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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를 이용한 뉴로-퍼지 알고리즘 기반 에코 분류기 설계

Design of Echo Classifier Based on Neuro-Fuzzy Algorithm Using 
Meteorological Radar Data

오 성 권†․고  * 

(Sung-Kwun Oh․Jun-Hyun Ko)

Abstract  -  In this paper, precipitation echo(PRE) and non-precipitaion echo(N-PRE)(including ground echo and clear 

echo) through weather radar data are identified with the aid of neuro-fuzzy algorithm. The accuracy of the radar 

information is lowered because meteorological radar data is mixed with the PRE and N-PRE. So this problem is resolved 

by using RBFNN and judgement module. Structure expression of weather radar data are analyzed in order to classify 

PRE and N-PRE. Input variables such as Standard deviation of reflectivity(SDZ), Vertical gradient of reflectivity(VGZ), 

Spin change(SPN), Frequency(FR), cumulation reflectivity during 1 hour(1hDZ), and cumulation reflectivity during 2 

hour(2hDZ) are made by using weather radar data and then each characteristic of input variable is analyzed. Input data 

is built up from the selected input variables among these input variables, which have a critical effect on the classification 

between PRE and N-PRE. Echo judgment module is developed to do echo classification between PRE and N-PRE by 

using testing dataset. Polynomial-based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RBFNNs) are used as neuro-fuzzy 

algorithm, and the proposed neuro-fuzzy echo pattern classifier is designed by combining RBFNN with echo judgement 

module. Finally, the results of the proposed classifier are compared with both CZ and DZ, as well as QC data, and 

analyzed from the view point of outpu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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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집 호우,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히 일어나며, 이로 인한 산사태  홍수가 

일어남에 따라 인명  재산피해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빠른 시간에 정보를 추출하여 호우정보

를 측할 수 있는 기상 이더가 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 이더 자료에는 강수정보를 나타내는 강수에코 뿐만 

아니라, 측 시 이더의 치, 기의 상태, 주  지형, 이

상굴  등에 따라 비(非)강수 에코(Non-precipitation echos)

가 측된다. 비(非)강수에코는 맑은 날에 나타나기도 하지

만 호우 시에도 측이 되어 강수에코와 비(非)강수에코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강수정보를 얻을 때에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더 자료에서 비(非)강수 에코를 제거

하는 작업은 보다 정확한 이더 측을 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는 과정이다[1]. 

기상청에서 업으로 사용되는 QC데이터는 강수사례 시 

0~10dBZ인 약한 반사도 값을 갖는 정보를 제거하여 이더 

자료의 정확성이 낮다. 한 비(非)강수사례 시 비(非)강수

에코들이 어느 정도는 제거되지만 부 제거되지 않는 문제

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기상 이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러한 기상

이더 데이터들  에코 분류에 한 연 성을 찾아내고 정

확한 결과를 얻기 해 학습  테스트 자료를 구성한다.

기상 이더 데이터의 각 입력변수는 다른 성격( , 다른 

범  혹은 이산성, 연속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일

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 1개의 기상 이

더 데이터가 가지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학습데이터 생성 

시 몇 사례 밖에 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효과 인 강수  비(非)강수사례의 샘 링 방법이 고안되

어야 한다. 강수에코와 비(非)강수에코의 분류를 한 분류

기는 평가방법에 입각한 RBFNN에 의해 설계된다. 제안된 

분류기의 구조는 각 분류기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진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  2

장에서는 자료의 특성분석과 학습데이터  테스트데이터의 

구성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한 모델과 에코 단 

모듈 방법에 해 고안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에코 분류를 

수행하여 결과에 한 설명과 비교를 한다. 5장에서는 앞선 

실험결과에 따른 결론에 해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

상 이더 데이터인 UF 데이터를 분석하여 강수에코와 비

(非)강수에코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RBFNN 패턴 분류기를 사용하여 에코를 분류한 결과

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재 기상청에서 업으로 구동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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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QC에 용할 수 있는 분류기를 제안하여 뉴로-퍼지 

모델의 에코분류 성능을 확인한다. 

2. 기상 이더 자료 특성분석  입력데이터 구성

기상 이더 자료의 에코를 분류하기 해 기상청에서 사

용하는 자료로는 UF(Universal Format)데이터를 사용한다. 

