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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레이다의 지형 클러터 제거를 위한 지형적응 클러터 맵

알고리듬 성능분석

Performance Analysis on Terrain-Adaptive Clutter Map Algorithm for 
Ground Clutter Rejection of Weather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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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상 레이다 시스템은 지상, 해상, 상공 등의 넓은 입체 공간에 분포하는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산악지역
과 같이 강수 신호 주변에 지형 클러터가 존재하는 경우, 큰 지형 클러터 신호를 강수 신호로 오인하여 잘못된 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토는 산지가 많아서 지형 클러터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지형 환경에
적합한 클러터 제거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형 특성을 반영한 클러터 맵을 만들어, 지형 클러터를 제거하는 C-Map 
기법을 제안한다. 클러터 맵은 맑은 날의 원시 신호(I/Q) 자료를 이용하여 획득되고, 지형 클러터 제거는 클러터 맵과 수신 신호
의 도플러 차이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제안된 알고리듬의 성능 분석은 소백산 강우 레이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임계상수에 따른 지형 클러터 제거율은 91.17 %로 나타났다.

Abstract

Weather radar systems can provide weather information of the ground, sea, and air in extensive spatial coverage in near real time. 
However, it becomes problematic when ground clutter signal exists around precipitation because strong signals of ground can cause 
a false precipitation report. A large percentage of land coverage of Korea consists of mountainous regions where ground clutter needs 
to be mitigated for more accurate prediction. Thu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suitable ground clutter removal te-
chnique specifically adequate for Korea. In this paper, the C-Map(Clutter Map) method using raw radar signals is proposed for remo-
ving ground clutter using a terrain-adaptive clutter map. A clutter map is generated using raw radar signals(I/Q) of clear days, then 
it is subtracted from received radar signals in frequency domain.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the radar data acquired from Sobaek-
san rain radar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clutter rejection ratio is about 9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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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상 레이다는 전파를 방사하여 강수입자로부터 반사

된 신호를 수신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강우
구름의위치와이동 속도, 강우강도등에 대한 정보를제
공한다[1],[2].

ⓒ Copy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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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레이다 시스템은 높은 시․공간 해상도를 가지

며, 반경 200～500 km의 넓은 영역을 관측할 수 있다. 하
지만 산이나 큰 건물 등에서 반사된 지형 클러터 신호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강수 신호의 판별에 혼란을

주어 예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지형 클
러터가 제거된 고품질 레이다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산

악 지형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기상 현상에 적합한 신

호처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3].
PPP(Pulse Pair Processing) 기법은 시간 영역에서 펄스

간 위상 차이를 이용하여 위상 차이가 없는 신호를 지형

클러터로 간주해 제거하는 기법으로 처리 시간은 빠르지

만 지형 클러터와 강수 신호 혼재 시 강수 신호도 함께

제거시키는 단점이 있다[4].
도플러 주파수 영역에서 지형 클러터를 제거하는 기법

은 필터폭의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폭 클러터 필터(fixed 
width clutter filter)와 변동폭 클러터 필터(variable width 
clutter filter)로 분류된다. 고정폭 클러터 필터 기법은 필
터폭을 고정하여 지형클러터의 다양한 스펙트럼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나, 변동폭 클러터 필터 기법은 지형 클러
터의 스펙트럼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필터의 폭을 가변

한다. 하지만, 클러터영역 제거 후 선형 보간하므로 기상
정보의 오차를 유발한다[5].

GMAP(Gaussian Model Adaptive Processing)은 도플러

영역에서 지형 클러터를 제거하고, 지형 클러터와 함께
제거된 기상 신호를 가우시안(Gaussian)으로 가정하여 복
원/보간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GMAP은 전체 관측 영역
에서수행되어 강우에코의 손실및 왜곡이생길수 있다. 
또한, 제로도플러 부근세점을이용하여 지형 클러터영
역을 판단하므로 지형 클러터의 도플러가 넓은 분포를

가질 경우, 이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중 편파 레이다에서 산출된 모멘트 자료(반
사도, 시선속도, 스펙트럼 폭 등)를 이용하여 기상 에코와
비기상 에코를 분류한 후, 지형 클러터를 제거하는 CMD 
(Clutter Mitigation Decision)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6]～[8].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기상 레이다 시스템의 신호처

리 기법을 소개하고, 3장에서 C-Map의 알고리듬과 배경
추정 임계치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실제 신호

자료에 제안 기법을 적용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Ⅱ. 기상 레이다 신호 처리

2-1 기상 레이다 시스템

기상 레이다 시스템은 파형 생성기에서 생성한 신호를

송신하고, 안테나를 통해 전파를 방사하여 강수입자인 표
적이나 새, 채프, 산 등의 클러터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수신한다. 수신된 신호는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변환기
를 통해 변환한 후, 신호처리기와 제어부를 거쳐 PPI 상
에 반사도, 시선 속도, 스펙트럼 등 모멘트자료로 표출된
다

[9]～[11].

