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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확한 강수량의 측정은 댐 및 하천의 운영, 농어촌 및 산림녹화, 안전관리 등 사용분야가 광범위하며, 재난재해를 

대비하고 강우발생시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수형 강수량계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검증시스템에 의한 강수량계 종류별 특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전도형 강수량계는 0.0041 ㎜, 무게식 강수량

계는 0.0045 ㎜, 표면장력식 강수량계는 0.0039 ㎜으로 불확도가 산출되었으며, 강수량계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불

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시험을 통하여 강수량계 종류에 따른 기상관측 및 수문관측 데

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ABSTRACT

Precipitation has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such a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dams and rivers, supply of 
dranking water for urban and industrial complex, farming and fishing, forest greening, and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prepare for disasters and to obtain economical effects in case of flood damage, it is necessary to measure accurate 
precipitation.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characteristics tests for various types of rainfall gauge using integrated 
verification system, which can analyze the performance of collective type rainfall gauge. The uncertainty for tipping 
bucket rain gauge was 0.0041 mm, where weight type and surface tension type was 0.0045 mm and 0.0039 mm 
respectively. Therefore, the uncertainty according to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ecipitation system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uncertainty is also influenced greatly by th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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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홍수 및 가뭄 등 수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지자체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알

제리 등 해외에서 홍수재해 통합관리 등 수재해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
개 부처 합동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과 한국의 온

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계기로 ‘16년 6월에 “기후

기술 확보 로드맵(CTR:Climate Technology Roadmap)”
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기후기술 등이 현실에 직면한 중

요한 이슈로 급부상하기 때문이다[1].
기상관측 및 댐과 하천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강수

량을 측정하는 강수량계는 수재해 예측과 국지성 강우, 
위험 기상 감시 등 악천후 관측, 재난 예방기술에 필요

한 자립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센싱 기술이며, 기상

청, 농진청, 산림청, 국토부 및 각 지자체 등에서 강우량

을 측정하여 농어촌 및 산림녹화,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

고 있으며, 비의 량을 기록 관리하여 차년도 등에 예측, 
활용하는 등 사용분야가 광범위하며, 재난재해를 대비

하고 홍수피해시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

한 강수량의 측정이 필요하다[2].
본 연구에서는 보통형, 전도형, 무게식 강수량계 등 

집수형 강수량계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검증시

스템에 의한 강수량계 종류별 특성시험을 통한 불확도

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상관측 및 수문관측 데

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Ⅱ. 강수량계

2.1. 강수량계 개요

강수(水)량은 비, 눈, 안개, 우박 등이 대기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양을 뜻하고, 강우(雨)량은 순수하게 비만 내린 

것을 측정한 양으로 단위는 ㎜를 사용한다. 강수량계는 

비 뿐만 아니라 눈을 포함한 고체형태로 지면에 내리는 

공기 중 수증기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의미한다.

2.2. 강수량계 종류 및 특성

표 1과 같이 강수량 측정방식에 따라 깊이 측정, 무게 

측정, 기타 측정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측정 원리에 따

라 보통형, 전도형, 무게식, 사이펀식, 레이다식, 압전식, 
광학식으로 세분화 된다[3,4].

Table. 1 Type of precipitation according to measurement 
method

Type Measurement 
Mothed Kinds

Collection
Depth Ordinary, Siphon, Float
Weight Tipping-bucket, Weighing

Non-collection
Radio wave Radar

Pressure Pressure
Infrared Optical

2.2.1. 전도형 강수량계

눈이나 우박처럼 고체성 강수현상도 관측할 수 있으

며, 일정량의 강수를 담을 수 있는 버킷의 전도 횟수를 

카운트하여 강수량 측정하는 방식이다. 수수기에 집수

된 강수가 두개의 소형 컵 중 하나의 컵에 일정량의 물

이 고이면 물의 무게에 의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빗

물을 비우게 된다. 이 때 전기회로가 연결되면서 전기신

호를 발생시켜 기록장치에 기록하기 때문에 디지털화

하기 쉽고 자동관측이 용이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

되며, 강수량계의 개념 및 외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Tipping bucket rain gauge

2.2.2. 무게식 강수량계

본체에 저수통이 있어 비, 눈 등이 수수기 상단을 통

해 들어온 강수가 용기에 차오르면 무게 센서 또는 로드

셀에 의해 연속적으로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물을 

받는 용기 및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무게식 

강수량계는 비와 같은 액체 강수는 물론 눈과 같은 고체 

강수까지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다. 운영에 있어서는 저

장부의 물을 비워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준비과정이 

필요 없는 장점을 가지나, 저장부 내부에 기름을 섞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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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을 형성하는 방법 등으로 증발을 막는 방법이 있어

야 한다. 강수량계의 개념 및 외형은 그림 2와 같다.