UF 기상 이더 데이터는 이더 설치 지역마다의 이더에

서 측되는 자료들을 바이 리(binary)형태 자료로 장된 

데이터를 말한다[2]. 장되는 값들은 필터링 후 반사도

(CZ), 필터링 후 시선속도(VR), 필터링 후 스펙트럼 폭

(SW), 필터링  반사도(DZ)가 장된다[3]. 하지만 UF 데

이터에는 몇 가지 문제 이 있다. 첫 번째는 CZ, VR, SW, 

DZ로만 강수 에코인지 비(非)강수에코인지 악할 수가 없

다. CZ와 DZ의 범 는 강수 사례와 비(非)강수 사례일 때가 

유사하여 강수 사례와 비(非)강수 사례가 분류되는 특징을 

악할 수 없었다. 한 VR, SW역시 강수 사례와 비(非)강

수 사례일 때의 값들이 유사하여 강수에코와 비(非)강수에

코 특징을 악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뉴로-퍼지 알고

리즘은 강수에코와 비(非)강수에코에 한 소속변수가 통계

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한다. VR, SW는 필터링을 거

친 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비(非)강수에코에 한 정보는 거

의 없다. 만일 VR, SW가 소속변수로서의 역할을 제 로 하

려면 비(非)강수에코에 한 정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므

로 VR과 SW는 소속변수로 채택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CZ가 필터링 후의 반사도 값이라고 하지만 강수 사례일 때 

여 히 지형에코가 존재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비(非)강수 

사례에서 비(非)강수에코 한 존재하여 필터링을 거친 후

의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정보의 신뢰성이 낮다[4].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상 이더 데이터의 DZ(필터링 

 dBZ 값)를 이용하여 반사도의 표 편차(SDZ),  DZ

를 구하 으며, 그 특성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강수에코와 

지형에코에서는 에코의 DZ 범 는 같지만 SDZ와 FR에 상

당한 차이를 보 다. 한 강수에코와 Clear에코에서는 1시

간  DZ, 2시간  DZ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입력변수

로 사용하 다. 

그림 1 입력데이터 구성 과정

Fig. 1 Construction procedure of input data

3. 제안된 분류기  에코분류 방법

본 장에서는, UF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코 분류를 한 

다항식 방사형 기 함수 신경회로망과 에코 단 모듈의 

용방법에 해 설명한다.

3.1 다항식 방사형 기 함수 신경회로망(RBFNN)의 구조

먼  일반 인 RBF 신경회로망은 일반 으로 3개의 층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가진 신경회로망으로써 n차원의 

입력 벡터 x=[x1, x2, …,xn]T는 은닉층을 통해 비선형식으

로 변환되고, 은닉층을 통해 얻어진 활성 벨들은 출력층에 

치한 뉴런에 의해서 최종 으로 선형 형태로 변환된다[5].

RBF 신경회로망은 빠른 학습시간과 일반화(generality) 

능력 그리고 단순화(simplicity) 능력이 다른 알고리즘과 비

교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과 비

선형 시스템의 모델링 등에 사용된다. 일반 으로 리 사

용되어지는 방사형 기 함수 형태는 식 (1)과 같이 가우시

안 형태로 표 되어진다[6].

 exp
∥ ∥




∥ ∥
⋯ 



∥∈∥ 
 exp  

∥ ∥




∥ ∥
 ⋯ 



∥∈∥ 
 exp   






∥ ∥ 
(1)

여기서 는 j번째 입력 데이터, j은 j번째 입력의 i(i=1, 

..., k)번째 RBF의 심, 는 i번째 은닉층 노드에서 RBF의 

활성화 역을 결정하는 분포상수이며 일반 으로 은닉층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은 ‘1’의 값을 가진다. 네트워크의 출력 

y(x)는 각각의 활성화 벨의 선형 조합으로써 다음 식 (2)

와 같이 계산된다.

yx i  
K wiRi x                  (2)

은닉층에서의 개발이 결정 인 RBF 신경회로망 설계에 

있어서 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그 이유는 (a) 은닉층의 

형태와 수는 기본 인 설계의 이 되고, (b) 입력공간에

서의 은닉층의 분포는 네트워크의 기능에서 요한 련이 

있으며, (c) 각각의 은닉층에서의 라미터의 최 화는 본질

으로 가장 요하다.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이와 같은 

요한 설계 이슈들에 해 다루기 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즉, RBF 노드 상호간의 연결가 치와 

노드 심  폭과 같은 라미터 변경 등이 연구되었으며, 

입력 데이터 에서 임의로 심 선택법 등이 사용되어졌

다. 한 은닉층의 형태가 결정되어진 후, 출력층에서 신경

들의 가 치에 한 최 화가 직 으로 이루어진 논문들

도 있다[7][8].