2-2 기상 레이다 신호처리

기상 레이다 시스템의 신호처리는 그림 1과 같이, 수신

PPP, FFT, 
GMAP, etc.

Ground Clutter filtering

Calculate 
correlation coefficient

Calculate 
correlation coefficient

Range averaging

Calculate moment data and threshold

Thresholding

Speckle filtering

Output data

T0 R0 R1 R2

Received signal

90° modulation

In-phase data Quardrature data

Complex(I/Q) data

그림 1. 기상 레이다 신호처리 블록도
Fig. 1. Weather radar signal processing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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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호인 동위상(In-phase) 신호와 90도 변조된 이위상
(Quardrature-phase) 신호를 가지고, 반사도, 시선속도, 스
펙트럼폭 등의 모멘트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때
자료의 품질을 위해 클러터 필터링과 임계치 필터링, 스
펙클 필터링을 수행한다

[5].
모멘트 자료 중 반사도는 일반적으로 클러터 필터링

전/후 자료를 모두생성한다. 지형클러터 필터링후 상관
계수를 산출하는데, T0는 클러터 필터링 전 I/Q 신호의 자
기상관계수이고, R0는 클러터 필터링 후의 자기상관계수, 
R1은클러터 필터링 후 한펄스 간격 상관계수, R2는 클러

터 필터링 후 두 펄스 간격의 상관계수이다.
자기 상관 계수 산출 후 CPI(Coherent Processing Inter- 

val) 별로거리빈을평균하여 모멘트 자료와 품질관리임
계치를 생성한다. 임계치는 신호 대 잡음비(SNR)가 충분
하지 않거나, 스펙트럼 폭이 넓어 유효하지 않은 모멘트
자료들을 제거한다. 임계치 필터링 후 스펙클을 제거하여
최종 산출물인 반사도, 보정 반사도, 시선속도, 스펙트럼
폭(이중 편파 레이다의 경우 반사도, 보정 반사도, 시선속
도, 스펙트럼폭, 차등반사도, 교차상관계수, 차등위상차, 
비차등위상차)을 산출한다. 

Ⅲ. 제안 기법

3-1 클러터 맵 기반 클러터 제거 기법

제안 기법인 C-Map은 그림 2와 같이 입력 자료인 시계
열 원시 신호(I/Q) 자료를 퓨리에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
에서 클러터 맵과 각 셀별로 비교한다. 입력 신호가 배경
추정 임계치보다 크면 표적으로 탐지하고, 작으면 클러터
로 간주하여 제거하며, 클러터 제거 후 퓨리에 역변환하
여시계열신호로재변환한다. 자료처리시도플러를알기 
위해 CPI(Coherent Processing Interval) 단위로 처리한다.

3-2 배경추정 임계치 생성

클러터 맵은 지형 클러터와 같은 고정 클러터가 제로

도플러 분포에 있음을 이용한다. 고정 클러터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의 평균 클러터 맵을 만든다. 레이다가
n번의 스캔을 한다고 가정할 때, n번째 스캔에 대한 배경
추정임계치는이전스캔으로부터식 (1)과같이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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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Map 기반 클러터 제거 알고리듬
Fig. 2. Clutter rejection algorithm based on C-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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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배경추정 임계치이고, w는 가중치로 0～
1 사이의 값을가지며,  는 현재입력신호, c는 배경
추정 임계상수이다. 배경추정 임계치는 이전 신호의 배경
추정 임계치와 현재 입력 신호에 가중치를 주어 생성하

고, 이 값들은 현재의 배경추정 임계치가 된다. 배경추정
임계치를 이용하여 식 (2)를 만족하면 표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표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경추
정 임계치를 업데이트하고, 다음 펄스의 표적 탐지에 이
용한다. 임계상수 c와 이전 시간 배경추정 임계치의 곱은
표적을 탐지하는 적응적인 임계치가 된다[12]～[14].

