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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the precipitation data observed at the Gochang Standard Weather Observatory (GSWO) during the winter

seasons from 2014 to 2016, we analyzed the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winter observation environment. For this study,

we used four different types of precipitation gauges, i.e., No Shield (NS), Single Alter (SA), Double Fence Intercomparison

Reference (DFIR), and Pit Gauge (PG). We analyzed the data from each to find differences in the accumulated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recipitation type, and the catch efficiency according to the wind speed based on the DFIR. We then

classified these into three precipitation types, i.e., rain, mixed precipitation, and snow, according to temperature data from

Gochang’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We considered the DFIR to be the standard precipitation gauge for

our analysis and the cumulative winter precipitation recorded by each other gauge compared to the DFIR data in the following

order (from the most to least similar): SA, NS, and PG. As such, we find that the SA gauge is the most accurate when

compared to the standard precipitation gauge used (DFIR), and the PG system is inappropriate for winter observations.

Keywords: Precipitation, Weighing Precipitation Gauge, Pit Gauge, DFIR (Double Fence Intercomparison Reference),

Catch Efficiency

요 약: 고창 표준기상관측소(Gochang Standard Weather Observatory, GSWO)에서 3년간(2014-2016년) 관측한 겨울철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여 겨울철 관측환경에 따른 강수량 관측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치환경이 다른 강수량

계 4종인 NS(No Shield), SA(Single Alter), DFIR(Double Fence Intercomparison Reference), PG(Pit Gauge)를 사용하

여, DFIR을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 차이, 강수 유형별 특성, 풍속 변화에 따른 수집효율을 분석하였다. 강수 유형은 고

창 종관기상관측장비(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의 기온 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강우, 혼합 강수,

강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겨울철 누적 강수량은 SA, NS, PG 순으로 DFIR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통계 분석 결

과에서는 SA가 DFIR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겨울철 강수량 관측에서는 SA가 기준 강수량계와 가

장 유사하게 관측되었으며, PG는 겨울철 관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어: 강수량, 무게식 강수량계, 강우량 표준관측시설, 강설량 표준관측시설, 수집효율

서 론

기상학적으로 강수는 구름에서 떨어지거나 공기에

서 지상으로 침전된 수증기의 응결로 인한 액체 또

는 고체 생성물이라고 정의되며, 강수는 비, 우박, 눈,

이슬, 서리, 흰서리 및 안개 강수를 포함한다(W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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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강수 관측은 인간의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물

을 계량화하고 눈사태 통제, 홍수예측, 도로 안전, 항

공기 제빙 작업을 통해 강수가 사회에 미치는 금전

적인 피해와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하다(Kochendorfer et al., 2017; Trenberth,

2011).

이처럼 강수에 의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강수 관측이 요구되고 있으며, 강수 관

측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비에 대한 관측 정확도는

개선되고 있다(Ibrahim et al., 2019). 그러나, 고체 강

수의 관측은 액체 강수의 관측보다 훨씬 어려운 문

제로 바람, 습윤, 증발효과에 의해 강수량계 종류와

관측장소에 따라 최대 100%의 계통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Goodison, 1998). 또한, 관측 기술의 차이,

측정 네트워크 또는 관측 지역의 차이에 의해 겨울

철 관측된 강수량의 편차는 50%이상 발생할 수 있

다(Mekis and Vincent, 2011; Rasmussen et al.,

2012; Yang et al., 1999). 이 중에, 바람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편차는 풍속이 증가할수록 강수량계 수수구

주변의 유동왜곡이 증가하여 눈송이들이 비켜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Folland, 1988). 이

에 따라 강수량계 주변의 유동왜곡을 감소시키기 위

해 원형 테두리에 수직 슬래트(Slat)가 매달린 형태의

바람막이(Sigle Alter, SA)가 사용되며, 바람막이의

효과로 유동왜곡이 감소하여 강설 측정량이 증가한다

(Alter, 1937; Rasmussen et al., 2012).

