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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to simulate the watershed storm runoff using data of S-band dual-polarization radar rain, GPM (Global Precipitation 

Mission) satellite rain, and observed rainfall at 21 ground stations operated by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pectively. For 

the 3 water level gauge stations (Sancheong, Changchon, and Namgang) of NamgangDam watershed (2,293 km2), the KIMSTORM2 (KIneMatic 

wave STOrm Runoff Model2) was applied and calibrated with parameters of initial soil moisture contents, Manning’s roughness of overland and 

stream to the event of typhoon CHABA (82 mm in watershed aveprage) in 5th October 2016. The radar and GPM data was corrected with CM 

(Conditional Merging) method such as CM-corrected Radar and CM-corrected GPM. The CM has been used for accurate rainfall estimation in water 

resources and meteorological field and the method combined measured ground rainfall and spatial data such as radar and satellite images by the 

kriging interpolation technique. For the CM-corrected Radar and CM-corrected GPM data application, the determination coefficient (R2) was 0.96 

respectively. The Nash-Sutcliffe efficiency (NSE) was 0.96 and the Volume Conservation Index (VCI) was 1.03 respectively. The CM-corrected 

data of Radar and GPM showed good results for the CHABA peak runoff and runoff volume simulation and improved all of R2, NSE, and VCI 

comparing with the original data application. Thus, we need to use and apply the radar and satellite data to monitor the flood within the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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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합성 기법과 KIMSTORM2 분포형 수문모형을 이용한 GPM 위성 강우자료 및 

Radar 강우자료의 홍수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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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비슬산 이중편파 Radar 자료와, GPM 위성자료 및 21개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지상강우자료를 활용하여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KIneMatic wave STOrm Runoff Model2, KIMSTORM2)을 이용해 남강댐 유역(2,293 km2)을 대상으로 유출해석을 수행

하였다. 모형의 유출 해석은 2016년 10월 5일 02:00∼09:00 총 8시간 동안 최대강우강도 33 mm/hr, 유역평균 총 강우량 82 mm이 발생한 태풍 차

바(CHABA)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Radar 및 GPM 자료와 조건부합성(Conditional Merging, CM) 기법을 적용한 Radar (CM-corrected Radar) 및 

GPM (CM-corrected GPM) 자료를 각각 활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때, 공간 강우자료에 유출 검보정은 남강댐 유역 내 3개의 수위관측 지점(산

청, 창촌, 남강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매개변수 초기토양수분함량, 지표와 하천의 Manning 조도계수를 이용하여 검보정하였다. 유출 결

과는 결정계수(Determination coefficient, R2), Nash-Sutcliffe의 모형효율계수(NSE) 및 유출용적지수(Volume Conservation Index, VCI)를 산정하

였다. 그 결과 CM-corrected Radar, GPM 자료가 평균 R2는 0.96, NSE의 경우 0.96, 유출용적지수(VCI)는 1.03으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최종적으로 CM 기법을 이용한 보정된 공간분포자료는 기존의 자료에 비해 시공간적으로 정확한 홍수 예측에 사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GPM, KIMSTORM2, Distributed rainfall-runoff model, 조건부합성 기법

© 2019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Corresponding Author. Tel: +82-2-444-0186

E-mail: wjd0823@konkuk.ac.kr (C. G. Jung)



S. H. Kim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2(1) 21-3322

1. 서  론

국민안전처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2014∼2016) 태풍 나크리(NACRI), 고니

(GONI), 차바(CHABA) 등 한해에 3개 이상의 태풍이 우리나

라에 영향을 주며 22번의 집중호우로 인해 8명의 인명피해와 

4,269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효과적인 대응으

로서 강우의 시공간적인 특성의 파악에 따른 정확한 홍수 예

측이 요구된다(Jung et al., 2017). 

시공간적인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Radar와 Global 

Precipitation Mission (GPM) 위성 같은 공간적 특성을 가지

는 자료의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Jung et al., 2014; Ahn et al., 

2015; Jung et al., 2017). Radar 및 GPM과 같은 자료들은 지상

관측지점 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강우정보 또는 지상강우관측

에서 획득 할 수 없는 미계측 유역에 대한 강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Jung et al., 2017) 국내 및 국외에

서 강우의 정량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Jang et al., 2003; Baik et al., 2018). 그러나 Radar의 경우 

단기 및 초단기 예측이 가능하나 비용 및 설치 등의 한계로 국한

된 특정 지역에서만 기상예보와 관련된 연구들에 사용되고 있

다(Kim et al., 1999).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Radar와 같이 한

정적인 계측 지역을 벗어나 미계측 지역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

에,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기상, 지표변화에 대해서 관측할 수 

있어서 미계측 지역에서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Kim et al., 

2014; Baik et al., 2018). 특히, 인공위성을 통하여 강우를 관측

하기 위해,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열대 강우 측정 임무를 가지고 발사된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TRMM)은 육지와 해양에서의 

강수 관측을 목적으로 발사되었으며, 1997년 10월부터 2015

년 6월까지 강수 유무, 강수형태, 강수량 측정, 강수 입자의 분

포 등 여러 자료들을 산출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

어왔다(Seo, 2012; Worqlul et al., 2014; Li, 2015; Baik et al., 

2015; Baik et al., 2016; Baik et al., 2018). 이후 2014년 2월에 

GPM 위성이 발사되어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강우를 관측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의 정확도 검증 및 보

정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ang and Lu, 2016; 

Sharifi et al., 2016; Baik et al., 2018). Sharifi et al. (2016)은 

GPM 위성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인 이

란의 4지역(kermanshah, tehran, bushehr and guilan areas)에

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간 동안의 TRMM 3B42, 

ERA-INTERIM, GPM-IMERG 자료들을 일/월단위 자료로 

검증하였다(Baik et al., 2018).

