o
에서 180

o
까지의 구간으로

표현하여, 동풍계열이 양의 값을 갖고 서풍 계열이

음의 값을 나타내도록 설정하였다.

(6)

(7)

여기에서 Θi는 인공위성 해상풍 풍향 자료, θi는

해양기상부이의 풍향값이다.

연구 결과

해상풍 고도 변환 결과

일치점 생산에 앞서 해양기상부이 관측 풍속 자료

를 LKB 모델을 사용하여 10 m 고도의 중립 바람으

로 변환하였다. Fig. 4는 해양기상부이 관측 정점에

서 각 고도에서 관측된 풍속과 10 m 변환 풍속의 차

이의 최대치를 도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최대 풍속

차는 1.5 m s
−1
에서 3.5 m s

−1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동

해의 울산 부이(E1)에서 가장 큰 3.57 m s
−1
의 최대

풍속차가 나타났고, 서해의 외연도 부이 (Y6)에서

1.66 m s
−1
의 가장 작은 최대 풍속차가 나타났다. 동

해 5개, 남해 6개, 서해 5개소의 평균 풍속차는 각각

0.57, 0.7, 0.4 m s
−1
로 나타났다. 변환된 풍속값과 실

측 풍속값 간의 풍속차의 돗수 분포를 조사한 결과

–1.48 m s
−1
부터 3.57 m s

−1
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

체의 66.1%에 해당하는 234,776개의 값들이 0-1.5

m s
−1

 범위에 분포하였다(Fig. 5). 음수의 풍속차는

32,387개로 전체의 9.1%를 차지하였으며, 1.5 m s
−1

이상의 풍속차는 3,596개로 1% 내외의 분포를 보였

다. 대부분의 값들이 1.5 m s
−1

 내의 양수 범위에 많

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2 m s
−1
를 상회하는 풍속차도

존재하였다. 풍속 변환 편차가 음수인 경우도 존재하

였는데 주로 기온이 표층 수온보다 높을 경우에 발

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온과 수온의 온도차

는 해양-대기 경계층 내의 성층 정도를 표현한다. 따

ψU 2ln
X 1+

2
-----------⎝ ⎠
⎛ ⎞

ln
X

2
1+

2
-------------⎝ ⎠
⎛ ⎞

2tan
1–
X( )–

π
2
---+ +=

Biasspd
1

n
--- Wi wi–( )
i 1=

n

∑=

RMSEspd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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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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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dir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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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LKB 모델 내에서 대기의 상태에 따라 변환되

는 풍속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도에 따른 풍속 차이는 기존의 연구 결

과에 의하면 해양-대기 경계층의 성층 정도, 풍속, 상

대습도 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Drobinski et al., 2004; Kara et al., 2008; Barthelmie

et al., 2010). 또한 풍속이 클수록 10 m 고도의 풍속

변환값과 실측 풍속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음이 보고되었다(Large and Pond., 1981; Kara

et al., 2008). 부이별 최대 풍속 차이가 나타날 때의

풍속을 조사한 결과, 풍속이 최대가 되었을 때 나타

났으며, 이 중 10개 관측소의 최대 풍속은 태풍 시기

에 나타났다.

위성 해상풍 풍속 정확도

Fig. 6은 해양기상부이에서 변환된 10 m 중립 바람

Fig. 5. Histogram of number density of wind speed differences after applying the 10-m height conversion model, where ULKB

and Uori represent the 10-m neutral winds from LKB model and wind speed at the height of the wind measurement sensors of

buoys.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RMS errors of ASCAT sea surface wind speeds at the locations of marine buoys in the Korean

coastal regions for the period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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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MetOp-A와 MetOp-B의 ASCAT 해상풍