국제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서는 이러한 겨울철 강수 관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체 강수량 상호 비교 연구를 통해

바람막이의 영향을 정량화하고 고체 강수 측정 시

풍속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DFIR (Double

Fence Intercomparison Reference)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강설 측정 표준으로 선정하였다(Goodison et

al., 1998; Groisman et al., 1991; Yang, 2014). 이처

럼 국외에서는 강수 관측에 관점을 맞춰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관측 자료를

이용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또는

DBN(Deep Belief Network) 딥러닝 기법의 강수 예

측연구, 전국 92개 기상관측소의 적설심 관측 자료와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강설량 예측,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이

용하여 강수량 및 강설량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Ahn et al., 2015; Ha et al., 2016; Kang and

Lee, 2008; Kim et al., 2021; Lee and Yoo, 2014).

이와 같은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관측 자

료를 기반으로 한 강수 예측 연구이며, 관측환경에

따른 강수량 특성 분석 등 관측자료 자체에 대한 분

석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강수 예측을 위

해서는 정확한 관측자료 생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

히, 고체 강수의 경우에는 관측 지점의 주변 식생 거

칠기, 지리적 특성, 관측환경에 따라 관측자료의 차

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관측 환경에 따른 관측자료

정확도 분석을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강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겨울철 관측환경에

따른 강수량 관측 특성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분

석조건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3장에서는 누적

강수 특성, 강수 유형별 특성, 풍속 변화에 따른 수

집효율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

의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분석조건 및 방법

고창표준기상관측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측 지점은 전라북도 고창군

에 위치한 고창 표준기상관측소(Gochang Standard

Weather Observatory; 위도 35
o
20', 경도 126

o
35', 해

발고도 52.0 m)이다. 고창 표준기상관측소(Fig. 1)는

2010년부터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국제 표준 관측시설 및 관측환경 고도화와 기

상관측 표준기술개발을 위해 관측 노장에는 종관기상

관측장비(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강우량 표준관측시설(Pit Gauge), 강설량 표

준관측시설(DFIR), 무게식 강수량계, 전도형 강수량

계, 자동적설계가 설치되어있다(NIMS, 2021).

고창 지역은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한 북서

기류의 영향으로 한랭전선의 후면을 따라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이다. 10년간(2006~2015년) 우리나라의

90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강설 자료에 따르면 총 누

적 강설 시간이 울릉도 2,969시간, 대관령 2,256시간,

고창 1,106시간으로, 고창은 전국에서 3번째로 강설

시간이 긴 지역이다(Kim, 2020). 따라서, 고창표준기

상관측소는 강설 관측 및 분석을 위한 최적의 지점

이라고 할 수 있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게식 강수량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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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환경을 나타낸다. Fig. 2A는 바람막이가 설치되

어있지 않는 강수량계(No Shield, NS)이며, Fig. 2B

는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람막이가 설치

된 강수량계(Single Alter, SA)이다. Fig. 2C는 2개의

나무 펜스가 중앙의 강수량계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

인 강설량 표준관측시설(DFIR)에 설치된 강수량계로

써 본 연구의 기준 강수량계이다. Fig. 2D는 지면의

바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우량 표준관측시설

(Pit Gague, PG)에 설치된 강수량계이며, 빗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관측자료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게식 강수량계는 GEONOR

사의 T200M-3 제품으로 Table 1에 설치환경과 세부

사양을 나타내었다. GEONOR 사의 T200M-3은 진

동 와이어를 갖는 로드셀(Load cell)을 통하여 집수

통에 수집된 강수량을 무게로 변환하여 강수를 관측

한다(GEONOR, 2011).