하지만, 원격탐사시스템(Radar 및 GPM) 자료들을 통한 관

측은 지상관측의 정량적인 개념이 아닌 간접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Kang et al., 

2017; Baik et al., 2018). 인공위성 자료의 시공간적인 분포성

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직접적인 관측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Kim 

et al., 2017; Baik et al., 2018).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 및 수문기상자료에 대한 정확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

면서 선행연구들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위성과 

지점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보정 및 상세화 기법에 대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왔다(Berndt et al., 2014; Baik et al., 2016; 

Lee et al., 2016; Baik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남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 

Radar, GPM 위성으로 관측된 강우사상 태풍 차바(CHABA)

에 대해서 지상강우자료와의 정량적인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지상강우 자료의 크리깅(Kriging) 

기법을 통해 공간내삽자료와 2) 지상 지점강우자료와 Radar, 

GPM 각각의 자료의 조건부합성(Conditional Merging, CM)

으로부터 산정된 CM 공간강우자료를 분포형 모형에 적용하

여 보정된 강우자료에 대한 대상유역의 홍수유출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및 방법론

2.1 연구지역

국민안전처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자연재해 

현황 중 10월 3일∼6일 태풍 차바(CHABA)로 인해 전체 74%

인 2,150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정 경상도 지역

에 많은 비가 내렸다. 본 연구는 2016년 10월 5일 02:00∼09:00 

총 8시간 동안 대상유역인 남강댐 유역(2,293 km2)에 1시간 

최대강우강도 33 mm/hr, 유역평균 총 강우량 82 mm이 발생한 

태풍 차바(CHABA)를 강우 이벤트로 선정하였으며, Fig. 1 

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남강댐 유역(2,293 km2)은 

낙동강 제1지류인 남강의 낙동강 합류점으로부터 약 80 km 상

류지점에 위치한 남강다목적댐의 직상류부에 위치하고 있

다. 해발 300 m 이상의 지역이 유역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3%가 지리산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남강댐 

유역의 경우 여름철에 몬순기후와 남해안의 난류가 어우러져 

태풍을 동반하는 다우지역으로 강우 발생 시 유량의 집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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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역이다(Jung et al., 2008; Ahn et al., 2013; Ahn et al., 

2015; Jung et al., 2017). Fig. 2에는 대상유역 근처의 강우관

측소(21개소) 및 수위관측소(3개소) 현황을 나타내고 있으

며, GPM 및 지점강우의 비교분석 및 모형의 보정을 위한 수위

관측소는 각각 산청(SC), 창촌(CC), 그리고 남강댐유입부

(NR) 3개 지점자료를 이용하였다. 소유역의 경계는 3개의 수

위관측소 지점을 기준으로 분할하였다(Jung et al., 2017). 또

한, 21개 KMA 강우 관측 지점자료로부터 공간 보간된 

Kriging 강우 자료의 검증을 위해 21개 KMA 강우 관측 지점

에 포함되지 않은 시천(Shicheon) 강우 지점을 대상으로 

leave-one-out 교차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Fig. 2).

2.2 연구방법

2.2.1 KIMSTORM2 모형의 개요

본 연구에서 적용한 KIneMatic wave STOrm Runoff Model 

(KIMSTORM)은 Kim, (1998)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격자 

물수지(cell-based water balance) 기법을 이용하여 지표흐름

과 지표하 흐름을 모두 고려한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이다. 

KIMSTORM은 격자물수지법을 이용함으로써 음해기법에 

비해 모형의 구조 및 계산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며 Kim et al. 

(1998)에서는 연천댐 유역(1,875 km2), Hong et al. (2010)은 

용담댐유역(930 km2), 그리고 Kim and Chae (2000)은 이평

교 유역(76 km2) 등의 강우유출 모의에 적용된바 있다. 그러나 

KIMSTORM은 UNI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모형의 입

출력자료 처리를 위한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공간입

력자료, 강우자료 및 매개변수 설정을 위하여 소스코드 수정

이 불가피하고 모의결과의 평가 및 가시화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며, 최근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에 많이 적용하는 공간강

우의 입력처리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Jung et al. (2008)은 

KIMSTORM의 적용이론과 구조 및 성능을 개선하고 모형

구동환경을 MS Window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개발언어를 

FORTRAN 90으로 채택한 KIMSTORM2를 개발하였다. 이

후 개발된 모형은 충주댐 유역(Jung et al,, 2010a; Jung et al., 

2010b; Ahn et al., 2014), 남강댐 유역(Ahn et al., 2013; Ahn 

et al., 2015; Jung et al., 2017)에 적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KIMSTORM2 모형은 대상유역을 일

정한 크기의 격자로 구성하고, 각각의 셀에 대한 지형, 지표 

및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들을 매개변수로 하여 주어진 시간간

격별로 침투, 침루, 지표 및 지표하 유출, 가정된 기저유량을 

산정한 후 격자물수지법에 의해 흐름경로를 따라 인접한 셀들

로부터 유입량과 중심 셀에서의 유출량에 대한 물수지를 계산

함으로써 유역의 전반적인 수문량에 대한 시간적 변화와 공간

적인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이다. 유출해석을 위하여 지

표셀은 3개층(지표, 불포화 및 포화지표, 및 하층)으로, 하천

Fig. 1. Flowchart of this study

Fig. 2. Location of Namgang Dam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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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은 단일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셀에 대해 상기 식