풍속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일치점 생성 과정

을 통해 MetOp-A와 MetOp-B에서 2020년 1년간 각

각 5,544개와 10,051개의 일치점이 생성되었다. 실측

풍속과 산란계 풍속사이의 상관계수는 0.93 (MetOp-A),

0.88 (MetOp-B)로 나타났다. 편차의 경우 MetOp-A

가 0.44 m s
−1

, MetOp-B가 0.65 m s
−1
로 양의 오차를

보여서 위성 해상풍이 부이 바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평균 제곱근 오차의

경우 MetOp-A가 1.36 m s
−1

, MetOp-B가 1.84 m s
−1
이

었으며, 이는 산란계의 목표 정확도인 2 m s
−1
를 만족

하는 결과이다. MetOp-B의 편차와 평균 제곱근 오차

가 MetOp-A와 비교하였을 때 편차의 경우 0.21 m s
−1

,

평균 제곱근 오차의 경우 0.48 m s
−1

 큰 값을 나타내

었다. 또한 실측 풍속에 비해 위성 산란계 풍속이 3

m s
−1 
이상 오차가 나는 이상치(outlier)가 MetOp-A에

서는 약 3.2%인 것에 반해 MetOp-B에서는 7.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MetOp-B는 12.5 km 해상

도를 선택하여 25 km 자료에 비하여 연안 가까이에

서 오차가 확대되는 경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다. 연안과의 거리에 따른 오차 크기 분석은 뒤의 오

차 특성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Fig. 7과 Fig. 8은 16개 부이 지점들에서 MetOp-A

와 MetOp-B의 풍속 정확도 분석 결과이다. 25 k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MetOp-A의 경우 거제도 부이

(S6)에서는 위성 산란계 관측값의 부재로 일치점 자

료가 생성되지 않았다(Fig. 7).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MetOp-A ASCAT 일치점 개수는 9-706개의 범위에

분포하였다(Table 3). 실측 풍속에 대해서 MetOp-A

ASCAT 관측 풍속은 대체로 선형적으로 일치하는 경

향을 보였다. 편차는 동해 부이(E4)에서 0.06 m s
−1
의

최소값, 덕적도 부이(Y1)에서 1.71 m s
−1
의 최대값이

나타났다. 평균 제곱근 오차는 부안(Y4) 부이와 덕적

도 부이(Y1)에서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내었

으며 0.95-2.65 m s
−1
의 범위를 보였다. MetOp-A

ASCAT 해상풍은 일치점 개수가 각각 36개와 9개인

덕적도 부이(Y1)와 포항 부이(E2)를 제외한 모든 부

이에서 2 m s
−1 
이하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MetOp-B ASCAT 관측 풍

속 자료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로 523-673개의 일치

점이 생성되었다(Table 3). 편차의 크기 최소값은 마

라도 부이(S2)와 동해 부이(E4)에서 –0.02 m s
−1
이었

으며 최대값은 거제도 부이(S6)에서 4.03 m s
−1
이었다.

평균 제곱근 오차는 0.94-5.08 m s
−1
의 범위를 나타내

었다(Fig. 8). MetOp-B ASCAT 관측 풍속은 해양기

상부이 실측 풍속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특성

이 나타났지만 덕적도 부이(Y1)와 거제도 부이(S6)에

서는 실측 풍속에 비해 MetOp-B ASCAT 관측 풍속

이 과대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덕적도 부

이(Y1)에서 편차는 2.42 m s
−1
이었으며 평균 제곱근

오차는 3.15 m s
−1
이었다. 거제도 부이(S6)의 경우 편

차가 4.03 m s
−1
이었으며 평균 제곱근 오차는 5.08

Fig. 6. Comparison of ASCAT wind speeds and in-situ wind speeds (m s
−1

) in the seas around Korea; (a) MetOp-A (25-km

resolution) and (b) MetOp-B (12.5-km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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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
−1
이었다. 덕적도 부이와 거제도 부이는 해안선으