분석 기간은 겨울철 3년간(2014년 12월 12일~

2016년 1월 26일)이며, 관측된 1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품질관리(Data Quality Control,

QC)는 WMO SPICE (Solid Precipitation Intercomparison

Experiment, SPICE) 팀에서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SPICE 팀의 QC 절차는 최대-최소 이상치 제거

(Max/Min Filter), 점프/기준선 이동 필터(Jump and

Baseline shift filter), 가우시안 노이즈 필터링

(Gaussian Noise Filtering) 의 3단계 과정을 걸쳐 이

루어진다. 1단계 최대-최소 이상치 제거는 강수량계

작동 범위 또는 문턱값(Threshold Value)을 초과하는

이상값을 필터링한다. 2단계 점프/기준선 이동 필터

는 연속하는 데이터가 간헐적으로 추세 또는 기준선

Fig. 2. GEONOR Weighing Precipitation Gauges with No Shield (A), Single Alter (B), DFIR (C) and Pit Gauge (D)

Fig. 1. Overall layout of the Gochang Standard Weather Observatory



고창 지점의 강수량계 설치 환경에 따른 겨울철 강수량 관측 특성 분석 517

에 점프하여 벗어나는 것으로 최대-최소값 내에 속하

여 1단계에서 제거되지 않은 값을 필터링한다. 또한,

점프 필터는 설정된 문턱값(10 mm min
−1

)보다 큰 값

및 기준선 값과 다른 값에 대해 플래그(Flag)를 지정

하고 Null 값으로 대체한다. 3단계 가우시안 노이즈

필터링은 시계열에서 지정된 폭(1, 2단계에서 필터링

된 데이터 수)의 노이즈 영향을 제거한다(Reverdin,

2016).

SPICE 팀의 품질관리 절차를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관측 자료에 적용한 결과, 총 3년간 1분 관측 자료

195,772개 중 NS는 59,297개(30%), SA는 62,454개

(32%), DFIR은 72,435개(37%), PG는 53,164개(27%)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겨울철 관측된 누적 강수 특성

3년간 겨울철에 관측된 강수의 특성 파악을 위해

측정기간 동안 관측 자료의 시계열 누적 강수량을

비교하였다(Fig. 3). 2014년 겨울철에 DFIR은 총

232.74 mm, PG는 378.32 mm, NS는 175.41 mm, SA

는 178.09 mm 관측하였으며, DFIR에 비해 NS와

SA는 음의 차이(NS: −57.33 mm, SA: −54.65 mm)가

나타나고, PG는 양의 차이(145.58 mm)를 보였다.

2015년 겨울철에 DFIR은 총 202.68 mm, PG는

378.96 mm, NS는 152.10 mm, SA는 165.11 mm 관

측하였으며, DFIR에 비해 NS와 SA는 음의 차이

(NS: −50.57 mm, SA: −37.56 mm)가 나타나고, PG는

양의 차이(176.28 mm)를 보였다. 이는 강수량계가 설

치된 관측환경에 따라 강수량계가 받는 바람의 영향

으로 사료된다.

강수 유형별 특성 분석

강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ASOS의 기온(Tair) 관

측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식 (1)과 같이 강설은 Tair<

−2.0
o
C, 혼합 강수는 –2.0

o
C ≤ Tair≤ 2.0

o
C, 강우는 Tair

> 2.0 
o
C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수는 Table 2와 같다

(Wolff et al., 2015).

Precipitation type

= (1)

Fig. 4는 동일한 강수량계(GEONOR)가 설치된

NS, SA, DFIR, PG에 대하여, 기온에 따른 1분 강수

량 차이 분포를 나타낸다. 강수량 차이는 DFIR을 기

준으로 계산하였다. 강우 조건에서 각각의 환경에 따

라 상대오차는 0.0001 mm min
−1 

(NS), −0.0004 mm

min
−1 

(SA), 0.0064 mm min
−1 

(PG) 순으로 나타나며,

혼합 강수 조건에서는 −0.0011 mm min
−1 

(SA), −0.0012

mm min
−1 

(NS), 0.0076 mm min
−1 

(PG) 순으로 DFIR

과 차이를 보인다. 강설 조건에서는 −0.0020 mm min
−1

(SA), −0.0056 mm min
−1 

(NS), 0.0054 mm min
−1 

(PG)

로 나타난다. 각 조건을 종합해보면 SA가 DFIR과

상대오차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또한 SA는 강우, 혼

합 강수, 강설 조건에서 DFIR 보다 과소 관측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Fig. 4와 같은 강수량계에 대하여, 강수