Ⅳ. 기법 적용 및 성능 분석

4-1 기상 데이터 수집 분석

성능분석은 소백산 강우 레이다(국토교통부)의 최저

고도각(—0.5°) 원시 신호(I/Q)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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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백산 레이다 관측 영역

Fig. 3. Detection range on Sobaeksan rain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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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클러터 맵 지형 정보
Fig. 4. Ground information of clutter map.

본 연구에서 클러터 맵으로 이용한 맑은 날 사례는 소

백산 강우, 레이다 시스템의 2013년 5월 29일 오전 10시
(KST) 자료이며, 입력 신호는 강수 사례인 2013년 5월 27
일 19시 30분(KST) 자료이다. 소백산의 강우, 레이다 시
스템은 해발 1,408 m에 위치하고, 관측반경은 149 km이
며, 거리해상도는 125 m이고, 그림 3과 같이 북동쪽으로
산맥이 있어 최저 고도각 관측 시 강수 신호뿐만 아니라, 
많은 지형 클러터 신호가 수신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소백산 레이다를 기준으

로 방위각 9～10도 영역이다. 그림 4는 실험 영역의 지형
정보이고, 점선은 표준 대기 굴절을 가정한 최저 고도각
—0.5°의 빔 경로이며, 빔폭은 1°이다. 

그림 5. 2013.05.29.09:55～10:10(KST) AWS 15분 누적 강수
Fig. 5. 2013.05.29.09:55～10:10(KST) AWS integrated rainrate.

4-2 산간지역 맑은 날 클러터 맵

클러터 맵 생성은 많은 데이터의 평균값을 이용해야

하나,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수집된 사례 중 그림 5
와 같이 관측 영역에 강수가 없는 2013년 5월 29일 10시
(KST) 사례를 이용하였다. 그림 5는 지상 강수량을 측정
하는 AWS(Automatic Weather System)의 2013년 5월 29일
9시 55분～10시 10분 사이의 15분 누적 강수량이다. 
클러터맵원시신호는그림 6과같이약 20 km 영역과

48～62 km 영역, 약 100 km 영역에서 제로 도플러 영역
을 기준으로 강한 신호를 수신하였고 이는 그림 4의 지형
정보를 통해지형 클러터 신호임을알 수있다. 그러나 20 
～48 km, 62～100 km, 100 km～130 km 영역에서 —40 dB 
이하의 약한 전력을 갖는데, 이는 이전의 높은 지형 클러
터로인해 빔차폐가발생한것이다. 맑은 날의 클러터맵
은 강수 사례의 지형 클러터 영역 판별을 위한 배경추정

임계치 산출에 이용된다. 

4-3 산간지역 강수 사례 원시 신호

입력 신호인 소백산 강우 레이다 시스템의 2013년 5월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5, no. 12, Dec. 2014.

1296

그림 6. 산간 지역 맑은 날 도플러(클러터 맵)
Fig. 6. Mountain region Doppler velocity(clutter map).
 

그림 7. 산간 지역 강수 사례 도플러

Fig. 7. Mountain region Doppler velocity(rainy day).
 
27일 19시 30분 최저 고도각 방위각 9～10도 영역 원시
신호를퓨리에 변환하면 그림 7과같이 제로 도플러 부근
에서 붉은 색의 강한 지형 클러터 신호와 좌측에 강수로

인한 도플러가 있다. 소백산 레이다는 55개의 펄스를

CPI(Coherent Processing interval) 단위로 처리하는데 CPI
란 한 번에 처리하는 펄스이다.
강수 사례의 도플러 신호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

여 거리에 대하여 도플러 방향으로 누적하면 제로 도플

그림 8. GMAP 수행 결과
Fig. 8. Doppler velocity after GMAP.

 
러 영역에서 155.55 [V], 맑은 날 클러터 맵 신호와의 차
이가 가장 큰약 —20 m/s 영역 누적신호는 25.71 [V]이다.

4-4 기존 기법(GMAP)을 이용한 지형 클러터 제거

GMAP은 제로 도플러 부근 세 점의 합이 잡음 레벨보
다 작으면 클러터가 없다고 판단하고, 세 점 각각이 잡음
레벨보다 약간 크면 약한 지형 클러터가 존재한다고 판

단하여 DC 성분만 제거하며, 이외에는 강한 지형 클러터
로 판별한다. 이 경우, 세 점으로가우시안함수를 만들어
이 함수에 해당하는 신호를 모두 제거한 후 제거된 영역

을 가우시안으로 보간한다. 그러나 그림 8과 같이 지형
클러터의 도플러가 이보다 넓은 분포를 가질 경우, 이를
제거하지 못하며, 전체 관측 영역에 수행되어 신호의 왜
곡이 발생할 수 있다.

