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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록

해상풍은 해양 기 상을 이해하고 측하는데 요한 변수

이다.해양원격탐사기술이 발 함에 따라 산란계를 이용하여 범

한 역에 걸쳐 고해상도로 해상풍을 측할 수 있게 되어 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요성이 높아졌다.산란계 해상풍을 활용하기 해

서 정확도와 오차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한반

도 주변해에 하여 QuikSCAT과 ASCAT 산란계 해상풍 자료와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의 실측 해상풍

자료의 일치 자료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정확도를 제시하며,오차 특성을 분석하 다.2011년

까지의 산란계와 실측 해상풍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

QuikSCAT에 하여 6134개,ASCAT에 하여 3715개의 일치

자료가 생성되었다.산란계 해상풍의 풍속 정확도를 분석해 보면,

QuikSCAT과 ASCAT 모두 목표 오차 범 인 2ms-1를 만족하며,

풍향 정확도는 목표 오차 범 인 20°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높은 값

을 가졌다.산란계 해상풍의 풍속 오차는 느린 풍속 (low wind)구

간에서 과 추정되며 빠른 풍속 (highwind)구간에서 과소추정되

는 경향을 보 다.풍향 오차는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어드는 특

성을 보 으며,약 5ms-1의 이상에서 오차가 격히 감소하 다.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해의 인공 성 산란계와 실측 해상풍 자료

의 일치 자료를 생성하여 산란계 해상풍 풍속과 풍향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오차특성을 분석하 다.본 연구의 결과는 산란계 해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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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한 기 연구로 활용되어 해양 기

상을 이해하고 측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인공 성 산란계,해상풍,QuikSCAT,ASCAT,정확도,오

차 특성

학 번 :2010-2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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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해상풍은 해양- 기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해양 상층의

열속 변화에 여하며,혼합층의 깊이를 결정하고 난류를 발생시키

는 등 해양 환경 변화의 요한 변수 하나이다.해상풍은 해류와

함께 열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의 열 평형에 기여하며,바

람 응력은 난류를 발생시켜 해수의 수직 혼합작용을 활발하게 만

들,종 규모의 해상풍은 해수의 흐름을 지배하여 표층 순환을 발

생시킨다.해상풍에 의한 해수의 수직 혼합은 해양과 기의 물질

교환을 활발히 하며,심층의 양염을 공 과 함께 혼합층의 깊이를

조 하여 식물성 랑크톤의 번성에도 요한 역할을 한다.따라서

해양- 기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변화를 측하기 해서는 해상

풍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기상 상에 해상풍의

향이 크게 작용한다.특히,해상풍은 격한 기상 변화 이해에 도움

을 주어 악기상 보 한반도 단기 기후 측에 활용되며 기,

해양 모델의 기 입력 변수로 활용되는 등 기상 보 보도 자료나

연안환경 연구 유류확산 측 환경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1999년 MetOp-A(METeorologicalOPerationalsatellite-A)에 탑

재된 ASCAT(Advanced SCATterometer)과 2007년

QuikSCAT(Quick SCATterometer)에 탑재된 SeaWinds(이하

QuikSCAT)등 인공 성 산란계(scatterometer)를 장착한 성이 발

사되고 운용됨에 따라 2ms-1,20°정도의 정확도로 평균 으로 1-2

일에 걸쳐 지구의 해상풍을 측할 수 있게 되었다.이 산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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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여 양에서 일어나는 해양 상,해양- 기 상호 작

용,태풍 허리 인, 양 표층 순환 등 다양한 새로운 과학 사

실들을 밝 낼 수 있었다.산란계 측은 그동안의 해양조사선에

의한 국지 인 해상풍 측 자료,해상풍 측 연안 부이,계류 부

이에서의 측과 스칼라 해상풍을 측해 왔던 1990년 이 부터

최근까지 측하고 있는 SSM/I (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자료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이루

었다.산란계 해상풍 측은 지구 측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산란계 해상풍 자료는 오차를 가진다고 알려져 왔으며,국

외에서는 오차를 악하기 하여 정확도 분석에 한 연구도 진행

되어왔다.Bentamyetal.(2008)는 ASCAT 해상풍 자료와 미국 연

안의 NDBC 부이 측자료, 도 태평양의 TAO (Tropical

AtmosphereOcean)자료를 비교하여 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정확도

를 제시하 으며, Pesieri et al.(2010)는 지 해 지역에 한

QuikSCAT의 정확도 연구를 진행하 다.Ebuchi(2001)와 Ebuchiet

al.(2002)는 QuikSCAT 해상풍 자료를 NDBC 부이,TAO array,

JMA부이의 측자료와 비교하여 산란계 해상풍의 풍속,풍향 정확

도를 제시하 다. 한 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오차 특성에 한 연

구도 진행되었다(FreilichandDunbar,1999;Ebuchi,2000;Parket

al.,2006).하지만 한반도 주변해에 한 산란계 해상풍 자료는 오차

에 한 검증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에 하여 해상풍 자료의 오차를 검증하는 것이 시

하다.