들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들을 이용하여 격자물수지가 계산되

며, 임의 시간에 계산된 격자별 물수지 결과는 각 격자의 물수

지 변화를 추적하게 된다(Kim, 1998). 모형의 격자 물수지 구

조의 지표와 토양층에 대해 Eqs. (1) and (2)의 물수지식을 적

용하고 있다(Jung et al., 2010a; Ju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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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의 유입량(m3/s), ∙∙는 지표층의 유출량

(m3/s), ∙∙는 셀에 인접한 셀의 불포화 지표하층으

로부터의 유입량(m3/s), ∙∙ 는 불포화 지표층의 유출

량(m3/s), ∙∙는 포화 지표하층으로 침루된 용적으로부

터 가정한 기저유입량(m3/s), 는 불포화층의 격자토양수

분(m3), 는 침루량(m3), t는 시간간격(sec)이다(Jung et 

al., 2008; Jung et al, 2017). 

2.2.2 조건부합성 기법

Ehret (2002)와 Pegram (2002)에 의해 제안된 조건부합성

(Conditional Merging, CM) 기법은 Radar 및 GPM 공간강우

자료의 보정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국내외에서 Radar 및 GPM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 활용되었다(Baik et al., 2018). 공간

강우자료(Radar 및 GPM)을 이용하여 측정한 강우량의 분포

패턴과 우량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한 강우량을 합성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CM 기법은 지질통계학적 접근 방법인 크리

깅(Kriging)한 변수 값이 없을 때 내삽을 통해 변수 값을 추정

하는 지질 통계학적 접근 방법이다(Kim and Jung, 2016). 

본 연구에서는 Radar 및 GPM 자료를 각각 이용하여 CM 

기법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1) 남

강댐 유역 내 위치한 21개 KMA 강우 관측 지점에 대해 수집한 

실측 강우자료를 Kriging 기법을 통해 공간보간을 실시하였

다. 선행연구 Baik et al. (2016) 및 Baik et al. (2018)에서는 

실측 강우자료를 역거리가중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을 이용해 공간보간을 실시하였다. 두 기법의 차이는 

IDW 기법의 경우 실측점 사이의 값을 추정하는 것에 비해 

Kriging 기법은 주변의 많은 측정 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값을 추정하며 실측 값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웃한 

각 측정 값 사이의 상관강도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Kriging 

기법은 산지가 많은 지역과 불균질한 지형에 많이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Krig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2) 

그리고 Radar 및 GPM 각각의 자료로부터 지상 관측소 지점

과 일치하는 지점에서의 강우 값을 추출하고 추출된 지점 값

으로부터 Kriging 기법을 이용해 공간보간을 실시하였다. 3) 

그 뒤 원시자료(Radar, GPM)와 Kriging 기법을 통해 산정한 

자료로부터 잔차(차이)를 산정하고, 산정된 잔차에 Kriging 기

법을 통해 공간보간을 실시한 지상 강우 자료를 더해 최종적

으로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강우 자료

를 산정하였다(Jung et al., 2017).

2.3 연구자료

2.3.1 GIS 자료 및 공간매개변수

모형에는 DEM, 흐름방향도, 토지피복도, 유효토심도, 토

양종류도, 유역경계, 지표경사분포도(slope)가 필수 GIS 자료

로 입력된다. DEM은 1:5,000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GIS)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구축하였으며, 흐름방

향, 흐름누적 및 하천망이 실제하천의 형태를 고려하면서 정

의될 수 있도록 Agree Burn (Hellweger, 1997; Jung and Kim, 

2003) 기법을 적용하여 DEM을 전처리하였다(Jung et al., 

2017).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도를 사

용하였으며 전체면적의 78%는 산림, 12%는 논, 8%는 밭이 

차지한다. 유효토심도 및 토양종류도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벡터형태의 1:50,000 개략토양도의 유효토심과 토

양종류 속성을 격자화하여 사용하였다. 토지피복도, 유효토

심도 및 토양종류도는 모두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

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GPM 및 지점강우의 

비교분석 및 모형의 보정을 위한 유역경계는 수위관측소를 기

준으로 3개의 유역(SC, CC, NR)으로 분할하였다.

2.3.2 전지구강수관측위성(Global Precipitation Mission, GPM) 자료

전지구강수관측위성 GPM 위성은 TRMM의 후속위성으

로 기상예측 정확도 개선, 홍수 경보 등과 함께 이상기후의 해



S. H. Kim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2(1) 21-33 25

명등을 목표를 가지고, 2014년 2월 27일에 미국항공우주국

(NASA)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ese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의 협력을 통해 발사되었다(Baik 

et al., 2018). GPM 위성의 핵심 센서는 NASA에서 개발한 마이

크로파방사계측기(GPM Microwave Imager, GMI)와 JAXA

가 일본의 정보통신 연구기구(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NICT)에서 제작된 이중

파장 강우 Radar (Dual-frequency Precipitation Radar, DPR)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TRMM 위성자료보다 더 높은 관측 

주기를 가지고 있다(Sharifi et al, 2016; Baik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Integrated Multi-satellitE Retreievals for 

GPM (GPM IMERG)자료를 사용하였다. GPM IMERG 위성

자료는 Level 3 자료로 GPM 단일 위성으로 만든 Level 3 격자 

강수량과 구별된다(Jang et al., 2017). 이 자료는 GPM 코어

위성 듀얼Radar (DPR), GPM 마이크로파이미저 (GMI)과 

마이크로파 센서를 탑재하고 강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모든 

마이크로파 협력위성 및 적외(IR) 채널을 탑재한 정지궤도 

위성들의 강수량 값을 블렌딩 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자

료는 30분간 10 km의 해상도 자료이다(Jang et al., 2017). 