로부터의 거리가 각각 7.37, 15.65 km로 연안과 가까

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육지의 영향으로 거

제도와 덕적도 부이 주변 해역에서 위성 산란계 관측

풍속의 오차가 증폭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5 km와 12.5 km 해상풍 자료를 비교해보면 25

km 해상풍이 고해상도에 비하여 오차 가 선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넓은 곳에 산재해 있다. 이는 위성

의 차이라기 보다 공간 해상도 차이에서 기인하였으

며 섬이 많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한반도 연안의

특수성이 오차의 산란도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Y1과 S6은 Fig. 1과 Table 2에서 본 바와 같이

연안으로 부터의 거리가 7.37, 15.65 km로 연안과 매

우 근접한 곳에 기상 부이가 위치함으로써 산란계

관측시 육지로 인한 간섭의 영향과 연안의 복잡한

시공간적 변동성에 기인하여 오차의 산란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성 해상풍 풍향 정확도

Fig. 9는 해양기상부이 실측 풍향 자료와 비교하여

Fig. 7. Comparison of MetOp-A ASCAT wind speeds (WS) (m s
−1

) and in-situ wind speeds in the Yellow Sea (Y1-Y5), the

southern coastal region (S1-S6), and the East Sea (E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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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AT 풍향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일치점 생성 과

정을 통해 생산된 5,535개의 MetOp-A와 10,029개의

MetOp-B 자료는 부이 관측 해상풍 방향에 대하여

MetOp-A가 –8.03
o
이고 MetOp-B는 –6.97

o
로 모두 음

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평균 제곱근 오차는 MetOp-

A에서 32.46
o
, MetOp-B에서 36.06

o
로 나타나서 산란

계의 목표 오차인 20
o
 (Ebuchi, 1999)와 비교하였을

때 10
o
 이상 큰 값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대치를 벗어난 오차는 본 연구 사용한

부이들이 내해의 연안에 위치한 자료 특성에서 기인

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Pickett et al., 2003).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부이 바람은 해수면으로부터

4-5 m 고도에서 바람을 관측한 것인데 반하여 위성

바람은 해수 표면에서 반사된 후방산란계수를 기반으

로 산출하였기에, 위성과 부이 관측의 고도에 따른

풍향의 변화가 기대치보다 큰 풍향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도에 따른 풍속 및 풍향

의 변화는 해양-대기 경계층 내의 해양, 대기 조건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 오차

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표출될 수 있다(Park et al.,

Fig. 8. Comparison of MetOp-B ASCAT wind speeds (WS) (m s
−1

) and in-situ wind speeds in the Yellow Sea (Y1-Y5), the

southern coastal region (S1-S6), and the East Sea (E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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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ASCAT wind directions (
o
) from (a) MetOp-A and (b) MetOp-B in the Korean coastal regions.

Table 3. Root-Mean-Square (RMS) and bias errors of MetOp-A/B ASCAT sea surface wind speed (WS) and direction (WD)

data against in-situ wind measurements of marine buoys in the Yellow Sea, the East Sea, and the southern coast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eriod from January to December in 2020

Region Symbol

MetOp-A MetOp-B

Matchup 

Number

WSBias 

(ms
−1

)

WS 

RMSE 

(ms
−1

)

Matchup 

Number

WD Bias 

(
o

)

WDRMS

E (
o

)

Matchup 

Number

WSBias 

(ms
−1

)

WSRMS

E (ms
−1

)

Matchup 

Number

WD Bias 

(
o

)

WDRMS

E (
o

)