한반도 주변해의 실측 해상풍 자료는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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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자료가 있다.한반도 주변의 기상청

해양기상부이는 연안에 인 하게 설치되므로 산란계 자료와 일치

자료를 생산하기 제한 이다.하지만 2003년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

기지를 설치하면서 한반도 주변 외해의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

다.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에서 측한 해상풍과 NCEP/NCAR

(NationalCenters forEnvironmentalPrediction/NationalCenter

forAtmosphericResearch)재분석 자료를 비교한 결과 0.84의 높은

상 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오 미와 하경자,2005).

본 연구에서는 인공 성 산란계로 측한 한반도 주변 해상풍과

실측 자료의 일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한반도 주변 해

상풍 자료의 정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 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오차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2.자료 방법

2.1.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성 해상풍 자료로 ASCAT(이하 ASCAT)과

SeaWinds(이하 QuikSCAT)의 궤도(Swath)자료를 활용하 다.정

확도 분석을 하여 성자료와 비교한 실측자료는 기상청 해양기

상부이와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의 측자료를 사용하 다.Fig.

1은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일치 자료의 생성을 하여 QuikSCAT의 자료는 199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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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자료 수신이 단된 2009년 11월 19일까지의 자료를 활용

하 으며,ASCAT은 2007년 3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다.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자료는 1996년 7월 4일부

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으며,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기지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다. 2007년 3월 28일부터 2009년 11월 19일까지의 약 2년

6개월은 기상청 해양 기상 부이,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QuikSCAT,ASCAT 자료가 모두 운 되는 기간으로 네 가지의 자

료를 이용하여 동시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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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ime table of satterometers (QuikSCAT and ASCAT) 

and available in-situ measurement of wind vectors from in-situ

data (KMA buoys and Ieod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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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인공 성 산란계 자료

QuikSCAT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의 측자료를 가지

고 있으므로 많은 일치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ASCAT의 경우 기상청의 수치모델 입력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재까지 계속 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QuikSCAT은 802.4km의 고도에서 100.93분 동안 1회 지구 주

를 공 하며,1-2일에 한번 한반도 주변해를 측한다.사용하는 밴

드는 Ku밴드(주 수 :13.4GHz)로 콘(cone)의 형태로 극 단 를

주사하여 돌아오는 에 지를 이용하여 해상풍을 측정한다.이 때 반

사된 에 지는 25 km의 격자로 제공되며,빔폭은 1800 km로

ASCAT에 비해 한 번에 많은 역을 측정할 수 있다 (Fig.2a).본

연구에서는 Ricciardulli and Wentz(2011)가 ku-2001을 개선한

Ku-2011지구 물리학 모델(geophysicalmodel)로 산출한 Level-2

자료를 사용하 다.

ASCAT은 817km의 고도에서 101분의 공 주기를 가지고 지구

주 를 공 하며,QuikSCAT과 마찬가지로 1-2일에 한번 한반도 주

변해를 측하며,C밴드 (주 수 :5.255GHz)를 활용하여 성이

진행하는 경로에 수직한 양쪽 방향으로 극 단 를 방출하고 돌아

오는 에 지를 측정하여 해상풍을 측정한다.이 때 반사된 에 지는

각 방향에 방,측방,후방의 3방향으로 총 6개의 안테나를 이용하

며,25km의 격자 자료로 제공된다.빔폭은 양쪽 방향에 해 총

1100km로 가장자리의 자료를 제외하고 42개의 해상풍 자료를 얻는

다(Fig.2b).산란계에서 측정한 에 지는 Hersbach(2008)가 제안한

CMOD5.N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풍속과 풍향자료로써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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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Wind vector cells for ascending (red 

dots) and descending (blue dots) modes of (a) 

QuikSCAT and (b) ASCAT for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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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실측 자료