제안한 RBFNN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조건부에 기존의 

가우시안 함수가 아닌 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 다. 

FCM 알고리즘은 각 클러스터에 데이터의 소속정도를 퍼지

집합으로 출력하는 방사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활성함수

로써 사용하기에 합하여 가우시안 함수의 역할을 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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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할 수 있었다. 결론부에서는 다항식(상수, 일차선형, 

변형된 2차 선형)을 사용한다.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동정하기 한 후반부 라미터 동정은 최소자승법(Least 

Square Equation: LSE)을 사용하 다. LSE는 오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추정하여 주고, 역 모델의 학

습을 한 번에 구하여 오류역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와 

달리 학습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y(x)는 모델의 출력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림 2 제안한 RBFNNs

Fig. 2 Proposed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조건부에서 사용된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데이터

들 간의 거리를 기 으로 소속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

로 데이터들을 특성별로 분석하여 클러스터를 기 으로 특

성을 별한다. FCM 클러스터링 방법은 n개의 벡터 

(i=1,...,n) 집합을 c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하고, 각 클러스터의 

목 함수가 최소가 되는 심 값을 찾는 방법이다. FCM 클

러스터링 방법의 목 은 0과 1사이의 소속감 정도를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들을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  수 있는지를 

별하기 한 퍼지 분할을 사용한다는 이다. 즉 퍼지분

할을 응하기 해서, 소속 함수 U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

진 요소들로 나타내며, 데이터 집합에 한 소속감 정도 U

의 합은 항상 1이다. U라 표시되는 partition matrix를 구하

기 한 FCM 학습 데이터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9].

[단계 1] 클러스터의 개수 c(2⩽c⩽n)를 정하고 퍼지화계수 
m(1<m<∞)을 선택한다. 기 partition matrix 

U(r)을 기화 한다. 알고리즘 반복 횟수를 r(r=0, 

1, ...)로 표시한다.

U r   uik∈ i  
c uik ∀k k 

N uik n∀i  (3)

여기서 는 소속행렬의 라미터이다..

[단계 2] 식 (4)∼(7)를 이용하여 FCM 클러스터 심 

vi(i=1, 2, ..., c)을 계산한다. FCM 클러스터링에 

한 목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Juikvi  i  
c
k 
n uikm dik           (4)

여기서, 는 0과 1사이의 소속을 나타내는 정도의 

값으로 i번째 클러스터에 속해져 있는 의 k번째 

데이터의 소속정도를 나타낸다. 는 i번째 클러스

터 심 벡터이다. m은 partition matrix의 애매함

의 정도에 한 향을 나타내는 퍼지화 계수이다. 

이 값은 m∈[1, ∞]와 같은 범 를 가지고 있다.

식 (5)의 목 함수를 최소화하기 해서 먼  와 

와 련된 식의 목 함수를 다음과 같이 분화시

켜야 한다.

vir  vir   vicr  vijr  
k 
n
uikm

k 
n
uikm∙xki

    (5)

uik 
j  
c
xkvi  m  
xkvi  m   

j  
c
djk
dik
m  


  (6)

식 (5)에서 주어진 목 함수를 만족하기 하여 식 

(6)과 식 (7)에 의해서 구해진 값들을 이용하여 클

러스터 심 벡터를 구한다.

▪Euclidean distance :

dik  dxkvi   j  
s
xki vij        (7)

[단계 3] 다음과 같이 새로운 소속행렬 U(r+1)을 계산한다.  

                       

uikr   
j  
c
djkr 
dikr  

m  


            (8)

[단계 4] 다음 식(9)를 계산해서 만일 ⊿>Ɛ 이면 r=r+1로 정

하고 [단계 2]로 가서 다시 알고리즘을 반복 수행

하고 그 지 않고 ⊿≤Ɛ이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여기서, Ɛ는 임계값이다.

 U r  U r  max i k uikr   uikr     (9)

3.2 에코 단모듈

본 에서는 제안한 퍼지 모델의 성능 향상에 주요한 역

할을 하는 에코 단모듈에 하여 기술한다. 단모듈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비(非)강수 에코의 특성을 이용하여 비

(非)강수에코가 확실한 부분은 RBFNN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하는 것이다. 다음은 표 1은 에코 단모듈 지

표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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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Echo Type
PI for testing

(Judgement module)