GPM IMERG 자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

하여 최종 격자화된 자료를 산출한다. NOAA CPC (Climate 

Prediction Center)에서 CMORPH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마

이크로파와 적외센서를 결합한 자료를 제공하며, UC Irvine 

대학에서는 적외채널을 이용하여 산출한 강우강도 값을 제공

한다. NASA GSFC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강수량 자료를 결합

하여 수집 제공하게 되며, GPM 자료는 Latency 6시간 후 자료

(Early run product), 18시간 후의 자료(Late run product)와 

최종적으로 지상관측자료와의 보정한 4개월 후 자료(Final 

run product)를 생산하여 2014년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Ja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사용한 GPM 자료는 지상관측

자료와 보정한 4개월 후 제공되는(Final run product) 자료로 

Radar와 실시간 모의는 어렵지만 미계측 지역 특히 북한 지역 

등의 특정 지역에 대한 홍수량 산정 시 정확한 자료의 효용성 

판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GPM 자료는 

협정 세계시(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을 기준으

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표준시(Korea Standard Time, KST)

에 맞춰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KST= UTC+9 (hr)), 시간단

위로 모의를 하기 위해 30분 간격의 GPM 자료를 1시간단위 

강우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3.3 이중편파(S-band dual-polarization) Radar 자료

본 연구에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비슬산 이중편

파 Radar 자료를 사용하였다. 과거에 수평성분의 전파만을 사

용한 단일편파 Radar에 반해 최근 사용되는 이중편파(Dual- 

polarization) Radar는 수평과 수직성분의 전파를 동시에 사

용하여 목표물에 대한 특성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Jeon 

et al., 2012). 위상변화 정보는 특히 이중편파 Radar에서 중요

하다. 수평과 수직 전파가 대기 중 강우입자의 크기나 분포밀

도에 따라 다른 경로를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위상 변화량은 집중호우 지역을 분별하고 정확한 강우량을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간적 강우관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강우 Radar 관측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차적

으로 낙동강 비슬산에 이중편파(S-band dual-polarization) 

Radar를 설치하여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비슬

산 Radar 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현업용 이

중편파 Radar로 낙동강 유역의 홍수예보에 주로 활용하고 있

다(Ahn et al., 2013). 

제공된 Radar 자료는 선행연구(Jung et al., 2017)에서 사

용되었으며, Radar 강우자료의 추정 알고리즘은 JPOLE 

(Ryzhkov et al., 2005) 및 CSU (Cifelli et al., 2011)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산정하였고 수평반사도(Zh), 차등반

사도(ZDR), 및 비차등위상차(KDP) 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강우 추정치 R(Z), R(ZDR), R(KDP)를 계산한 자료를 제공받

았다. 이 중에서 관측강우자료와의 비교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R(KDP) 자료를 사용하였다(Jung et al., 2017).

2.4 강우자료 비교

2.4.1 지점, Radar, GPM 강우자료 비교

지상강우 자료의 경우 남강댐 유역 내 위치한 21개 KMA 

강우 관측 지점에서 시단위 강우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구축

한 지상강우 자료는 모형의 입력자료 해상도와 동일한 격자

크기(500 m)로 Kriging 기법을 활용해 공간 내삽하여 적용하

였다(Fig. 3(h)). 또한, 공간 보간된 Kriging 강우 자료의 검증

을 위해 21개 KMA 강우 관측 지점에 포함되지 않은 시천

(Shicheon) 강우 지점을 대상으로 leave-one-out 교차 검증 방

법을 사용하였다. 

강우자료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결정계수(determination 

of coefficient, R2), 상대오차(Rs) 및 절대오차(Ra)를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R2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관측값과 모의값의 상

관성 및 정확도가 높다. Rs는 지상강우를 기준으로 상대적으

로 Radar 및 GPM 자료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는 총 양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며 Ra는 절대적인 오차의 크기를 비교

할 수 있는 지수이다(Jeon et al., 2012). Rs 및 Ra는 Eqs. (3) 

and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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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4)

여기서, G는 지상강우 관측값(mm), R은 지상강우관측 위치

에 상응하는 지점의 Radar 및 GPM 자료(mm)이며 Rs, Ra는 

각각 상대오차(%)와 절대오차(%)이다. 

2014년 집중호우 기간에 시천(Shicheon) 지점에서의 Kriging, 

Radar 및 GPM 자료의 R2은 0.83, 0.82 및 0.81이며 Rs는 각

각 –6.3%, –18.3% 및 –7.2%, Ra의 경우 17.2%, 20.8% 및 

20.7%으로 산정되었으며(Fig. 4(a)), 2016년 차바(CHABA) 

기간의 R2은 0.83, 0.04 및 0.44, Rs는 23.6%, –45.5% 및 28.0%, 

Ra의 경우 36.6%, 55.4% 및 50.6%으로 산정되었다(Fig. 4(c)). 