Fig.3과 Table1은 각각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와 이어도 종합해양

과학기지의 치와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기상청에서는 1996년부터

재까지 우리나라 주변 8개의 측 지 에서 1시간 간격으로 수온,

풍향,풍속,기온,습도,기압 등 총 10개 항목에 한 해양 측을

실시하고 있으며,기상청을 통해서 제공된다.서해에 치한 덕 도

와 칠발도는 1996년부터 측을 시작하 으며 원반형으로 3m 높이

에서 풍속과 풍향을 측한다.1997년과 1998년에 각 거문도와 거제

도에서 해양 기상 변수의 측이 시작되었다.2001년이 되어 동해에

서 처음으로 부이 측이 시작되었으며 이 과 달리 선박형 부이가

도입되어 6m에서의 풍속과 풍향을 측정하고 있다.2008년에는 포

항과 마라도에 선박형 부이가 설치 되었으며,2009년 서해의 외연도

에 원반형 부이가 설치되었다.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는 마라도의 남쪽 149km 떨어져 있어

육지의 향을 게 받으며,10분 간격으로 수온,풍향,풍속,기온,

습도,기압 등 총 18개의 변수를 측한다.본 연구에서는 풍속,풍

향,기압,습도,기온,수온 자료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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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ocations of KMA buoy stations and Ieodo station. The 

buoy stations could be classified by the regional seas as: East 

Sea(Donghae, Pohang, Geojedo), Yellow Sea(Deojeokdo, 

Oeyeondo, Chilbaldo), and southern sea of Korea(Geomundo, 

Ma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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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Longitude 

(°E) 

Latitude

(°N)

Measurement 

Height (m)

Starting 

Month of 

Observation

Deokjeokdo 126.02 37.24 3 Jul. 1996

Chilbaldo 125.78 34.79 3 Jul. 1996

Geomundo 127.47 34.00 3 May 1997

Geojedo 128.90 34.76 3 May 1998

Donghae 130.00 37.54 6 May 2001

Pohang 129.78 36.35 6 Nov. 2008

Marado 126.03 33.08 6 Nov. 2008

Oeyeondo 125.75 36.25 3 Nov. 2009

Ieodo 125.18 32.12 43 Dec. 2004

Table 1. Information of in-situ measurement.



11

2.2.풍속 자료의 표 화

인공 성 산란계 해상풍은 풍속과 풍향의 함수로 표 되는 해수

면 거칠기 정도에 해 반사되어 돌아오는 에 지에 산란계의 주

수에 응하는 알고리즘을 용하여 10m의 립바람 (Neutral

wind)으로 변환되어 제공된다.하지만 부이는 3m와 6m 높이의 해

상풍을 측하며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는 43m에서 해상풍을

측한다.따라서 산란계 자료와 비교하기 해서 실측 자료는 10m에

서 측된 해상풍 자료로 변환하여 표 화 시켜주어야 한다(Fig.4).

본 연구에서는 해양- 기 경계층 역학을 잘 표 하고 있는

Liu-Katsaros-Businger(LKB)모델을 활용하여 해상풍 자료를 변

환하 다(Liuetal.,1970;LiuandTang,1996).

LKB모델은 풍속,기온,습도의 측 높이와 실측값,그리고 해수

면온도와 기압 자료를 이용하여 측된 풍속을 10m 높이의 바람으

로 변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LKB모델에 사용되는 계식

은 다음과 같다.

  ln  (1)

,,
는 각각 10m 높이에서의 풍속,해수면에서의 풍속,해수

면에서의 마찰속도(frictionvelocity)이다.와 는 각각 구하고자하

는 풍속의 높이인 10m와 측높이를 나타내며,는 VonKarman

상수로 Paulson(1970)이 제시한 0.4를 사용하 다.해수면에서의 마

찰속도  는 바람의 응력 (windstress)와 아래의 계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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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여기서 는 기의 도이며,해양- 기 경계층의 성층의 정도를 나

타내는 는 Businger-Dyer모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ln ln
tan (3)

 
 (4)

여기서 를 구할 때 사용되는 계수 는 LiuandTang(1996)이 제

시한 10을 사용하 으며,는 다음과 같이 10m의 높이()와 모닌-

오부코 길이(Monin-Obukhovlength,L)의 비로 다음과 같은 식

을 사용하 다.

  (5)

모닌-오부코 길이는 다음과 같이 온 (potentialtemperature,)

와 비습(specifichumidity,)의 계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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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와 는 열속(heatflux,)과 수분속(moistureflux,),마찰속

도와의 계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9)

 (10)

의 계식에 측 변수와 높이를 입하면 10m 높이로 변환된

풍속을 구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일부 실측 자료에 기기 고장이

나 오류 등으로 인해 습도,기온,해수면온도,기압 일부 값이 빠

진 자료들이 존재하 다.따라서 Fig.5와 같이 해당 연도,해당 월

의 평균자료를 사용하 다.해당 연도,해당 월의 평균자료를 활용

할 수 없는 경우 체 연도에 하여 해당하는 월의 평균자료를 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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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andardization of measurement heights. Dashed lines of 