Fig. 2 Weighing rain gauge

2.2.3. 표면장력식 강수량계

수수구로부터 집수된 물은 일정한 크기의 구경의 관

으로 천천히 통과하여 표면장력에 의해 물방울이 만들

어 진다. 이때 낙하되는 물방울의 수를 카운트하여 물방

울의 질량과 물방울 수를 곱하여 강수량을 측정하는 방

식이며, 강수량계의 개념 및 외형은 그림 3과 같다[5].

Fig. 3 Surface tension rain gauge

Ⅲ. 통합검증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K-water융합연구원에서 운영중인 ISO 17025 국제공

인 강수량계 교정시스템은 전도형 강수량계를 대상으

로 교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보완하여 전도

형 강수량계를 포함하여 무게식, 표면장력식, 부자식, 
보통식 등 모든 종류의 강수량계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그림 4와 같이 구축하였다[6,7,8,9].

Fig. 4 Overview of integrated verification system

강수량계를 교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계량컵에서 

쏟아진 물을 우량승(우량측정 실린더)으로 부피를 측정

하여 강우량으로 환산하거나 교정된 자동피펫에 물을 

담아 강수량계에 천천히 배출시켜 계량컵의 측정횟수

와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물로 교정된 실린더나 

자동피펫을 사용하는 것으로 실린더나 자동피펫을 교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합검증시스템은 물

을 담은 수조를 정밀저울 위에 놓고 이 수조에 담긴 물

을 정속모터를 이용하여 일정한 강우강도를 유지하며 

강수량계로 흘려보낸 후 물의 질량변화를 저울로 측정

하여 강우량으로 환산하고 강수량계의 측정값과 비교

하는 방식이다[10].

3.2. 통합검증 성능시험 소프트웨어

강수량계 통합검증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의 기능은 교정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득

하며, 통합검증시스템으로부터 불확도 계산에 필요한 

요소인 질량, 수온, 정속모터의 동작시간, 측정반복 횟

수 및 실내의 온도, 습도, 기압 등을 읽어 들여 불확도를 

계산하고, 불확도의 계산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저장하

며 자동으로 파일을 생성시키는 기능을 한다. 소프트웨

어의 초기화면은 그림 5와 같다.

Fig. 5 Screen of integrated verification system (Weighing 
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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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시험 데이터 분석

4.1. 전도형 강수량계 성능시험

4.1.1. 시험 개요

피시험기인 전도형 강수량계의 특성은 표 2와 같으

며, 1 mm 분해능인 강수량계이다. 좌우 버킷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버킷의 측정 편차가 크지 않아야 된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tipping bucket rain gauge

Model WDSD-205

S/N 6793

Measurement Tipping bucket

Resolution 1 mm

Accuracy 3 %

4.1.2. 성능시험 절차

전도형 강수량계의 세부 성능시험 방법은 그림 6과 

같다. 전도형 강수량계의 측정에 필요한 파라메타인 버

켓의 전도횟수(10회, 20회, 30회, 임의), 강우 강도(20, 
50, 100, 임의 mm/h), 데이터 저장 파일명 등 측정에 필

요한 값을 설정하여 측정준비를 완료하고, 측정에 필요

한 물을 수조에 공급하여 측정에 필요한 물의 양이 적정

한지를 판단하고, 만약 물의 양이 모자라면 적정량을 추

가 공급한다. 측정을 시작하여 정속펌프를 이용하여 수

조의 물을 설정한 강우강도로 피교정 강수량계에 공급

하며, 버켓이 젖어있는 상태가 좌우가 같도록 각 한번씩 

2회 전도되도록 하고, 저울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30초
의 지연시간을 거친 후, 수조의 질량, 수온, 온도, 습도, 
대기압 등의 데이터를 측정한다. 분해능에 따른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수조의 질량, 수온, 온도, 습도, 대기압을 

측정한다. 버켓이 전도될 때마다 데이터를 측정하며, 9
회 반복하며, 마지막 10회 전도가 완료되면 저울값이 안

정화될 때까지 30초의 지연시간을 거친 후, 데이터를 측

정한다. 표준분동을 추가하여, 표준분동을 포함한 수조

의 질량을 측정한 후, 표준분동을 제거한 후, 설정한 강

우강도에 대한 불확도를 계산하고, 측정을 종료한다.