시천(Shicheon) 지점에서의 누적지상강우량과 각 자료의 누

적강우량을 비교한 결과 2014년 기간의 Kriging 자료의 경우 

3 mm 편차를 보이는 반면 Radar 및 GPM 자료 모두 각각 경우 

74 mm 25 mm 과소 추정되었고, 2016년 기간에서는 Kriging 

자료의 경우 6 mm, Radar 자료의 경우 48 mm 과소 추정, GPM 

자료는 17 mm 과대 추정되었다. 

Figs. 4(b) and 4(d)는 전체 유역평균을 대상으로 나타낸 그

래프이며 2014년 기간의 각 Kriging, Radar 및 GPM 자료의 

R2는 0.99, 0.95 및 0.96이며 Rs는 0.7%, –23.4% 및 4.5%, Ra

의 경우 1.1%, 32.4% 및 13.7%, 2016년 기간의 각 자료의 R2는 

0.99, 0.20 및 0.58, Rs는 0.4%, –61.6% 및 14.2%, Ra의 경우 

0.5%, 61.6% 및 33.9%으로 산정되었다. 각 자료의 누적강우

량 편차는 2014년 기간의 Radar 자료가 41 mm 과소 추정, GPM 

자료가 7 mm 과대 추정되었으며. 2016년 기간의 Radar 자료

는 49 mm 과소 추정, GPM 자료가 7 mm 과대 추정되었다. 특

히, Radar 자료는 2014년 집중호우 기간과 2016년 태풍 차바

(CHABA) 기간에 강우의 편차가 각각–23.4%, 61.6%로 크

게 나타났다.

이는, Radar 강우가 관측치보다 과소 평가된 선행연구(Ahn 

et al., 2013; Ahn et al., 2015; Bae et al., 2005; Jung et al., 2017)

와 동일한 패턴으로 분석되었다. Radar 자료의 이러한 편차 

발생의 원인은 1) Radar 반사인자의 측정오차, 2) Z-R 관계식

의 변동성, 3) 강우계 Radar의 상이한 강우 추출(sampling) 방

법, 4) 강우계 관측오차 등으로 알려져 있다(Bae et al., 2005). 

GPM 자료의 경우 과대측정으로 관측오차가 큰 것을 볼 수 있

었으며, 특히 여름기간에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GPM 자료의 이러한 편차 발생의 원인은 한반도의 몬

순기후의 영향으로 약 15 mm/day 이상의 강우에서는 상대적

으로 높은 발생확률을 갖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약 15 mm/ 

(a) DEM (b) Flow direction (c) Land use (d) Effective soil depth

(e) Soil texture (f) Watershed boundary (g) Watershed slope (h) Kriging rainfall

Fig. 3. GIS input data for KIMSTORM2 model (Ju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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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미만에서는 GPM 자료의 강수가 낮은 발생확률을 나타내

고 있다(Baik et al., 2018).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남강댐 유역 

또한 여름철에 몬순기후와 남해안의 난류가 어우러져 태풍을 

동반하는 다우지역으로 강우 발생 시 유량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러한 오차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Radar 및 GPM 관측 자료는 지상관측의 정량적인 개념이 아

닌 간접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단점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Fig. 4).

2.4.2 조건부 합성 강우자료 비교

본 연구에서는 지상강우의 Kriging 공간내삽자료와 Radar 

및 GPM 자료 각각의 CM 기법을 통해 생산된 강우자료를 

분포형 모형에 적용하여 보정 강우 자료의 활용성을 평가하

(a) The Shicheon station (2014)

(b) The whole watershed (2014)

(c) The Shicheon station (2016)

(d) The whole watershed (2016)

Fig. 4. The cumulative rainfall graphs and relationship between observed rainfall and Kriging, Radar and GPM rai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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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Fig. 5(a) 시천(Shicheon) 지점에서 편차가 큰 Radar 및 

GPM 자료를 CM 기법을 이용하여 나타낸 CM-corrected Radar 

및 GPM CM-corrected GPM 누적 강우 그래프이다. 

기존의 Radar 및 GPM 자료와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를 각각 비교한 결과 R2는 0.04 및 

0.44에서 0.91 및 0.79, Rs의 경우 –45.5% 및 28.0%에서 –3.0% 

및 27.2%, Ra의 경우 55.4% 및 50.6%에서 16.1% 및 40.6%로 

개선되었다. 누적지상강우량과 각 자료의 누적강우량을 비

교한 결과 기존의 Radar 및 GPM 자료는 48 mm 과소 추정 및 

18 mm 과대 추정에서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는 3 mm 과소 추정, 10 mm 과대 추정으로 기존의 

편차가 개선되었다. 

Fig. 5(b)은 전체 유역평균을 대상으로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의 누적 강우 그래프이다. 기존의 

Radar 및 GPM 자료와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를 각각 비교한 결과 R2는 0.2 및 0.58에서 0.99 및 

0.99, Rs의 경우 –61.6% 및 14.2%에서 –1.7% 및 0.6%, Ra의 

경우 61.6% 및 33.9%에서 2.3% 및 0.7%로 개선되었다. 

누적지상강우량과 각 자료의 누적강우량을 비교한 결과 

기존의 Radar 및 GPM 자료는 49 mm 과소 추정 및 7 mm 과대 

추정에서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는 

1 mm 과소 추정, 0.3 mm 과대 추정으로 전체적으로 CM 기법

을 통한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의 자료

가 크게 개선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량적으로 편차가 심한 

Radar 및 GPM 자료를 유출모형에 사용할 경우 편차의 크기

만큼 모형 매개변수 최적화 과정에서의 매개변수 불확실성

이 커짐에 따라 공간 자료의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Jung et al., 2017).