3 m, 6 m, and 43 m mean the measurement heights of KMA 

discus buoys, KMA nomad buoys, and Ieodo station. All the 

wind speeds were converted to those of 10 m using LKB model 

(Liu and Tang, 1996) in order to compare with satellite 

scatterometer w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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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ime series of variables needed to standardize 

measurement height : (a) sea surface temperature of KMA 

buoy, (b) air temperature of KMA buoy, (c) air pressure 

of KMA buoy, (d) humidity of KMA buoy, (e) sea surface 

temperature of Ieodo station, (f) air temperature of Ieodo 

station, (g) air pressure of Ieodo station, and (h) humidity 

of Ieod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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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치 자료 생성

일치 자료를 생성한 과정은 Fig.6과 같다.먼 인공 성 자료

와 실측 자료를 읽어 들이고 실측자료는 10m 높이의 바람으로 표

화한다.그리고 자료에 제공된 품질자료를 이용하여 부 한 자

료들을 제거한다.인공 성 자료와 실측 자료가 시간 으로 30분 이

내,공간 으로 25km의 차이를 가질 경우 일치 자료 데이터베이

스에 기록하 으며,25km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실측지 에 해

서는 체 으로 50km의 공간 차이 내의 바람을 일치 자료로

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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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flow chart for the generation of matchup database 

between satellites winds and in-situ win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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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결과

3.1.일치 자료 데이터베이스

QuikSCAT은 공간 으로 25km의 조건을 주어 일치 자료를

생성하 을 때 덕 도와 거제도의 일치 자료가 생성되지 않았다.

ASCAT은 25km 이내의 조건에 하여 덕 도,칠발도,거제도는

일치 자료가 생성되지 않았으며,포항은 2개의 자료만이 일치

자료로 생성되었다. 의 실측지 에 해서는 50km의 공간 차

이 내의 바람을 일치 자료로서 장하 다.그 결과 Table2와 같

이 일치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50km 이내의 공간차

를 가지는 일치 자료는 호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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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Statio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Quik

-SCAT

B

u

o

y

Dojeokdo (157) (160) (143) (124) (142) (136) (182) (204) (193) (185) (182) (158) (1966)

Chilbaldo 7 6 10 8 12 9 10 16 10 4 8 12 112

Geomundo 18 12 27 23 21 13 17 19 18 12 20 30 230

Geojedo (114) (102) (101) (87) (67) (80) (98) (102) (109) (115) (101) (117) (1193)

Donghae 200 229 188 251 344 300 327 316 277 333 273 283 3321

Pohang 19 24 24 21 24 21 26 29 23 26 29 28 294

Marado 10 0 0 0 0 0 10 33 33 34 39 41 200

Oyeondo 0 0 0 0 0 0 0 0 0 15 27 0 42

Total 254 271 249 303 401 343 390 413 361 424 396 394 4199

Ieodo 209 172 167 130 115 133 123 155 192 206 143 190 1935

ASCAT

B

u

o

y

Dojeokdo (2) (3) (4) (3) (4) (2) (2) (3) (4) (5) (3) (5) (40)

Chilbaldo (7) (7) (8) (7) (4) (7) (5) (9) (8) (9) (6) (8) (85)

Geomundo 48 47 55 51 48 55 61 53 57 61 58 72 666

Geojedo - - - - - - - - - - - - -

Donghae 78 105 113 109 124 107 109 107 97 122 122 85 1278

Pohang (1) (1) (2) (2) (3) (3) (2) (3) (4) (0) (1) (2) (24)

Marado 1 2 4 6 3 6 7 4 9 5 3 4 54

Oyeondo 49 40 24 26 44 36 37 29 39 52 71 63 510

Total 176 194 196 192 219 204 214 193 202 240 254 224 2508

Ieodo 71 92 101 100 97 114 111 100 102 114 98 107 1207

Table 2. Monthly distributions of the number of matchup data, 

where the numbers with parentheses are from the matchup database 

II (<50 km, <30 min)  and the rest numbers are from the normal 

database I (<25 km,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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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정확도

3.2.1.풍속 정확도

Fig.7은 8개의 기상청 해양기상부이를 이용하여 QuikSCAT의 풍

속 정확도를 평가한 것이다.덕 도,거제도 부이는 25km 이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어 50km의 공간 제약을 두어 일치 자료를

생성하 다.50km 범 에서 구한 일치 자료와 거제도와 칠발도

의 자료를 제외하면 RMS(Root-Mean-Square)오차가 목표 오차

범 인 2ms-1이내에 들어오며,편차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연안

부이에 해 QuikSCAT으로 측한 해상풍 풍속은 평균 으로 크

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Fig.8은 8개의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에