Fig. 6 Performance test procedure for tipping bucket 
rain gauge

4.1.3. 성능시험 데이터 취득

강우강도 20 mm/h를 기준으로 하여 전도형 강수량

계에 대한 성능시험을 그림 7과 같이 실시하였다. 전도

형 강수량계는 좌우 티핑 버켓에 담겨지는 물의 양(강수

량)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 각각 5회 씩 총 10회
를 그림 8과 같이 측정하여 좌우 티핑 버켓의 편차 및 불

확도를 계산하였다.

Fig. 7 Performance test of tipping bucket 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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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Time
(hh:mm:ss)

Measuring
Time

(s)

Weight
(g)

Bucket
(g)

Water
Temp.
(℃)

Air
Temp.
(℃)

Himidity
(% R.H.)

Pressure
(hPa)

Air
Density
(g/㎤)

Water
Density
(g/㎤)

Rainfall
(mm)

-1 15:01:20:4 28.5 10 090.6 36.4 22.2 23.3 53.7 1 006.0 0.001 176 0.997 7 1.168 1
0 15:03:58:4 158.0 10 059.8 30.8 22.2 23.3 54.2 1 005.9 0.001 175 0.997 7 0.988 4
1 15:06:44:8 160.4 10 028.8 31.0 22.3 23.3 54.9 1 005.9 0.001 175 0.997 7 0.994 8
2 15:09:25:7 160.9 9 997.4 31.4 22.3 23.2 55.0 1 005.9 0.001 176 0.997 7 1.007 7
3 15:12:06:4 160.7 9 966.3 31.1 22.3 23.2 55.5 1 005.8 0.001 176 0.997 7 0.998 0
4 15:14:47:0 160.6 9 935.0 31.3 22.3 23.2 56.3 1 005.8 0.001 175 0.997 7 1.004 5
5 15:17:28:0 161.0 9 903.8 31.2 22.3 23.2 56.8 1 005.9 0.001 175 0.997 7 1.001 3
6 15:20:08:3 160.3 9 872.5 31.3 22.3 23.2 57.4 1 005.9 0.001 175 0.997 7 1.004 5
7 15:22:49:3 161.0 9 841.3 31.2 22.3 23.2 57.7 1 005.8 0.001 175 0.997 7 1.001 3
8 15:25:30:2 160.9 9 809.9 31.4 22.3 23.1 58.0 1 005.8 0.001 176 0.997 7 1.007 7
9 15:28:11:0 160.8 9 778.6 31.3 22.3 23.1 58.3 1 005.8 0.001 176 0.997 7 1.004 5

10 15:30:51:4 160.4 9 747.2 31.4 22.3 23.1 58.8 1 005.9 0.001 176 0.997 7 1.007 7

Fig. 8 Performance test data of tipping bucket rain gauge

4.1.4. 전도형 강수량계 불확도 추정

불확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A형 및 B형 불확도를 

추정하여 합성불확도를 구한다. A형 불확도의 추정은 

유한 반복 측정값에 대한 평균 및 실험표준편차를 통하

여 구하며, B형 불확도의 추정은 통계적으로 직접 구하

지 않는 모든 불확도를 말하며, 제작자의 규격, 교정 및 

기타 인증서에 주어진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11,12,13,14].

성능시험 데이터에 의한 전도형 강수량계 평균( )은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    ㎜ (1)

   
     

    
     

     ㎜

또한, 성능시험 데이터에 의한 전도형 강수량계 실험

표준편차()는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 (2)

      ㎜

A형불확도()는 식 (2)에 의하여 구해진 실험표준편

차와 측정 횟수인 10회를 식 (3)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 (3)

    
   ㎜

       ㎜

B형불확도()는 Kwater연구원에서 운영중인 강수

량계 표준교정시스템의 측정능력산출보고서에서 산출

된 데이터인 0.003 9 mm를 사용하며, 이는 강수량계의 

성능을 검증하는 공통의 시스템이므로 모두 같은 값을 

사용한다[15].