3. 결과 및 고찰

3.1 모형의 보정

2016년 태풍 차바(CHABA)에 대한 Kriging, Radar, GPM,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를 KIMSTORM2

에 적용해 유출 검보정을 진행하였다. 유출 검보정은 상류로

부터 산청(SC), 창촌(CC) 그리고 유역 출구점인 남강댐방

수로 지점(NR)의 유량자료를 모의결과와 순차적으로 비교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모형의 보정을 수행하기에 앞서 

KIMSTORM2 모형에서는 공간적으로 분포시키거나 모든 

셀에 동일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해야 하는 두 가지 형식의 

매개변수가 있다. 공간분포 되어야 하는 매개변수는 토지피

복 및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지표조

도계수(), 포화투수계수(), 유효투수계수(), 습윤

선단 흡인수두(), 침루율()이 있다. 이들 매개변수들은 

유역 전체에 대하여 조정계수(Adjustment factor)을 설정하

(a) The Shicheon station (2016)

(b) The whole watershed (2016)

Fig. 5. The cumulative rainfall graphs and relationship between observed rainfall and CM-corrected Radar and CM-corrected GPM rai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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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괄적인 조정이 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하천조도계수

(), 하천형상계수(), 논에서의 최대 여유고()와 조

도계수 조절상수(), 초기토양포화도(  ), 침루조절계

수(), 기저유출 발생위치(


) 및 기여상수()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13개의 매개변수 중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요 매개변수 3개(초기토양수분, 지표조도계수, 하천조도

계수)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한 목

적함수로는 결정계수(Determination coefficient, R2), Nash- 

Sutcliffe의 모형효율계수(NSE) 및 Du et al. (2007)에서 적용

한 바 있는 유출용적 지수(Volume Conservation Index, VCI)

를 사용하였다.

보정을 위해 매개변수를 조정한 결과, 초기토양수분의 경

우 값이 증가할수록 토양으로의 작게 발생하여 유출용적이 

커지게 되고, 조도계수 의 경우 값이 증가할수록 유속이 감소

하여 유량의 발생이 감소하게 되어 유출용적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1에 정리된 매개변수는 선행연구 Jung et 

al. (2017)의 표준매개변수 값을 적용하였고, 각 강우사상에 

따라 초기토양수분을 조절하여 부족한 강수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었다. 특히 공간강우분포(Fig. 6)를 보았을 때 가장 강수

량이 적게 관측된 Radar 강우자료의 경우 GPM 강우자료의 초

기토양수분 값에 비해 90%로 높은 범위로 설정해 주어야 관

측자료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는 미계측유역의 부족한 

강우와 과대 산정된 강우자료를 보정하였기 때문에 초기토양

수분 값이 38∼47%로 작게 값을 조정하여도 잘 보정할 수 있

었다.

3.2 분포형 유출해석 결과

2016년 태풍 CHABA 기간에 대한 남강댐 유역의 유출해

석에 앞서 Kriging 기법을 통해 공간보간된 지상강우, Radar 

강우, GPM 강우, CM-corrected Radar 강우 및 CM-corrected 

GPM 강우 자료를 공간강우분포 그림을 통해 비교하였다

(Fig. 6). Fig. 6에서 나타낸 연두색, 파란색, 빨간색 박스 안의 

자료는 상단에 표기한 날짜에 대한 각각의 강우자료(Kriging, 

Radar, CM-corrected Radar, GPM 및 CM-corrected GPM)

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며, 각각의 방법을 통해 관측된 강우

사상의 변화는 Radar 자료의 경우 전체 공간적인 흐름을 보

여주고 있지만, GPM 자료에 비해 강우량 값이 적게 관측되

었으며 10월 5일 05:00에는 강우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

다. CM-corrected Radar의 경우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결

측된 강우 지점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Radar 자료의 공간적

인 패턴을 반영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GPM 자료에서도 비

슷한 양상이 보인다(Fig. 6). 

Table 1. Selected model parameters for model calibration

Station

Initial soil moisture 

( ,%)

Manning’s roughness 

coefficient of overland ()

Manning’s roughness

coefficient of stream ()

Kriging Radar GPM[a]
CM-corrected

Kriging Radar GPM[a]
CM-corrected

Kriging Radar GPM[a]
CM-corrected

Radar GPM[a] Radar GPM[a] Radar GPM[a]

CHABA (2016.10.05. 02:00 ∼ 2016.10.05. 09:00)

SC[b] 50 90 90 70 50 0.144 0.144 0.144 0.144 0.144 0.061 0.061 0.061 0.061 0.061

CC[c] 45 90 45 50 45 0.216 0.216 0.216 0.216 0.216 0.097 0.097 0.097 0.097 0.097

NR[d] 20 90 20 20 20 0.144 0.144 0.144 0.144 0.144 0.041 0.041 0.041 0.041 0.041

Mean 38 90 51 47 38 0.168 0.168 0.168 0.168 0.168 0.066 0.066 0.066 0.066 0.066

[a] Global Precipitation Mission, [b] SanCheong water level station, [c] ChangChon water level station, [d] Namgang Dam water level station

Fig. 6. Comparison of spatial distributions of Radar, GPM, and CM 

results during the CHABA period (2016.10.05. 02: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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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M 강우 자료의 경우 Radar로 관측된 강우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적은 강수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더 많은 강우량

이 관측되었으며, 적은 강우에 대해서도 Radar보다 잘 관측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0월 5일 06:00에 다른 시간대에 비해 

남강댐 중앙 부분이 과대 강우량이 관측되었다. 선행연구 결

과 Baik et al. (2018) 및 Kim et al. (2017)에서는 전반적으로 

GPM 인공위성 자료가 여름기간 동안의 편향이 높은 것을 의

미하며, 여름기간에는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전 결과로부터 CM 기법은 이러한 오차를 감소시

킬 수 있었다.