한 ASCAT의 풍속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덕 도,칠발도,포항

부이는 25km 이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어 50km의 공간 제약

을 두어 일치 자료를 생성하 으며,거제도는 50km 이내의 조건

에서도 일치하는 자료가 없었다.50km 범 에서 구한 일치 자료

를 제외하면 RMS오차가 목표 오차 범 인 2ms-1이내에 들어오

며,편차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QuikSCAT과 마찬가지로 ASCAT

도 연안 부이에 해 평균 으로 큰 해상풍 풍속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동해에서 해상풍 풍속의 RMS오차와 편차가 가장 작게 나

타났으며,이는 기상청 부이 연안에서 가장 멀리 치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Fig.9a와 9b는 (a)QuikSCAT과 (b)ASCAT에 하여 각각 8개

의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모든 지 해 25km 이내의 공간 제약

을 주어 생성한 일치 자료의 정확도를 분석한 것이다.QuikSCAT

과 ASCAT 모두 과 평가되는 경향을 보이며,25km의 제약을 주

어 생성한 일치 자료이므로 RMS오차는 작게 나타나며,2m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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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 정확도에 부합된다.QuikSCAT은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

지에서 측한 풍속에 하여 1935개의 일치 자료가 생성하 다.

풍속의 편차는 -0.24ms-1,RMS 오차는 1.69ms-1이다 (Fig.9c).

ASCAT의 일치 자료는 총 1207개 생성되었으며,풍속의 편차는

-0.43ms-1,RMS오차는 1.35ms-1이다 (Fig.9d).ASCAT의 평균

풍속이 연안 부이에 해 목표 정확도에 부합하며,과소추정된다.

덕 도,칠발도,포항과 성 산란계 자료를 비교하 을 때 높은

RMS오차를 가지는데 이는 연안에 매우 가까이 있어 인공 성으로

측 시에 오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최근에 설치된 부

이에서 풍속 RMS오차가 작게 나타난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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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s of wind speeds from QuikSCAT and 

KMA buoys at the coastal staions : (a) Deojeokdo, (b) 

Chilbaldo, (c) Geomundo, (d) Geojedo, (e) Donghae, (f) 

Pohang, (g) Marado,  and (h) Oeye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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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s of the wind speeds from ASCAT and 

KMA buoys : (a) Deojeokdo, (b) Chilbaldo, (c) Geomundo, 

(d) Geojedo, (e) Donghae, (f) Pohang, (g) Marado,  and (h) 

Oeye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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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s of the wind speeds from scatterometers 

and in-situ stations : (a) QuikSCAT versus all KMA buoys, (b) 

ASCAT verse all KMA buoys, (c) QuikSCAT versus Ieodo 

station, and (d) ASCAT versus Ieod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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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Station Number
RMSE

(ms-1)

Bias

(ms-1)

QuikSCAT
Buoy

Dojeokdo (1966) (1.96) (0.36)

Chilbaldo 112 2.52 1.02

Geomundo 230 1.87 0.64

Geojedo (1193) (2.30) (0.33)

Donghae 3321 1.22 0.17

Pohang 294 1.71 0.57

Marado 200 1.46 0.44

Oyeondo 42 1.06 0.35

Total 4199 1.36 0.26

Ieodo 1935 1.69 -0.24

ASCAT
Buoy

Dojeokdo (40) (1.68) (0.32)

Chilbaldo (85) (2.42) (1.44)

Geomundo 666 1.53 0.59

Geojedo - - -

Donghae 1278 1.09 0.10

Pohang (24) (1.29) (0.37)

Marado 54 1.80 0.77

Oyeondo 510 1.21 0.24

Total 2508 1.27 0.27

Ieodo 1207 1.35 -0.43

Table 3. RMS errors and biases of wind speeds between 

scatterometers and in-situ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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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풍향 정확도

Fig.10은 8개의 기상청 해양기상부이를 이용하여 QuikSCAT의

풍향 정확도를 평가한 것이다.풍속과 마찬가지로 덕 도,거제도,

포항 부이는 25km 이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어 50km의 공간

제약을 두어 일치 자료를 생성하여 활용하 다.

풍향의 편차는 실측 풍향이 불어나가는 방향을 기 으로 인공

성 풍향이 시계방향으로 180°까지의 범 로 불어나갈 경우를 0°에서

180°로 정하 으며,반시계방향으로 180°까지의 범 로 불어나갈 경

우를 0°에서 -180°로 정하여 계산하 다.풍향의 RMS오차는 편차

의 제곱의 평균에 제곱근을 취하여 계산하 다.