Yellow 

Sea

Y1 36 1.71 2.65 36 -25.29 30.33 658 2.42 3.15 670 -12.15 41.23

Y2 706 0.11 1.05 723 -6.51 31.83 672 -0.12 1.07 691 -6.04 32.85

Y3 660 0.41 1.09 670 -15.80 39.22 647 0.28 0.94 663 -17.51 39.42

Y4 644 0.11 0.95 661 -2.60 37.27 616 -0.16 1.10 642 -3.84 37.70

Y5 52 0.99 1.71 63 1.94 45.11 580 0.90 1.64 688 -0.92 53.10

Total 2098 0.25 1.10 2153 -8.27 36.34 3173 0.66 1.79 3354 -8.05 41.47

Southern 

Region

S1 217 0.14 1.41 228 -8.20 27.73 526 0.05 0.98 559 -8.41 31.50

S2 295 0.24 1.54 299 -3.78 25.12 615 -0.02 1.16 637 -1.27 32.79

S3 235 0.43 1.92 243 -2.66 26.80 624 0.30 1.28 635 2.68 36.85

S4 610 0.95 1.48 636 -7.62 32.27 638 0.74 1.29 660 -6.64 34.50

S5 436 1.28 1.91 451 -9.34 29.38 634 0.78 1.45 644 -8.98 35.52

S6 0 - - 0 - - 523 4.03 5.08 582 -3.12 46.08

Total 1793 0.75 1.66 1857 -6.84 29.26 3560 0.92 2.27 3717 -4.25 36.44

East Sea

E1 187 0.17 1.23 182 -5.26 24.56 670 0.55 1.50 665 -6.96 40.48

E2 9 0.80 2.16 9 -33.38 65.05 657 0.14 1.20 685 -10.71 33.54

E3 270 0.40 1.47 286 -8.88 32.58 652 0.17 1.20 682 -8.63 39.72

E4 666 0.06 1.10 681 -6.53 34.18 666 -0.02 1.08 688 -6.60 30.45

E5 521 0.77 1.42 543 -10.61 28.72 673 0.95 1.52 700 -8.76 28.10

Total 1653 0.36 1.29 1701 -8.23 31.57 3318 0.36 1.31 3420 -8.34 34.74

Total 5544 0.44 1.36 5535 -8.03 32.46 10051 0.65 1.84 10029 -6.97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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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Fig. 10과 Fig. 11은 각 해양기상 부이 관측소에서

의 해양기상부이 실측 풍향에 대한 MetOp-A/B

ASCAT 관측 풍향의 정확도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MetOp-A와 MetOp-B ASCAT 관측 풍향이

해양기상부이 실측 풍향과 좋은 선형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산란도가 큰 일치점도 존재하였다. 편차는

MetOp-A에서 칠발도 부이(Y5)와 MetOp-B에서 서귀

포 부이(S3)를 제외한 모든 부이에서 음의 값이 나타

났다. 풍향의 평균 제곱근 오차는 모든 부이에서 24
o

이상의 값을 보였다(Table 3). 실측 풍향에 대해 인공

위성 산란계 관측 풍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지점

은 덕적도 부이(Y1). 외연도 부이(Y3), 포항 부이

(E2)이었다. 세 지점 모두 편차의 절댓값이 MetOp-A

의 경우 15
o
, MetOp-B의 경우 10

o
를 초과하는 수치

를 보였다. 실측 풍향에 대해 평균 제곱근 오차가 크

게 (>45
o
) 나타난 지점은 MetOp-A의 경우 칠발도

부이(Y5)와 포항 부이(E2)이었으며, MetOp-B의 경우

칠발도 부이(Y5)와 거제도 부이(S6)에서 관측되었다.

Fig. 10. Comparison of MetOp-A ASCAT wind directions (WD) (
o
) and in-situ wind directions from buoys in the Yellow Sea

(Y1-Y5), the southern coastal region (S1-S6), and the East Sea (E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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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해상풍 오차 특성