Table 2에서는 Radar 및 GPM 두 자료의 유출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의 결과 전체적인 평균 R2와 NSE 모두 0.72 

이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의 경우 평균 R2와 NSE가 0.96으로 

가장 높았으며 Kriging 자료가 0.95, 0.94 GPM 자료가 0.93, 

0.87 순으로 높았다. 이는 CM 기법의 특성상 관측 유량과 가

장 편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Radar는 강우 총량에

서 차이가 나는 만큼 매개변수 보정 후에도 다른 자료들에 비

해 관측 자료와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M 기법을 이용한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의 VCI 편차는 모두 3%로 관측치와 매우 유사함을 

보였다. 이는, CM 기법이 Radar 및 GPM 자료의 공간 보정으

로 전체적인 유출용적을 보완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0월 5일 02:00∼09:00 총 8시간 동안 유역평균 82 mm 강우

량이 발생한 태풍 차바(CHABA) 기간에 R2, NSE 및 VCI에서 

동일하게 CM-corrected Radar, CM-corrected GPM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돼 본 연구에서 활용한 CM 기법의 적용

성을 잘 나타내었다. 3개의 검보정 지점에서 평균 첨두유량

과 유출용적은 CHABA 발생시 1127.6 m3/s, 37.9 106m3일 때, 

Kriging가 1.8% 및 1.1%, Radar의 경우 18.6% 및 16.9%, GPM

의 경우 7.8% 및 11.6%, CM-corrected Radar은 1.8% 및 5.0%, 

CM-corrected GPM은 0.1% 및 2.1%으로 CM-corrected GPM 

자료가 가장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전체적인 첨두유량과 유출용적의 편차는 Radar 자료를 제외

한 각각의 자료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수문 곡선의 비교에 있

어서 CM-corrected GPM이 더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Fig. 7). 

Fig. 7은 3개의 수위관측소 지점에 대한 검보정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Fig. 7에서 (a), (b), (c)는 상류부터 산청(SC), 창

촌(CC), 및 남강댐 유역출구 지점 (NR)이며 Kriging(검은색 

실선)와 CM-corrected Radar(파란색 점선) 및 CM-corrected 

GPM(빨간색 점선)의 경우 관측값(회색 면적)의 유출량의 변

화를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 반면 Radar(파란색 실선) 및 

Table 2. Summary of model evaluation

Station

R2 NSE VCI

Kriging Radar GPM[a]
CM-corrected

Kriging Radar GPM[a]
CM-corrected

Kriging Radar GPM[a]
CM-corrected

Radar GPM[a] Radar GPM[a] Radar GPM[a]

CHABA (2016.10.05. 02:00 ∼ 2016.10.05. 09:00)

SC[b] 0.97 0.79 0.98 0.97 0.98 0.97 0.64 0.97 0.96 0.97 0.98 0.77 1.18 1.07 0.98

CC[c] 0.94 0.82 0.87 0.95 0.94 0.94 0.79 0.77 0.95 0.94 0.99 0.85 1.53 1.01 1.06

NR[d] 0.93 0.78 0.94 0.97 0.97 0.93 0.74 0.87 0.96 0.97 0.97 0.86 1.39 1.01 1.04

Mean 0.95 0.80 0.93 0.96 0.96 0.94 0.72 0.87 0.96 0.96 0.98 0.83 1.37 1.03 1.03

[a] Global Precipitation Mission, [b] SanCheong water level station, [c] ChangChon water level station, [d] Namgang Dam water level station

Table 3. Summary of model calibration

Station

Average 

Rainfall

(mm)

Peak runoff (m3/sec) Runoff volume (106m3)

Obs[a] Kriging Radar GPM[b]
CM-corrected

Obs[a] Kriging Radar GPM[b]
CM-corrected

Radar GPM[b] Radar GPM[b]

CHABA (2016.10.05. 02:00 ∼ 2016.10.05. 09:00)

SC[c] 82 1,244.4 1,253.6 831.1 1,127.7 1,214.1 1,250.3 37.8 38.3 28.1 40.8 40.6 38.5

CC[d] 63 198.6 189.1 182.9 188.1 198.1 197.0 7.7 7.4 6.8 8.9 7.8 7.7

NR[e] 71 1,939.8 1,880.1 1,738.2 1,803.8 1,911.1 1,939.9 68.2 66.8 59.7 77.2 71.1 6939

Mean 72 1,127.6 1,107.6 917.4 1,039.9 1,107.8 1,129.1 37.9 37.5 31.5 42.3 39.8 38.7

[a] Observed, [b] Global Precipitation Mission, [c] SanCheong water level station, [d] ChangChon water level station, [e] Namgang Dam water level station



S. H. Kim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2(1) 21-33 31

GPM(빨간색 실선) 자료의 경우 다소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각 

수위관측소 지점에 대해서 첨두유량 도달시간과 비교해 보았

을 때 SC 지점에서의 관측 첨두유량 도달시간은 10월 5일 13:00

로 나타났고 CC 지점은 14:00, NR 지점은 15:00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Kriging, Radar, GPM,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를 비교검토 결과 SC 지점에서 첨두

