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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기상 레이더와 지상강우계를 이용한 실시간 강우산정기법은 전형적인 방법Marshall-Palmer(M-P) ,

접근법을 이용한 방법 회귀분석에 의한 방법 를 이용한 방법 및 실시간geostatistic , , Kalman filter weight

를 이용한 보정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강우산정을 위한 각 방법의 장단점 및mask .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전형적인 방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우사상을 과소 추정하는 단점을 가졌으. M-P

며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층운형 대류형과 같은 강우형태에 따라 다른 관계식을 가지므로, Z-R

단일 관계식으로 강수를 산정함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강수 산정의Z-R . Geostatistic

경우 지상 강우계 정보를 활용하여 강우공간분포를 개선하는 여러 기법 즉 기법 등, cokriging, external drift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계산시간 실시간 산정과 적용상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실, variogram .

시간 회귀분석을 이용한 강우산정은 실제 적용에 있어 지상 강우계와 레이더 반사도사이의 선형 상관관계에

대한 결정계수가 매우 낮아 기법 적용이 간단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용에 한계를 가진다 기법. Kalman filter

을 이용한 실시간 레이더 강수산정은 계산시간이 여타 기법보다 많이 소요되어 실시간성을 유지하는데 한계

를 가진다 실시간 를 이용한 보정기법은 지상강우계 강우강도와 기상레이더 강우강도가 선형상. weight mask

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정이 대상지역 전체에 균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법의 적용이 간편하며

실시간 강우 공간분포를 실제 강우 관측인 지상 강우계 공간 분포 특성을 간접 강우 관측인 기상 레이더 반

사도 분포와 결합하여 공간 변화 특성을 잘 나타낸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실용적 적용에 있어 장점을 가진다.

핵심용어 실시간 강우산정 기상 레이더핵심용어 실시간 강우산정 기상 레이더핵심용어 실시간 강우산정 기상 레이더핵심용어 실시간 강우산정 기상 레이더: , , Weight Mask: , , Weight Mask: , , Weight Mask: , , Weight Mask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차원 정량강우의 정확한 산출은 이치수와 관련하여 수문 및 기상 연구자와 여러 관련분야 실무자들과2

한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 분야 이다 지상 강우 관측망을 이용한 관측자료를 이용한 보정에 의한 차원 정량. 2

강우 산정은 전형적인 접근법으로 계속되어져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간 분해능이 좋은 약( 16km)

자동 기상 관측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우의 정확한 공간적 분포양상을 나타내기에는 한계를 가진

다 또한 선형회귀분석 방법 등의 기법을 사용한 차원 면적강우의 산정에는 자료를. , Spline, geostatistical 2

평활화한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원격측정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상레이더를 이용한 차원 강우산정에. 2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강우 공간분포 이해와 정량적 강우 산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국내의 안정된 강우 지상관측망 자료와 기상레이더를 연계한 차원 정량강우 산정은 강우 유출해. 2 -

석의 정도 향상 및 다양한 분야에서 장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한 차원 정량강. 2

우산정과 적용에 있어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다 강우계 관측망으로부터 획득하는 강우량과 기상.

* 정회원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부교수E-mail : kimgs@knu.ac.kr

** 국토해양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조사과 E-mail : khchoi@mltm.go.kr

***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E-mail : gangster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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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정량강우산정을 위한 연구는 여러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 레이더 강우와 강우계 강우.

의 확률분포를 이용한 산정에 관한연구 다변량 회귀분석에 기초한 통계적 접근법(Rosenfeld et al., 1993),

기법을 이용한 연구(Hevesi et al., 1992), goestatistical interpolation (Krajewski, 1987, Cassiraga and

최규현 등 등이 있다 또한 현업보정에Gomez-Hemandez, 1996, Sun et al., 2000, Velasco et al., 2004, , 2006) .

의한 실시간 관계 기법을 제시하였다 실시간 강우산정기법은 전형적 레이더 강우산정 기법인Z-R .

방법과 기상 레이더와 지상강우계를 이용한 접근법을 이용한 방법 회귀Marshall-Palmer(M-P) geostatistic ,

분석에 의한 방법 를 이용한 방법 및 실시간 를 이용한 보정 등 여러 형태가 존재, Kalman filter weight mask

한다 전형적인 방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우사상을 과소 추정하는 단점을 가졌으며 기존 연구자들. M-P

이 제시한 바와 같이 층운형 대류형과 같은 강우형태에 따라 다른 관계식을 가지므로 단일 관계식, Z-R Z-R

으로 강수를 산정함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강수 산정의 경우 지상 강우. Geostatistic ,

계 정보를 활용하여 강우공간분포를 개선하는 여러 기법 즉 기법 등이 존재함에도cokriging, external drift

불구하고 과다한 계산시간 실시간 산정과 적용상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실시간 회귀분석을, variogram .

이용한 강우산정은 실제 적용에 있어 지상 강우계와 레이더 반사도사이의 선형 상관관계에 대한 결정계수가

매우 낮아 기법 적용이 간단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용에 한계를 가진다 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Kalman filter

레이더 강수산정은 계산시간이 여타 기법보다 많이 소요되어 실시간성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실시간.

를 이용한 보정기법은 지상강우계 강우강도와 기상레이더 강우강도가 선형상관관계를 가진다는weight mask

가정이 대상지역 전체에 균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법의 적용이 간편하며 실시간 강우 공간

분포를 실제 강우 관측인 지상 강우계 공간 분포 특성을 간접 강우 관측인 기상 레이더 반사도 분포와 결합

하여 공간 변화 특성을 잘 나타낸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실용적 적용에 있어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강우산정을 위한 각 방법의 장단점 및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차원 강우 산정차원 강우 산정차원 강우 산정차원 강우 산정2. 22. 22. 22. 2

차원 강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주된 기상 관측 레이다인 레이다에 의한 강우산출2 C-band

에 있어서는 특히 호우 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실제 강우량보다 적은 강우량이 산출되는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기상레이다에 의하여 산출되는 면적강우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기기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를 사용하여 최적의 강우를 환산하는 것이 중요한.