Fig. 12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기상부이 실

측 풍속에 대한 위성 산란계 관측 풍속의 편차와 평

균 제곱근 오차의 공간분포를 나타낸다. MetOp-A

ASCAT 해상풍의 경우 모든 부이에서 양의 편차가

나타났다(Fig. 12a). MetOp-B ASCAT 해상풍의 경우

황해에 위치한 인천 부이(Y2), 부안 부이(Y4), 남해

에 위치한 마라도 부이(S2), 동해에 위치한 동해 부

이(E4)에서 –0.16 m s
−1
에서 –0.02 m s

−1 
정도로 약한

음의 편차가 나타났으며 다른 부이에서는 0.05-4.03

ms
−1 
범위의 양의 편차가 나타났다(Fig. 12b). 해역별

로 비교하였을 때 황해와 남해에서는 0.95 m s
−1

 이상

의 뚜렷한 양의 편차를 보이는 부이가 다수 존재하

였으나(Y1, Y5, S4, S5), 동해에서는 편차의 범위가

0.06-0.80 m s
−1
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이는 특성

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Fig. 12a). MetOp-B에서도

유사한 편차의 공간분포 특성을 보였다(Fig. 12b). 평

균 제곱근 오차는 MetOp-A의 경우 황해, 남해, 동해

에서 각각 1.10, 1.66, 1.29 m s
−1
이었으며, MetOp-B

의 경우 1.79, 2.27, 1.31 m s
−1
이었다(Table 3).

Fig. 11. Comparison of MetOp-B ASCAT wind directions (WD) (
o
) and in-situ wind directions from buoys in the Yellow Sea

(Y1-Y5), the southern coastal region (S1-S6), and the East Sea (E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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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p-A와 MetOp-B 모두 황해(Y1)와 남해(S6)에서

2.5 m s
−1 
이상의 높은 평균 제곱근 오차를 보이는 지

점도 발견되었다(Fig. 12c and d). 또한 연안에 가까

이 위치한 부이에서는 평균 제곱근 오차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외해에 위치한 부이에

서는 평균 제곱근 오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

었다.

위성 해상풍의 오차 평가에 대한 결과들을 해역별

Fig. 13. Scatter plot of RMS and bias errors of (a) MetOp-A and (b) MetOp-B ASCAT sea surface winds against buoy winds

at the buoy locations in the Yellow Sea (yellow), the southern region (green), and the East Sea (blue), where each dashed circle

represents the radius of combined circle composed of RMS error and bias error.

Fig. 12. Bias error of (a) MetOp-A and (b) MetOp-B ASCAT sea surface wind speeds with respect to 10-m converted buoy

wind speeds at the buoy locations in the seas around Korea. (c) and (d) show RMS error in the same form as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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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산란계-부이 바람간

편차와 평균 제곱근 오차의 분포 특성을 Fig. 13에

도시하였다. Fig. 13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원은 평균

제곱근 오차와 편차를 각각 제곱하여 제곱근을 취하

여 나타낸 반경을 그린 것이다. 원점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전체적

인 오차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이 실측 풍

속에 대한 산란계 풍속의 편차와 평균 제곱근 오차

는 황해와 남해에서 대부분 1 m s
−1 
이상의 분포 범위

를 보였다. 특히 노란 원으로 표시된 정점 Y1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큰 오차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가장 작은 오차도 황해의 Y4 (노란 사

각형) 정점에서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큰 오차를

보이는 황해 정점들에 비하여 동해에서는 편차와 평

균 제곱근 오차의 분포 범위는 약 1 m s
−1 
이내로 상

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심이 깊고 해안선

이 단조로운 동해와 달리 황해와 남해의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안선과 같은 지형적 특성이

산란계 관측 풍속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Fig. 13b에 도시한 MetOp-B의 오차 원

의 경우 초록색 별로 표시한 S6 정점에서 가장 큰

오차를 나타내었고, 황해 Y1 정점도 두번째로 큰 오

차원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이 고해상도 산란계 해상

풍은 저해상도 해상풍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개 정점을 제외한 개별 정점들에

서는 고해상도 MetOp-B 해상풍이 미약하지만 오차

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a의 자료

분포 개형에 비해 Fig. 13b의 자료들이 원의 중심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밀집하여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측 풍속에 대한 위성 산란계 풍속의 오차는 실