QuikSCAT 측 풍향의 편차에 하여 덕 도,포항,외연도는

양수의 값을 가지므로 평균 으로 실측 바람에 해 시계 방향으로

편향되며,칠발도,거문도,거제도,동해,마라도는 음수의 값을 가지

므로 반시계 방향으로 편향된다.

Fig.11은 ASCAT의 풍향 정확도를 평가한 것이다.ASCAT으로

측한 풍향은 마라도를 제외하고 음수의 값을 가지므로 평균 으

로 반시계 방향으로 편향된다.RMS오차는 38°-61°로 매우 크게

나타나며 50km 범 에서 구한 일치 자료는 79°이상의 RMS오

차를 가지는 등 무작 인 특성을 보인다.

Fig.12a와 12b는 각각 8개의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에 한 (a)

QuikSCAT과 (b)ASCAT의 풍향 정확도를 분석한 것이다.두 산란

계 자료 모두 RMS오차는 목표치인 20°의 두 배에 달하는 매우 높

은 값을 가진다.

Fig.12c와 12d는 각각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에서 측한 풍

향에 한 (a)QuikSCAT의 정확도와 (b)ASCAT의 정확도를 분석

한 것이다.QuikSCAT의 편차는 3.28°,RMS 오차는 30.97°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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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AT의 편차는 -5.70°,RMS 오차는 30.10°이며,ASCAT과

QuikSCAT 모두 목표 정확도인 20°보다 높은 RMS오차를 가지지

만 기상청 해양기상 부이에 비해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성 산란계의 바람 벡터의 정확도를 보기 해 벡터 상 도를

구하 다(Table4).벡터 상 도는 두 벡터의 상 성을 나타내는 지

표로 0-2사이의 값을 가지며,0일 때 두 벡터의 상 계가 없는

것이고 2일 때 두 벡터가 완벽히 상 계를 가지는 것이다

(Crosbyetal.;1993).본 연구에서 구축한 인공 성 산란계와 실측

해상풍의 일치 자료는 부분 1을 넘는 값을 가지며,매우 높은

상 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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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s of the wind directions observed by 

the QuikSCAT and KMA buoys : (a) Deojeokdo, (b) 

Chilbaldo, (c) Geomundo, (d) Geojedo, (e) Donghae, (f) 

Pohang, (g) Marado,  and (h) Oeye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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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mparisons of wind directions observed by 

ASCAT and KMA buoys : (a) Deojeokdo, (b) Chilbaldo, (c) 

Geomundo, (d) Geojedo, (e) Donghae, (f) Pohang, (g) 

Marado,  and (h) Oeye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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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arisons of the wind directions from 

scatterometers and in-situ stations : (a) QuikSCAT versus all 

KMA buoys, (b) ASCAT verse all KMA buoys, (c) QuikSCAT 

versus Ieodo station, and (d) ASCAT versus Ieod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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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Station Number
RMSE

( deg )

Bias

( deg ) 

Vector 

correlation 

(ρ2)

QuikSCAT
Buoy

Dojeokdo (1966) (80.74) (10.88) (0.36)

Chilbaldo 112 61.33 -7.98 0.81

Geomundo 230 49.50 -9.41 1.26

Geojedo (1193) (50.71) (-0.58) (1.03)

Donghae 3321 56.06 -5.96 1.26

Pohang 294 46.61 1.87 1.43

Marado 200 38.37 -0.11 1.19

Oyeondo 42 48.68 5.52 1.48

Total 4199 54.46 -5.26 1.27

Ieodo 1935 30.97 3.28 1.67

ASCAT
Buoy

Dojeokdo (40) (43.22) (-10.28) (1.55)

Chilbaldo (85) (38.41) (-5.27) (1.46)

Geomundo 666 41.06 -7.10 1.62

Geojedo - - - -

Donghae 1278 40.86 -4.56 1.72

Pohang (24) (42.01) (-3.11) (1.32)

Marado 54 38.82 1.64 1.36

Oyeondo 510 46.59 -10.13 1.42

Total 2508 42.10 -6.23 1.65

Ieodo 1207 30.10 -5.70 1.78

Table 4. RMS errors and biases of wind directions, and vector 

corrections between scatterometers and in-situ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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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오차 특성