2012.04.21 05:00

층운형 강수 

에코/GRE

94.65

94.69±0.54

2012.04.21 05:10 94.50

2012.04.21 05:20 94.31

2012.04.21 05:30 93.71

2012.04.21 05:40 95.33

2012.04.21 05:50 95.37

2012.04.21 06:00 94.93

2012.10.22 07:00

류형 강수 

에코/GRE

88.00

87.79±0.41

2012.10.22 07:10 87.52

2012.10.22 07:20 87.39

2012.10.22 07:30 87.51

2012.10.22 07:40 88.19

2012.10.22 07:50 87.73

2012.10.22 08:00 88.17

2012.12.14 06:00

강설 

에코/GRE

97.81

98.22±0.51

2012.12.14 06:10 97.83

2012.12.14 06:20 97.83

2012.12.14 06:30 98.16

2012.12.14 06:40 98.53

2012.12.14 06:50 98.69

2012.12.14 07:00 98.75

표   1  에코 단모듈 지표

Table 1 Tavle of echo judgement module

각 (Ray, Bin) 좌표의 이더 정보 데이터

Null DZ

Pattern 0(제거)
Pattern 0인지 1인지
분류기로 단

의 표처럼 먼  1차 으로, 테스트 데이터의 정보를 

악하여 제거할 데이터와 단할 데이터를 구분한다. 그리고 

2차 으로, 구분한 DZ 값들로 제거할 데이터인지 분류기로 

분류해야할 데이터인지를 단한다. 비강수 에코가 확실한 

부분은 DZ의 dBZ값이 음수이거나, Null 값이 있으며 이

더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서울지역의 1937년 7월 30일 146.9mm이기 

때문에 DZ의 dBZ 값이 60이상(계산 상 205.04mm)인 부분

은 제거한다.  (10)은 dBZ 값을 시간당 강수량으로 계산하

는 식이며, (11)은 단 모듈을 사용할 시 RBFNN을 사용할 

것인지를 단하는 식이다.  

 log   





          (10)

  and    비강수
 강수인지비강수인지판단    (11)

여기서 는 dBZ를 로그스 일로 바꾸기  값이며, R은 

시간당 강수량이다. 

 

4. 실험 방법  평가

강수에코의 사례는 많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

례 에서 류형, 층운형, 발달하는 류셀, 류셀+층운형, 

태풍에 의한 류셀의 강수사례들  하나씩을 샘 링 하여 

강수 학습데이터를 구성하 으며, 비강수 학습데이터로는 맑

은 날의 지형에코와 Clear 에코들을 샘 링 하여 구성하

다. 한 각 입력변수들이 복되는 데이터들을 제거하여 

학습데이터를 20% 일 수 있었다. 한 학습데이터에 사용

되지 않은 강수 사례  비강수 사례들로 테스트하여 성능

을 평가한다.   

4.1 강수  강설에코 사례의 테스트

오성산 이더의 층운형과 류형 강수 사례, 그리고 강

설 사례를 테스트 하 다. 층운형 강수 사례는 2012년 4월 

21일 05시∼06시 7개의 이더 자료를, 류형 강수 사례는 

2012년 10월 22일 07∼08시 7개의 이더 자료를, 강설 사례

는 2012년 12월 14일 06시∼07시까지 7개의 이더자료를 

테스트 하 으며, 총 21개의 자료를 테스트 하 다.  

그림 3-5의 (a)의 가운데를 보면 빨간색으로 지형에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의 (d)를 보면 지형에코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더에서 필터링을 거쳐 나오는 

CZ와 비교해 보았을 때 0∼10dBZ인 약한 강수에코가 약간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 업으로 사

용하고 있는 QC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한 강수에코를 

더 많이 살려내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각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 지표

Table 2 Performance index of each test data

 

(a) DZ(PRE+GRE) (b) QC

 

(c) CZ (d) RBFNN + 단모듈

그림 3 이더 자료(오성산 2012년 4월 21일 05시00분)의 반

사도를 이용한 층운형 강수 에코 지도

Fig. 3 Stratiform PRE map by using reflectivity of radar 

data(KSN 05:00 on 21 Ap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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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Z(PRE+GRE) (b) QC

 

 (c) CZ (d) RBFNN + 단모듈

 

(a) DZ(PRE+GRE) (b) QC

 

 (c) CZ (d) RBFNN + 단모듈

 

(a) DZ(PRE+GRE) (b) QC

 

 (c) CZ (d) RBFNN + 단모듈

Date Echo Type
PI for testing

(Judgement module 2)