유량 도달시간은 13:00, 14:00, 13:00, 14:00, 14:00으로 

Kriging 및 GPM 자료를 제외한 Radar,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료는 1시간 이후에 첨두유량이 발생

하였고, CC 지점에서는 16:00, 16:00, 15:00, 16:00, 15:00으로 

Kriging, Radar 및 CM-corrected Radar 자료는 2시간 후, GPM 

및 CM-corrected GPM 자료는 1시간 후 첨두유량이 발생하였

다. 마지막으로 대상유역 최하단 NR 지점에서 첨두유량 도달

시간은 16:00, 17:00, 16:00, 16:00, 16:00으로 분석되었으며 

Kriging, GPM,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자

료는 1시간 후 첨두유량이 발생한 반면 Radar 자료는 2시간 이

후에 첨두유량이 발생하였다. 이는 기존의 Radar 자료의 경우 

정량적인 보정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자료는 Kriging 자료를 통해 정량적인 보

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첨두유량의 도달시간 및 유출

곡선이 관측값과 거의 유사하게 모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강댐 유역(2,293 km2)에서 2016년 10월 

5일 02:00∼09:00 총 8시간 동안 최대강우강도 33 mm/hr, 유

역평균 총 강우량 82 mm이 발생한 태풍 차바(CHABA) 강우

사상 기간에 조건부합성 기법을 적용해 보정한 GPM (CM- 

corrected GPM)을 분포형 모형에 적용하여 유출 적용성 평가

를 실시하였다. 이 때 보정에 활용한 지상강우 자료는 Kriging 

기법을 이용해 공간내삽하여 적용하고, 기존 GPM 강우 자료 

및 CM 기법을 통해 보정된 CM-corrected GPM 강우자료를 

각각 적용하여 유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Jung 

et al. (2017)에서 진행된 Radar 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효용

성 검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상강우 자료는 남강댐 유역 내 위치한 21개 KMA 강우 

관측 지점에서 Kriging 기법을 활용해 공간 내삽하여 적용

하였다. 또한 강우자료 검증을 위해 21개 KMA 강우 관측

에 포함되지 않은 시천(Shicheon) 지점을 대상으로 leave- 

one-out 교차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강우자료를 평가하

기 위해 R2, Rs 및 Ra를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Kriging 자료를 제외한 기존의 Radar 및 GPM 자료는, 누적

강우량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었으며, CM 기법을 이용하

여 편차를 보완할 수 있었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개변수는 선행연구 Jung et al., 

(2017)에서 검보정 결과의 표준매개변수를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Kriging, Radar, GPM,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 각각의 자료 모두 모의 유출량이 관측 

유출량에 비해 부족하게 모의 되었고, 이는 각 강우사상에 

(a) Sancheong (SC)

(b) Changcheon (CC) 

(c) Namgang Dam (NR)

Fig. 7. Comparison of observed runoff and predicted hydrograph about 

Radar, GPM and CM method after model calibration: (a) 

Sancheong (SC), (b) Changcheon (CC) and (c) Namgang Dam 

(NR) during the CHABA period (2016.10.05. 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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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강우량 차이로 분석되며 부족한 유출량의 경우 초기

토양수분 매개변수를 38∼90% 범위로 조정하여 조절할 

수 있었다.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의 

경우 결측된 강우를 보완하고 과대 추정된 강우량을 조절

하는 특징에 의해 38∼47%로 다른 자료보다 낮게 조정하

여도 잘 보정할 수 있었다.

3) 조정한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분포형 모형의 유출해석 결

과, 전체적인 평균 R2, NSE 모두 0.72 이상으로 우수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CM-corrected Radar 및 CM-corrected 

GPM의 자료가 0.96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출용적편차

(VCI) 또한 CM-corrected Radar와 CM-corrected GPM

이 3% 편차로 가장 작게 예측됨으로써 관측치와 거의 흡사

함을 보였다. 이는 CM 기법의 특성상 관측 유량과 가장 편

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Radar 자료의 경우 강

우 총량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매개변수 초기토양수분함

량을 조절하여 보정하여도 다른 자료들에 비해 관측 자료

와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Figs. 6 and 7에서도 볼 수 있었다. 지상강우를 보정한 

Kriging 자료 공간분포에 비해 Radar 자료는 강우가 적게 

관측되었으며, GPM 자료는 과대 측정되었다. 이러한 자

료의 불확실성은 CM 기법을 이용하여 보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GPM 위성자료는 기존의 Radar보다 

정확한 강우의 공간 분포를 제공하며 상세하게 강우분포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강우의 분포 및 이동을 효과적으

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강우의 정량적인 측정

에 있어서는 과대 추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관측오차는 CM 기법을 적용하여 Radar 및 GPM 두 

자료 간에 갖고 있는 편차를 줄일 수 있었으며 특히, 과대 추정

되는 GPM 자료의 강우분포가 조정됨으로써 분포형 모형에 

의한 공간유출 및 첨두유출의 합리적인 재현 가능성을 나타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16년 태풍 CHABA 기간에 대한 

Radar 및 GPM 자료를 비교하였으며, 각 자료를 관측오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

가 검증기간을 통해 각 자료의 검증을 수행하고, 표준화된 CM 

기법 가중치를 산정하여 관측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보정 결과

를 보완하여 미계측 지역에서 추가 활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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