4-5 C-Map을 이용한 지형 클러터 제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Map을 이용하여 지형 클러터
를 제거하면 그림 9와 같이 강한 지형 클러터 성분들이
제거되고, 기상 신호는 남아 있다. C-Map을 이용한 지형
클러터 제거는 입력 신호인 강수 데이터를 퓨리에 변환

한 후 클러터 맵 신호와 비교한다. 이 때 식 (2)를 이용해
배경추정 임계상수(c)와 클러터 맵의 곱인 배경추정 임계
치가 현재 입력 신호 이상이면 강수 신호로 판단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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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Map 수행 결과
Fig. 9. Doppler velocity after C-Map.

 
계치 이하는 지형 클러터로 판별하여 제거하였다. C-Map 
적용 후 대기굴절이나 방위각 차이로 제거되지 않은 신

호 중 제로 도플러 주변 3점에 대해 30 dB 이상 차이가
나면 지형 클러터로 간주하여 제거하고, 제거된 영역은
주변 신호를 이용해 보간하였다.

4-6 성능 분석

성능분석은 소백산 강우 레이다 2013년 5월 27일 19시
30분(KST) 자료와 2013년 5월 29일 10시(KST) 자료를 이
용하여 배경추정 임계상수(c)에 따른 C-Map 적용 후지형
클러터 제거율을 분석하고, 이를 기존 기법인 GMAP과
비교하였다. 지형 클러터 제거율은 식 (3)과 같이 제거 전
클러터 신호를 기준으로 제거 전과 후의 변화량을 클러

터 제거율로 산정하였다.
  

  클러터제거율 제거전클러터신호
제거전제거후

×
(3)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GMAP의 지형 클러터 제

거율은 임계상수와 무관하게 평균 약 77.24 %로 산출되
었고, C-Map은 0.9～1.5 사이의 임계상수 적용 시 평균약
91.17 %로 산출되어 C-Map 기법의 지형 클러터 제거 성
능이 기존 기법인 GMAP보다 좋음을 확인하였다. C-Map 
적용 시 임계상수가 커질수록 지형 클러터 제거율이 높

c
(임계상수)

지형 클러터 제거율[ %]
GMAP C-Map

0.9

77.24

87.02
1.0 91.37
1.2 91.80
1.3 92.36
1.5 93.29
평균 77.24 91.17

표 1. 지형 클러터 제거율
Table 1. Ground clutter rejection ratio.

그림 10. 지형 클러터 제거 성능(c=1.3)
Fig. 10. Ground clutter rejection performance(c=1.3). 
 
아지는데, 이는 임계상수가 커질수록 전체 영역의 배경추
정 임계치가 커지는 것이다. 배경추정 임계치가 강수 신
호보다 크면 지형 클러터로 판별하여 제거하고, 배경추정
임계치가 지형 클러터 신호보다 작으면 지형 클러터를

제거하지 않아 지형 클러터 제거율이 낮아지므로, 적절한
임계상수 설정이 필요하다. 
그림 10은 GMAP 수행 결과와 임계상수를 1.3으로 설

정한 C-Map 수행 결과를 도플러 축으로 누적하여 그 성
능을 비교한 것이다. 이 때 GMAP은 약 77.24 %의 지형
클러터 제거 성능을 가지나, C-Map은 약 92.36 %의 지형
클러터 제거 성능을 가진다.

Ⅴ. 결  론

기상 레이다는 강수 신호 주변에 지형 클러터가 존재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5, no. 12, Dec. 2014.

1298

하는 경우, 큰 지형 클러터 신호를 강수 신호로 오인하여
기상 오보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 기상
레이다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 지형과 기상 현상에

적합한 클러터 맵 기반 클러터 제거 기법인 C-Map을 제
안하였다. 본 기법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백
산 강우 레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C-Map을 적용한 후의
지형 클러터 제거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MAP의
지형 클러터 제거율은 평균 약 77.24 %인 반면, C-Map은
약 91.17 %로서 우수한 지형 클러터 제거 성능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지형 클러터 제거율은 임계치가 높을수록
좋아지나, 강수 신호에 손실을 줄 수 있다. 향후 적절한
임계상수 설정이나 방위각 오차 및 대기 굴절 등으로 인

한영향을 보완할 필요가있다. 제안기법은향후 기상예
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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