2012.05.06 20:00

Clear Echo / 

GRE

97.79

91.63±3.66

2012.05.06 20:10 94.83

2012.05.06 20:20 92.86

2012.05.06 20:30 91.49

2012.05.06 20:40 90.03

2012.05.06 20:50 88.33

2012.05.06 21:00 86.11

2012.10.07 19:00

Clear Echo / 

GRE

98.00

89.77±6..33

2012.10.07 19:10 96.93

2012.10.07 19:20 95.76

2012.10.07 19:30 85.66

2012.10.07 19:40 81.57

2012.10.07 19:50 84.97

2012.10.07 20:00 85.51

표   3  각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 지표

Table 3 Performance index of each test data

Date Echo Type
PI for testing

(Judgement module)

2012.05.15 10:00

GRE

99.78

98.66±2.60

2012.05.15 10:10 99.75

2012.05.15 10:20 99.77

2012.05.15 10:30 99.76

2012.05.15 10:40 99.68

2012.05.15 10:50 99.58

2012.05.15 11:00 92.30

그림 4 이더 자료(오성산 2012년 10월 22일 07시00분)의 

반사도를 이용한 류형 강수 에코 지도

Fig. 4 Convection PRE map by using reflectivity of radar 

data (KSN 07:00 on 22 Oct. 2012)  

그림 5 이더 자료(오성산 2012년 12월 14일 06시00분)의 

반사도를 이용한 강설 에코 지도

Fig. 5 Snowfall echo map by using reflectivity of radar data 

(KSN 06:00 on 14 Dec. 2012)  

4.2 지형에코 사례의 테스트

지형에코 사례의 테스트로는 오성산 이더의 2012년 5월 

15일 10시∼11시 총 7개의 이더 자료를 테스트 하 다. 

그림 6의 (a)를 보면 지형에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b)와 (c)를 보면 필터링을 거쳤지만 지형에코가 생기는 것

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6의 (d)를 보면 지형에코는 확

실히 지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더에서 필터링

을 거쳐 나오는 CZ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형에코는 CZ보다 

더 잘 제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QC자료와 비교해 보아도 지형에코

가 잘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이더 자료(오성산 2012년 5월 15일 10시00분)의 반

사도를 이용한 지형 에코 지도

Fig. 6 Ground echo map by using reflectivity of radar data 

(KSN 10:00 on 15 May. 2012)  

4.3 청천(Clear)에코 사례의 테스트

청천(Clear) 에코 사례의 테스트로는 오성산 이더의 

2012년 5월 6일 22시∼23시, 2012년 10월 7일 19시∼20시까

지 총 14개의 이더 자료를 테스트 하 다.

표   4  각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 지표

Table 4 Performance index of each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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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Z(PRE+GRE) (b) QC

 

 (c) CZ (d) RBFNN + 단모듈

그림 7의 (a)를 보면 지형에코와 청천(Clear) 에코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b)와 (c)를 보면 필터링을 거쳤지만 

청천(Clear) 에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그

림의 (d)를 보면 지형 에코와 청천(Clear) 에코가 확실히 지

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더에서 필터링을 거쳐 

나오는 CZ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천(Clear) 에코는 CZ보다 

더 잘 제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QC자료와 비교해 보아도 청천

(Clear) 에코가 잘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이더 자료(오성산 2012년 10월 7일 19시00분)의 반

사도를 이용한 청천(Clear) 에코 지도

Fig. 7 Clear echo map by using reflectivity of radar data 

(KSN 19:00 on 7 Oct. 2012)

5. 결  론

본 연구는 기상 이더 데이터를 사용하여 강수에코와 비

(非)강수에코를 분류하여, 실시간으로 기상 이더 지도에서 

강수에코와 비(非)강수에코가 섞어있는 부분  비(非)강수

에코를 제거하여 지도상에서 강수에코만을 나타내는 연구이

다. 강수에코와 비(非)강수에코를 분류하기 하여 RBFNN 

패턴분류기를 사용하 다. 이더 자체에서 필터링을 거친 

반사도 값인 CZ와 기상청에서 업으로 사용되는 QC 데이

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강수사례 시 CZ의 값보다 지형에

코 부분은 많이 제거되며 QC 데이터에서 0~10dBZ인 약한 

반사도 값들이 제거되는 에코들을 살려 내었다. 비(非)강수

사례 시 비(非)강수에코들이 제거되지 않은 CZ와 QC보다 

더 많이 제거됨을 볼 수 있었다. 다량의 데이터에 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사이즈가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고,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재 기

상청에서 사용하는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므로 인해 분류기

의 성능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RBFNN 모델을 사용하여 오성산 이더 사이트 뿐만 아니

라 여러 이더 사이트에 한 강수/비(非)강수 에코를 분류

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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