측 풍속이 약한 구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Fig. 14). 풍속이 5 m s
−1 
이내인 구간에서 MetOp-

A와 MetOp-B ASCAT 관측 풍속은 실측 풍속과 비

교하였을 때 각각 0.87 m s
−1
와 1.21 m s

−1
으로 과대추

정되었다. 또한, 동일 구간에서 실측 풍속이 1 m s
−1

감소할수록 인공위성 산란계 관측 풍속의 오차는

MetOp-A의 경우 약 0.17 m s
−1

, MetOp-B의 경우 약

0.30 m s
−1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실측 풍

속이 8 m s
−1

 이상의 구간에서는 MetOp-A/B 관측 풍

속 모두 0.10 m s
−1 
이하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위성과

공간 해상력에 상관없이 풍속이 증가할수록 위성 해

상풍의 오차는 감소한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

났다.

Fig. 15는 연안으로부터 거리에 대한 산란계 관측

풍속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이다. 12.5 km의 공간 격

자 자료인 MetOp-B ASCAT은 연안으로부터 거리가

10 km 이내의 해역에서도 일치점 자료가 생성되었고

거리에 따른 오차의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Fig. 15b). 25 km의 공간 격자 자료인 MetOp-A

ASCAT 해상풍은 연안으로부터 거리가 약 20 km 이

내의 해역에서는 일치점 자료가 생성되지 않았다

(Fig. 15a). 따라서 해안선과 매우 근접한 거리 범위

에서의 오차 변동의 경향성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지

만 연안으로부터 거리가 25 km 이내인 해역에서

MetOp-B 해상풍의 오차는 약 1.66 m s
−1
로 증폭되었

으며 연안으로 가까워질수록 오차가 뚜렷하게 증가하

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상풍 정확도

Fig. 14. Wind speed differences (ASCAT minus in-situ wind speed) as a function of in-situ wind speed in the seas around

Korea; (a) MetOp-A and (b) MetOp-B satellites. The colors represent ASCAT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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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안의 영향력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산란계 해상풍은 연안에서는 육지로부터 발

생한 강한 후방산란의 영향으로 위성 산란계 관측

풍속이 실측 풍속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한 양의 편

차가 발생할 수 있다(Takeyama et al., 2019).

토 의

본 연구에서 인공위성 ASCAT 해상풍 풍속 자료

를 해양기상부이에서 실측된 풍속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실측 풍속이 5 m s
−1 
보다 낮은 경우 ASCAT이

측정한 해상풍 풍속이 크게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MetOp-A 뿐 아니라 MetOp-B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양기상부이

의 위치에 따라 황해, 동해 그리고 남해의 해상풍 오

차 경향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동해에서는 낮은

오차가 나타나지만, 황해와 남해의 경우 동해에 비해

높은 오차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풍속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인공위성의 오차가 크게 나타난다

는 Chou et al. (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 산란계에서 도출

한 해상풍의 경우 중간 풍속의 바람은 안정적인 활

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5 m s
−1 
보다 낮은 풍속에

서는 위성자료의 과대평가가 있음을 명확히 알고 사

용해야 할 것이다.

연안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도출된 해상풍 풍속 자

료를 분석한 결과 또한 특정한 오차 특성을 보여주

었다. 한반도 연안에는 다양한 해류가 존재한다. 남

해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동한난류와 황해상에서 연안

을 따라 흐르는 서한연안류와 같은 해류들이 한반도

주변의 해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Suh et al., 2004).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에

는 강한 조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Y5 정점과

S1 정점과 같은 곳에서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Jung and Jeong, 2013). 이렇게 해류와 조류를

통해 바다의 유속이 강할 경우, 인공위성이 바람 응

력(wind stress)을 강하게 측정하여 해상풍 풍속의 오

차를 유발한다(Renault et al., 2017). 따라서 한반도

연안의 조류가 크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인공위성의

해상풍 풍속 오차가 클 가능성이 높아 주의할 필요

가 있다.