유형에 따른 1분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사분위 분석

통계 상자그림(Boxplot)이다. 강우와 혼합 강수 조건

에서는 1분 강수량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강

설 조건에서는 1분 강수량 차이의 분포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G는 DFIR과 큰 차이를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설 측정을 위해서

는 강수량계를 Pit gauge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now, Tair 2.0 C
o

–<

mixed precipitation, 2.0 C
o

– Tair 2.0 C
o

≤ ≤

rain Tair 2.0 C
o

>⎩
⎪
⎨
⎪
⎧

Table 1. Specification of Weighing Precipitation Gauge

Model

(Manufacture)

Maximum 

measurement

[mm]

Resolution

[mm]
Accuracy

Location

Number
Specific

T200M-3 

(GEONOR)
1000 0.075 0.1%

No. 6 No shield (NS)

No. 11 Single Alter (SA)

No. 13 Double Fence Intercomparison Reference (DFIR)

No. 15 Pit Gauge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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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는 각각의 강수 조건에 대해 DFIR을

기준으로 하여 강수 유형별 상대오차(Bias), 평균 제

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 상

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Corr.), 1사분위수

(Q0.25), 중위수(Median, Q0.5), 3사분위수(Q0.75), 사분위

수 범위(Inter Quartile Range, IQR)를 나타내었다.

겨울철에 NS와 SA는 강수를 과소측정하며, PG는 과

대측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SA는 강우 조건에서

상관계수가 0.9619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혼합 강

수 조건에서는 상관계수가 0.8928로 강우 조건과 비

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하지만 강

설 조건에서는 모든 강수량계의 상관계수가 0.1866

(NS), 0.1919 (SA), 0.0636 (PG)로 상관성이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사분위수 범위는 강우 조건에서

0.0031 (SA), 0.0035 (NS), 0.0059 (PG) 순으로 나타

나며, 혼합 강수 조건에서는 0.0029 (SA), 0.0032

(NS), 0.0052 (PG), 강설 조건에서는 0.0044 (SA),

0.0056 (NS), 0.0085 (PG)로 DFIR과 SA가 가장 유

사하게 일치하였다.

풍속 변화에 따른 수집효율 분석

다른 환경 및 위치에 설치되어있는 강수량계의 관

측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강수 유형별로 풍속에

Table 2. The number of data by precipitation types and the
installation environment

Item Rain
Mixed 

precipitation
Snow

NS 29,011 18,536 11,750

SA 31,260 19,628 11,566

DFIR 35,798 22,321 14,316

PG 25,222 16,761 11,181

Fig. 3. Time series of precipitation gauge accumulations at the Gochang Standard Weather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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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수집효율(Catch Efficiency, CE)을 분석하였다

(Fig. 6). 수집효율은 식 (2)를 사용하였으며, CE는

강수량계의 수집효율이며, PT는 비교 대상(NS, SA,

PG)이고, PR은 기준인 DFIR 이다.

(2)

강수량 비교를 위한 기준 장비는 DFIR이며, 각각

의 강수량계에서 관측한 1시간 누적 강수량 자료 중

0.5 mm h
−1

 이상인 자료만 사용하였다. 또한, 풍속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 ASOS에서 관측한 1시간

평균 풍속 자료를 사용하였다. 강우 조건일 때, NS는

풍속이 6 m s
−1

 이상일 경우 수집효율이 0.86으로 상

대적으로 낮게 수집한다. SA는 수집효율이 0.99로

풍속에 따른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PG는 수

집효율이 1.05로 DFIR보다 과대 수집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 혼합강수 조건 일 때, NS와 SA는 풍속이 3

m s
−1

 이상일 때부터 관측자료를 낮게 수집하는 경향

(NS: 0.74, SA: 0.95)이 나타난다. 반면에, PG는 풍

속이 6 m s
−1

 일 때 수집효율이 1.29로 과대 수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설 조건에서는 NS, SA, PG 모두