3.3.1.풍속 오차 특성

산란계 해상풍의 풍속 오차 특성은 실측 풍속에 한 경향성을

보인다.Fig.13은 8개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의 해상풍 풍속에 한

(a)QuikSCAT과 (b)ASCAT해상풍의 풍속차를 나타낸 것으로 풍

속 구간에 따라 오차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두 산란계 모두에

하여 4ms-1이하(low wind)의 풍속 구간에서 ASCAT의 풍속이 과

추정되는 경향을 보인다.약 12ms-1이상(highwind)의 풍속 구

간에서는 QuikSCAT은 과 추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ASCAT

은 과소추정되는 경향을 보인다.이와 같은 경향성은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의 풍속에 따른 ASCAT의 풍속 오차 특성(Fig.13c),

QuikSCAT의 풍속 오차 특성(Fig.13d)에도 나타난다.기상청 해양

기상부이의 풍속에 한 ASCAT의 풍속 오차 특성과 마찬가지로 4

ms-1이하(low wind)의 풍속 구간에서 과 추정되면,약 12ms-1이

상(highwind)의 풍속 구간에서는 과 추정된다.QuikSCAT과 부이

의 경향성이 다른 일치 자료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QuikSCAT

이 연안 지역에서 큰 오차를 나타냄을 의미한다.이러한 오차는 풍

향에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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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Wind speed differences (satellite minus in-situ 

measurements) as a function of wind speed measured at buoy 

stations : (a) QuikSCAT and all buoy, (b) ASCAT and all buoy, 

(c) QuikSCAT and Ieodo station, and (d) ASCAT and Ieodo 

station, where the error bars represent the mean error bars for 

each interval of wind speeds. The wind speed differences tended 

to have positive at low wind speeds of less than 4 ms-1 and 

negative at high wind speeds of greater than 12 ms-1, except for 

(a) with many other sources of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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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풍향 오차 특성

Fig.14는 풍속에 한 산란계 풍향의 오차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속력이 증가할수록 풍향 오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특히 (a)

QuikSCAT과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의 일치 자료 오차 특성 외에

는 약 5ms-1이하의 구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며,그 이상의 구간

에서는 오차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QuikSCAT이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에서 측한 외해의 자료에 해서는 높

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기상청 해양기상 부이와 같은 연안 측 풍

향에 해서는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15는 인공 성 산란계 풍향 자료 풍속이 작은 구간에

응되는 풍향 자료를 제거하면서 오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실측

자료는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연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동

해 부이를 이용하 다.QuikSCAT의 RMS오차는 풍향 자료 모두

를 이용했을 때 56.06°(Fig.15a)인 반면 3ms-1이하의 풍속에 해당

하는 풍향 자료를 제거한 경우 RMS오차는 48.60°(Fig.15b)로 5

ms-1이하의 풍속에 해당하는 풍향 자료를 제거한 경우 44.74°(Fig.

15c)로 감소하 다.ASCAT의 경우에도 풍향 자료를 모두 이용했을

때 RMS오차는 40.86°(Fig.15d)이었으나,3ms-1이하의 풍속 는

5 ms-1 이하의 풍속에 해당하는 풍향 자료를 제거할 경우 각

29.97°(Fig.15e)와 23.23°(Fig.15f)로 풍향 오차가 어드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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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Wind direction differences (satellite minus in-situ

measurements) as a function of wind speed measured at buoy 

stations : (a) QuikSCAT and all buoy, (b) ASCAT and all buoy, 

(c) QuikSCAT and Ieodo station, and (d) ASCAT and Ieodo 

station. The wind direction differences tended to have large 

distribution in the range over about 5 m except for (a) which has 

large distribution at the range of moderate w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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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omparison of wind direction errors for the cases 

before, (a) QuikSCAT and (d) ASCAT , and after removal of 

windvectors with wind speed of less than 3 ms-1 : (b) QuikSCAT 

and (e) ASCAT versus Donghae buoy, and 5 ms-1 : (c) 

QuikSCAT, (f) QuikSCAT versus Donghae 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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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토의

한반도 주변해 산란계 해상풍의 정확도 단 산출물의 정확도

를 향상시키기 해서 사용가능한 실측자료 확보 그 정확도가

보장되어야한다.하지만 부이는 부분 연안 가까이에 치하여 기

상청 해양기상부이나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로부터 획득 가능한

일치 자료의 개수는 제한 이다. 한 부이의 경우 도 등과 같

이 해수의 유동에 의해 치가 변하게 되며,변화된 방향을 제 로

추 하지 못할 경우 풍향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기지 실측 자료의 경우 산란계 해상풍의 기 고도인 해면고도

10m보다 33m 높은 43m에서 해상풍을 측함에 따라 10m의 해

상풍으로 표 화하는 과정에서 풍속 오차를 유발하고,풍향의 순

효과를 발생시킨다.