풍속이 약한 구간에서 과대 추정되는 경향은 고도

계와 같은 다른 장비의 자료에서도 나타나므로 인공

위성 산출 해상풍 자료에 대한 보정이 반드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보정 방법 중 실측 풍속에 대한

인공위성 산출 풍속을 선형 회귀 기법을 이용해 보

정식을 유도한 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Choi et al.,

2018).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보정 계수를 인공

위성 해상풍의 오차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산출한

다면 보다 정확한 해상풍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해상풍은 해양-대기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고 해

양 및 기상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

로서 인공위성 산란계 해상풍을 광범위한 분야에 활

용하여왔다. 대양 온난화와 연안의 반응에 있어서 연

안 해상풍이 중요하게 되었고 위성 자료에 대한 검

Fig. 15. Wind speed differences (ASCAT minus in-situ wind speed)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the coast; (a) MetOp-A and

(b) MetOp-B satel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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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연안 해역은 국지적

해양-대기-지형 등의 연안 환경에 따라 위성 해상풍

의 정확도는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연안에서의 위성

해상풍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실측자료와 비교

하고 검증하여 자료의 정확도와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은 뚜렷한 계절 변동과

여름철 태풍의 영향 등에 의해 해상풍의 시공간 변

동성이 크며 얕은 해저 지형과 복잡한 해안선과 같

은 지형적 조건, 조류, 대륙-해양-대기 상호작용의 복

잡성에 기인하여 인공위성 산란계 해상풍의 정확도는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MetOp-A/B ASCAT 산란계를 선택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상풍의 정확도를 제시하고 오차 특성을

분석하였다.

동해, 황해, 남해의 해양기상 부이 정점에서 실측

한 2020년 1년 동안의 해상풍 자료를 LKB 모델을

이용하여 10 m 고도의 중립 바람으로 변환하였고

ASCAT 관측 해상풍 자료와 비교하고 오차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오차의 특성도 조사하였다. 연

안에서 떨어진 정점에서는 풍속의 평균 제곱근 오차

는 모두 2 m s
−1 
이내로 산란계 기준 오차 범위를 충

족하는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연안과의

거리가 가까운 덕적도와 거제도 관측점에서는 오차가

2 m s
−1
를 초과하는 특성을 보였다. 인공위성 산란계

풍속의 오차 특성을 분석한 결과, 풍속이 낮은 구간

에서 MetOp-A/B ASCAT 풍속이 해양기상부이 실측

풍속에 비해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연안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산란계 풍속의 오

차가 증폭되는 추세를 보였다. 풍향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 결과 실측 풍향에 대한 MetOp-A/B ASCAT 관

측 풍향의 평균 제곱근 오차는 20
o
보다 크게 나타났

으며 편차의 경우 대부분의 부이에서 음의 값을 나

타내었다.

한반도 연안에서는 대양 온난화와 연결되어 연안의

바람장의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

름철 북태평양 고기압과 태풍의 변동으로 인한 연안

의 국지적 냉각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악기상을 유발하며 중단기 기후 변

화의 예측력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의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한반도 연안에서의

위성 해상풍의 정확도 및 오차특성을 제시하여 위성

자료 활용 시 현존 자료의 한계점을 주지하도록 하

였다. 또한, 해상풍 활용 목적에 따라서 위성 원시

자료로부터 한반도 해역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개발

하고 보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 제시된 MetOp-A/B ASCAT 관측 해

상풍의 정확도 및 오차 특성 분석 결과는 한반도 주

변 해역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를 위한 위성

산란계 자료 활용방안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지속적인 인공위성 산란

계 해상풍 자료의 검증 연구 및 신뢰도 높은 해상풍

자료의 산출은 해양-대기 예측모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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