풍속이 4 m s
−1

 이하 일 때, 분산이 매우 크게 나타나

CE
PT

PR

-----=

Fig. 4. Scatter plots of the difference by temperature. The standard precipitation gauge is the one with DFIR. Precipitation type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which are snow (Tair < –2.0 oC), mixed precipitation (-2.0 oC ≤ Tair ≤ 2.0 oC) and rain (Tair > 2.0
oC). Vertical solid lines represent –2.0 oC and 2.0 oC. (A: NS - DFIR, B: SA - DFIR, C: PG - D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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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을 보이며, 기준인 DFIR 보다 수집효율이 떨

어짐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에서 겨울철에

관측한 무게식 강수량계 자료를 활용하여 관측환경에

따른 겨울철 강수량계의 관측 특성을 분석하였다. 관

측 자료의 자료품질관리는 WMO SPICE 팀에서 개

발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관측환경이 다른 강수량

계에 대해 누적 강수량 특성, 강수 유형별 특성과 풍

속 변화에 따른 수집효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겨울철 누적 강수량 특성을 살펴보면, SA, NS,

PG 순으로 DFIR과 유사하게 관측하였으며, NS와

SA는 과소 관측하고 PG는 과대 관측하는 특성이 나

Fig. 5. Box and whiskers graph of the difference by precipitation types. Grey boxes are the difference between NS and DFIR,
Brown boxes are the difference between SA and DFIR, and Green boxes are the difference between PG and DFIR.

Table 3. Statistics of the precipitation gauge data by precipitation types. The standard precipitation gauge is the one with DFIR

Char.
Rain Mixed precipitation Snow

NS SA PG NS SA PG NS SA PG

Bias

[mm min
−1

]
0.0001 -0.0004 0.0064 -0.0012 -0.0011 0.0076 -0.0056 -0.0020 0.0054

RMSD

[mm min
−1

]
0.0063 0.0042 0.0113 0.0116 0.0069 0.0175 0.0577 0.0584 0.0526

Corr. 0.9231 0.9619 0.8558 0.6798 0.8928 0.6632 0.1866 0.1919 0.0636

Q0.25 -0.0021 -0.0022 0.0033 -0.0023 -0.0021 0.0045 -0.0047 -0.0033 0.0009

Q0.5 0 0 0.0067 0 0 0.0067 -0.0003 -0.0003 0.0067

Q0.75 0.0014 0.0010 0.0093 0.0009 0.0008 0.0097 0.0009 0.0010 0.0094

IQR 0.0035 0.0031 0.0059 0.0032 0.0029 0.0052 0.0056 0.0044 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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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atter plots of the catch efficiency for each precipitation gauge (A: NS, B: SA, C: PG) by precipitation types. The
standard precipitation gauge is the one with D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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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2) 강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온에

따라 강수의 유형을 강우, 혼합 강수, 강설로 분류하

였다. 또한, 통계적 분석을 위해 상대오차, 평균 제곱

근 편차, 상관계수, 사분위 분석 통계 상자그림을 사

용하였다. 강우와 혼합강수 조건에서 SA가 DFIR과

유사한 상관성이 나타나며, 강설조건에서는 모든 강

수량계의 상관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통계

적 분석결과 SA가 DFIR과 가장 유사하게 관측하고

있으며, PG는 겨울철 관측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풍속 변화에 따른 수집효율 분석결과를 보면,

강우 조건에서 SA는 풍속에 따른 변화가 거의 나타

나지 않았고 NS는 풍속이 6 m s
−1

 이상일 경우에 수

집효율이 떨어졌으며 PG는 과대 수집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혼합강수 조건일 때, 풍속이 3 m s
−1

 이상일

경우에 NS와 SA는 과소 수집하며, PG는 풍속이 6

m s
−1

 이상일 때 과대 수집한다. 하지만 강설 조건에

서는 NS, SA, PG 모두 풍속변화에 따른 수집효율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준 강수량계

보다 수집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바람에 의해 겨울철 강수 관측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겨울철 강수

량 관측에 적합한 관측환경을 알 수 있었다. 즉, SA

가 겨울철 강수관측에 적합하고 PG의 경우 적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향후 눈에 의해 수수구가 막

히거나 결빙이 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강수량계를 사용하여 관측실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겨울철 강수량 관측에 적

합한 강수량계 특성을 분석하고 겨울철 강수 관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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