    ㎜ (4)

합성불확도()는 A형불확도와 B형불확도로부터 식 

(5)에 의해 계산된다.

      ㎜ (5)

           ㎜
         ㎜

4.2. 무게식 강수량계 성능시험

4.2.1. 시험 개요

피시험기인 무게식 강수량계의 특성은 표 3과 같으

며, 강수량계의 동작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표준물질인 증류수를 수조에 넣은 후, 무게식 강수량계

의 신호선을 검증시스템의 입력부인 PLC의 D/I 포인트

에 연결한다[16].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weighing rain gauge

Model WPG-A1

S/N P170103

Measurement weighing

Resolution 0.1 mm

Accuracy ±0.1 mm (< 10 mm)

4.2.2. 성능시험 데이터 취득

강우강도 20 mm/h를 기준으로 하여 무게식 강수량

계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무게식 강수량계는 

0.1 mm의 강수량계 해당되는 물의 양을 관측시 1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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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력하는 형태로 상온에서 3.14 g에 해당되는 강수량

을 측정하는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10 mm에 해당되는 

강수량을 측정하여 그림 9와 같이 데이터를 취득하여 

편차 및 불확도를 계산하였다.

Count Time
(hh:mm:ss)

Weight
(g)

Water
Temp.
(℃)

Air
Temp.
(℃)

Himidity
(% 

R.H.)

Pressure
(hPa)

Weight
value
(g)

Air
Density
(g/㎤)

Water
Density
(g/㎤)

Volume
(cm3)

Rainfall
(mm)

0 11:53:25 11195.3 　 　 　 　 　 　 　 　 　

1 11:59:05 11130.5 23.9 24.0 62.3 1008.7 31.6 0.001 174 0.997 3 31.73 1.011 0
2 12:04:55 11064.1 23.9 24.0 62.8 1008.7 31.8 0.001 174 0.997 3 31.87 1.015 6
3 12:10:35 10999.2 23.9 24.0 63.1 1008.7 31.4 0.001 174 0.997 3 31.46 1.002 5
4 12:16:16 10934.5 23.9 23.9 63.3 1008.7 32.1 0.001 175 0.997 3 32.17 1.024 9
5 12:21:55 10869.9 23.9 24.0 63.7 1008.6 31.4 0.001 174 0.997 3 31.47 1.002 9
6 12:27:35 10805.2 23.9 24.0 64.0 1008.5 31.4 0.001 174 0.997 3 31.52 1.004 4
7 12:33:26 10738.6 23.9 23.9 64.0 1008.5 31.4 0.001 174 0.997 3 31.50 1.003 8
8 12:39:05 10674.0 23.9 23.9 64.3 1008.4 31.7 0.001 174 0.997 3 31.79 1.013 0
9 12:44:45 10609.3 24.0 23.9 64.7 1008.5 31.6 0.001 174 0.997 3 31.68 1.009 5

10 12:50:26 10544.5 24.0 24.0 65.1 1008.4 31.5 0.001 174 0.997 3 31.57 1.006 0

Fig. 9 Performance test data of weighing rain gauge

4.2.3. 무게식 강수량계 불확도 추정

성능시험 데이터에 의한 무게식 강수량계 평균( )은 

식 (1)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또한, 성능시험 데이터에 의한 무게식 강수량계 실험

표준편차()는 식 (2)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A형불확도()는 식 (2)에 의하여 구해진 실험표준

편차와 측정 횟수인 10회를 식 (3)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B형불확도()는 식 (4)에 의해 0.003 9 mm이며, 합

성불확도()는 A형불확도와 B형불확도로부터 식 (5)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4.3. 표면장력식 강수량계 성능시험

4.3.1. 시험 개요

피시험기인 표면장력식 강수량계의 특성은 표 4와 

같으며, 분해능이 0.116 mm로 진동이나 관이 막히지 않

도록 주의하여 설치한 후 시험을 진행한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surface tension rain gauge

Model ST-1

S/N ST-001

Measurement Surface tension

Resolution 0.116 mm

Accuracy ± 0.1 %

4.3.2. 성능시험 데이터 취득

온도 20℃에서 증류수를 이용하여 배수관의 관경을 

5 mm로 하고, 강우강도를 기준 강우강도인 20 mm/h로 

하여 그림 10과 같이 측정하였다.

Count Time
(hh:mm:ss)

Weight
(g)

Water
Temp.
(℃)

Air
Temp.
(℃)

Himidity
(% R.H.)