앞으로 산란계 해상풍의 지속 인 활용은 해서는 한반도 주변

해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해상 측 자료를 확보하고,지속 인 해

상풍 자료 확보를 통해 일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확

도 확보의 노력을 지속 으로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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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약 결론

인공 성 산란계 해상풍 자료는 한반도 주변해의 해양 기

상을 이해하고 측하는데 요한 변수이다.기상청 수치모델의

기 입력자료로서 활용되는 등 인공 성 산란계 해상풍 자료는 매

우 시되고 있으나,많은 연구자들이 한반도 주변해에 한 정확도

검증을 제 로 하지 않은 채 산란계 해상풍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해에 하여 산란계 해상풍 자료

의 정확도를 제시하 으며,오차특성을 분석하 다.

QuikSCAT과 ASCAT에 해 시공간 으로 30분,25km 이내의

조건을 주어 일치 자료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그 결과 QuikSCAT에 해 6134개,ASCAT에 해 3715개의 일치

자료가 생성되었다.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부이와 이어도 종

합해양과학기지의 자료가 일치 자료의 부분을 차지하며,연안을

측하기 어려운 산란계의 특성상 연안에 치한 부이의 일치 자

료는 생성되지 않거나 자료의 개수가 었다.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에 한 산란계 해상풍 풍속자료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RMS오차가 목표 오차 범 인 2ms-1이내에 들어오

며,평균 으로 큰 해상풍 풍속을 가지는 경향을 보 다.이어도 종

합해양과학기지에 한 산란계 풍속자료도 오차 범 인 2ms-1이

내에 들어오지만,풍속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보여 기상청 해양기

상부이와는 다른 특성을 보 다.산란계 해상풍의 풍향 정확도를 분

석할 결과 각 실측지 에 하여 편향방향은 무작 인 특성을 보

다. 한 두 산란계 자료 모두 RMS 오차는 목표치인 20°의 두

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값을 가졌다. 성 산란계의 바람 벡터의 정



39

확도를 보기 해 벡터 상 도를 구해 본 결과 매우 높은 상 계

를 나타냈다.

산란계 해상풍의 풍속 오차 특성은 실측 풍속에 하여 풍속 구

간별로 다른 특성을 보 다.산란계 풍속은 느린 풍속 (low wind)

구간에서 과 추정되며 빠른 풍속 (highwind)구간에서 과소추정

되는 경향을 보 다.산란계 해상풍의 풍향 한 실측 풍속에 하

여 오차 특성이 나타났다.산란계 풍향은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높

은 정확도를 가졌다.오차가 격하게 어드는 특정 풍속 경계가

존재하 으며,약 5ms-1의 풍속이 경계에 해당하 다.

산란계 센서가 발 되고 높은 정확도의 해상풍 자료를 산출함에

따라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한반도 주변 산란계 해상

풍 자료는 정확도 검증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오차특성을 악

하는 것은 자료 활용에 앞서 매우 요한 과정이다.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 이어 한반도 주변해에 한 산란계 해상풍 자료의 정

확도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추가 으로 오차특

성을 분석하여 오차개성 방법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

좀 더 신뢰도 높은 산란게 해상풍 자료를 연구 수치 측모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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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surface wind is one of the major variables to understand 

and predict oceanic-atmospheric phenomena. As scatterometer 

has monitored extensive area with high resolution, importance 

of scatterometer sea surface wind data has increased. It is 



44

necessary to investigate an accuracy and error characteristics 

of sea surface wind vectors measured by scatterometer to 

assure results from the data. In this study, matchup databases 

were acquired between scatterometer sea surface wind 

(QuikSCAT and ASCAT)　 and in-situ wind (KMA buoys and 

Ieodo station) off the coast of Korea. Also, accuracy of sea 

surface wind data measured by scatterometer was assessed 

and erro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otal 6134 and 3715 

matchups between sea surface wind measured by QuikSCAT 

and ASCAT with in-situ were acquired by 2011, respectively. 

RMS (root-mean-square) errors of wind speed satisfied the 

limit of accuracy of less than 2 ms-1 which is similar to the 

requirement of satellite scatterometry, for all the cases of 

QuikSCAT and ASCAT. RMS errors of wind direction were 

about twice larger than 20° of requirement. The wind speed 

tended to be overestimated at low wind speeds and 

underestimated at high wind speeds. The error of sea surface 

wind direction decreased as wind speed increased, drastically 

over 5 ms-1 of wind speed, especially.

  This assessed accuracy of sea surface wind data and 

analyzed error characteristics using acquired matchups.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might be used for accuracy 

assessment on sea surface wind measured by scatterometer, 

understanding of oceanic-atmospheric phenomena, and 

improvement of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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