극복 과제인 것이다 기상레이다는 광역에 대하여 아주 정확한 강우분포양상과 시간적 강우 진행과정을 제시.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강우량은 간접적인 관측치로 레이더 반사도로부터 측정된 값이다 그러므로 지상보.

정을 통하여 내포된 에러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림 부산레이더 강우관측 샘플과 기법 비교분석에 사용된 대상지역 경계그림 부산레이더 강우관측 샘플과 기법 비교분석에 사용된 대상지역 경계그림 부산레이더 강우관측 샘플과 기법 비교분석에 사용된 대상지역 경계그림 부산레이더 강우관측 샘플과 기법 비교분석에 사용된 대상지역 경계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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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차원 정량강우산정에 있어 우량계 관측망을 통하여서는 획득하는 강우량은 관측지점에 대한2

정확한 강우량이라고 가정하고 기상레이더로부터 획득되는 반사도값은 정확한 강우의 공간분포와 강도 분포

를 나타낸다는 가정 하에 두 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개선된 차원 정량강우를 산출하여 기존의 식에 의2 M-P

하여 산정된 강우량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부산레이더 샘플 반사도 자료와. 1

분석에 사용된 대상지역 경계를 나타낸다 강수산정 기법들은 년 월말 발생한 태풍 루사 사상에 대하여. 2002 8

적용하였다 일반가정인 강우시스템의 균질성 및 반사도와 지상강우량과의 비례가정 하에 지상강우계 지점.

반사도와 지상강수량 사이의 회귀분석을 통한 실시간 관계식 산정이 가능하나 적용결과 결정계수가 매우Z-R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현업보정 기법과 동일한 각 지상관측 지점에 대응하는 적정 윈도우 내의 반.

사도 사이에 실시간 관계를 확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를 작성하여 적용한 결과 그림 에서Z-R weight mask 2,3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호우 시 강우량을 과소 추정하는 대상시간에 대하여 최고 강우강도 약 이하( 20mm/hr )

식에 의한 산정에 비하여 지상 강우계로 보정한 결과 강우강도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결과를 최고 강우M-P (

강도 약 이상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반사도 값의 공간분포와 비례하지 않는 강수장을80mm/hr ) .

그림 를 활용한 실시간 에 의한 강우강도 산정치 식을 사용한그림 를 활용한 실시간 에 의한 강우강도 산정치 식을 사용한그림 를 활용한 실시간 에 의한 강우강도 산정치 식을 사용한그림 를 활용한 실시간 에 의한 강우강도 산정치 식을 사용한2 (a) weight mask Z-R , (b) M-P2 (a) weight mask Z-R , (b) M-P2 (a) weight mask Z-R , (b) M-P2 (a) weight mask Z-R , (b) M-P

강우강도 산정치강우강도 산정치강우강도 산정치강우강도 산정치 (2002/08/31/08:40)(2002/08/31/08:40)(2002/08/31/08:40)(2002/08/31/08:40)

그림 를 활용한 실시간 에 의한 강우강도 산정치 식을 사용한그림 를 활용한 실시간 에 의한 강우강도 산정치 식을 사용한그림 를 활용한 실시간 에 의한 강우강도 산정치 식을 사용한그림 를 활용한 실시간 에 의한 강우강도 산정치 식을 사용한3 (a) weight mask Z-R , (b) M-P3 (a) weight mask Z-R , (b) M-P3 (a) weight mask Z-R , (b) M-P3 (a) weight mask Z-R , (b) M-P

강우강도 산정치강우강도 산정치강우강도 산정치강우강도 산정치 (2002/08/31/13:00)(2002/08/31/13:00)(2002/08/31/13:00)(2002/08/3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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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여 기본 가정에 대한 적용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매우 작은 지상 관측.

측기의 공간대표성의 문제와 함께 우적의 크기와 바람 등의 영향으로 레이더 반사도가 관측되는 지점과 지

상강우계의 관측치가 일대일 대응하는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사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크게 영향 받은 결과

라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바람영향 보정 및 대표 반사도 윈도우 크기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지속.

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차원 면적강우의 산정 시 레이다에 의한 강우산출에 있어서는 특히 호우 시 여러 가지2

원인에 의하여 실제 강우량보다 적은 강우량이 산출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상강우계와 기상레이더가 가

지는 장점을 이용하여 차원 면적강우 산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형태의 정량강우 산정기법 적용2 .

에 있어 발생하는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지상강우계를 사용한 실시간 보정 시 호우에 대하여 강우량을 과소.

추정하는 식에 의한 산정에 비하여 지상 강우계로 보정한 결과 강우강도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결과를M-P

보였다 그러나 강우 사상별로 레이더 반사도 값의 공간분포와 비례하지 않는 강수장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

이는 매우 작은 지상 관측 측기의 공간대표성의 문제와 함께 우적의 크기와 바람 등의 영향으로 레이더 반

사도가 관측되는 지점과 지상강우계의 관측치가 일대일 대응하는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사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크게 영향 받은 결과라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바람영향 보정 및 대표 반사도 윈도우 크기.

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개선된 차원 정량강우의 산출 및 적용한계성. 2

에 대한 분석 결과는 수자원 관리 및 분포형 유출모형의 등 수자원관리 전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지상 강우계 관측의 공간분포와 기상 레이더 관측의 강우 공간분포의 불일치성의 원인 규명과 보.

정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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