Pressure
(hPa)

Weight
value
(g)

Air
Density
(g/㎤)

Water
Density
(g/㎤)

Volume
(cm3)

1Drop
Weight

(g)

Rainfall
(mm)

   0 　 2094.7 　 　 　 　 　 　 　 　 　 　

300 16:39:47 2059.8 20.3 22.3 48.7 1 002.4  34.9 0.001 176 0.997 8 34.98 0.116 3 0.003 7

600 16:43:00 2024.8 20.3 22.4 48.6 1 002.3  35.0 0.001 176 0.998 1 35.07 0.116 7 0.003 7

900 16:46:23 1989.5 20.4 22.4 48.6 1 002.3  35.3 0.001 176 0.998 1 35.37 0.117 7 0.003 7

1,200 16:49:47 1954.3 20.4 22.4 48.6 1 002.3  35.2 0.001 176 0.998 1 35.27 0.117 3 0.003 7

1,500 16:53:09 1919.2 20.4 22.5 48.6 1 002.3  35.1 0.001 175 0.998 1 35.17 0.117 0 0.003 7

1,800 16:56:30 1883.8 20.5 22.5 48.5 1 002.3  35.4 0.001 175 0.998 1 35.47 0.118 0 0.003 8

2,100 16:59:51 1848.6 20.5 22.5 48.5 1 002.2  35.2 0.001 175 0.998 1 35.27 0.117 3 0.003 7

2,400 17:03:13 1813.7 20.5 22.6 48.5 1 002.2  34.9 0.001 175 0.998 1 34.97 0.116 3 0.003 7

2,700 17:06:35 1778.6 20.6 22.6 48.5 1 002.2  35.1 0.001 175 0.998 1 35.17 0.117 0 0.003 7

3,000 17:09:55 1743.8 20.6 22.6 48.4 1 002.2  34.8 0.001 175 0.998 1 34.87 0.116 0 0.003 7

3,300 17:13:15 1708.9 20.6 22.6 48.4 1 002.2  34.9

Fig. 10 Performance test data of surface tension 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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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표면장력식 강수량계 불확도 추정

성능시험 데이터에 의한 표면장력식 강수량계 평균

( )은 식 (1)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또한, 성능시험 데이터에 의한 표면장력식 강수량계 

실험표준편차()는 식 (2)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A형불확도()는 식 (2)에 의하여 구해진 실험표준

편차와 측정 횟수인 10회를 식 (3)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

B형불확도()는 식 (4)에 의해 0.003 9 mm이며, 합

성불확도()는 A형불확도와 B형불확도로부터 식 (5)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4.4. 강수량계별 성능시험 데이터 분석

전도형 및 무게식, 표면장력식 강수량계에 대한 성능

시험 결과는 표 5와 같다.

Table. 5 Performance test results for precipitation

Precipitation
Item

Tipping 
bucket Weighing Surface 

tension

Model WDSD-205 WPG-A1 ST-1

S/N 6793 P170103 ST-001

Resolution 1 mm 0.1 mm 0.003 7 mm

Accuracy ± 3 % ± 0.1 mm
(< 10 mm) ± 0.003 mm

Uncertainty 0.0041 mm 0.0045 mm 0.0039 mm

Ⅴ. 결 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홍수 

및 가뭄, 한파, 폭설 등 많은 기상이변을 발생시키고 있

으며, 이에 따른 각국에서는 수재해와 관련한 시스템 구

축 등 자연재해 통합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기상관측 및 댐과 하천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필수 인

자인 강수량은 수재해 예측과 국지성 강우, 위험 기상 

감시 등 악천후 관측, 재난 예방기술에 필요한 요소이

며, 자립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측정기술이다.
강수량계는 댐 및 하천의 운영, 농어촌 및 산림녹화, 

안전관리 등 사용분야가 광범위하며, 재난재해를 대비

하고 홍수피해시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

한 강수량의 측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수형 강

수량계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검증시스템에 의

한 강수량계 종류별 특성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전도형 

강수량계는 0.0041 ㎜, 무게식 강수량계는 0.0045 ㎜, 표
면장력식 강수량계는 0.0039 ㎜으로 불확도가 산출되었

다. 따라서 강수량계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불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시험을 

통하여 강수량계 종류에 따른 기상관측 및 수문관측 데

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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