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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자료의 수문학적 적용성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기상현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악산 도플러 레이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통해 레이더 오자료를 제거하POD(Probability of Detection)

고 편차 보정기법을 적용하여 레이더 추정강수의 정확도를 개선시켜 이들의 수문학적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

이를 위해 다양한 관측 고도각 별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낮은 확률의POD POD(pl 와 높은 확률의) POD(ph)

의 범위가 변화하고 레이더로부터 약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이상의 고도각에서 탐지한 레이, 150 km 1.95°

더 에코가 강수 추정에 유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양강유역을 대상으로 관측 강우량보다 과소추.

정되는 관계식의 레이더 추정강수를 편차 보정기법으로 실시간으로 보정하여 그 정확도를Marshall-Palmer

향상시켰다 보정된 레이더 추정강수를 에 적용하여 유량해석을 수행한 결과 보정된 레이더 추정 강. HEC-1 ,

수를 이용한 모의치와 관측유량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편차 보정기.

법을 통해 보정된 레이더 강수는 수문학적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핵심용어 레이더 강수추정 분석 편차보정 유량해석핵심용어 레이더 강수추정 분석 편차보정 유량해석핵심용어 레이더 강수추정 분석 편차보정 유량해석핵심용어 레이더 강수추정 분석 편차보정 유량해석: , POD , , HEC-1,: , POD , , HEC-1,: , POD , , HEC-1,: , POD , , H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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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전 세계적으로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강우예측의 부정확성으로 말미암아 집중호우 시 예상되는 홍수피해의 예측이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국지적 강우예측을 위하여 여러 선진국에서는 강수예보에 직접 활용되는 기상원격탐.

사 레이더 및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강수현상을 감시하고 있다 특히 기상 레이더는 신속한 관( ) .

측능력과 우수한 공간적 시간적 강수 탐지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다수의 레이더를,

설치하여 레이더 관측망 구성과 강수현상 감시 체계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강수유.

무 및 강수량 예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레이더의 활용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수자원 분야에서의,

레이더 자료 활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자료의 수문학적 적용성에. ,

대한 정확도를 개선시키고자 기상현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악산 도플러 레이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통해 레이더 오자료를 제거하고 편차 보정기법을 적용하여 레이더 추POD(Probability of Detection) ,

정강수의 정확도를 개선시켜 이들의 수문학적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레이더 이론레이더 이론레이더 이론레이더 이론2.2.2.2.

레이더 방정식레이더 방정식레이더 방정식레이더 방정식2.1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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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는 대기 중의 강수입자를 탐지하여 강수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레이더 수신기 내부,

에서는 식 과 같이 레이더 방정식이 사용된다 레이더 방정식은 목표물의 입자는 구형이고 그 크기가 레(1) . ,

이더 파장에 비하여 아주 작으므로 산란을 하고 강수입자는 레이더 빔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Rayleigh ,

다는 가정 하에 유도된다.


  


 (1)

여기서, 은 안테나에 수신되는 평균전력이고 는 레이더 상수 는 감쇄상수 는 반사인자 은 레이더, C , K , Z , r

반경을 의미한다 레이더 방정식을 바탕으로 레이더 강우강도를 추정할 때는 다음.    와 같은 반사Z(

도 강우강도 관계식을 통해 강우강도를 산정한다 와 는 강우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로써 본 연)-R( ) . A b

구에서는 과 의Marshall Palmer(1948) Z=200R1.6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였다.

분석기법분석기법분석기법분석기법2.2 POD2.2 POD2.2 POD2.2 POD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가 목표에서 반사되어 온 수신신호를 레이더 반사도 혹은 에코(reflectivity) (echo)

라고 하며 레이더 강수량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관계식의 변수 결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게 되므로 이, Z-R

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특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레이더 영상에 나타나는 에코에는 기상.

상태에 관련되어 있는 기상에코와 그렇지 않은 비기상에코가 있으며 전자는 다시 강수에코와 비강수에코로,

분류된다 비기상에코 중 지형에 의해 반사되어 나타나는 지형클러터 의 경우 기상과 무관한. (ground clutter)

자료가 생성되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클러터와 이.

상전파의 영향을 받는 에코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석기법을 활용POD(Probability of Detection)

하였다 는 식 와 같이 총 레이더 반사도에 대한 유강수 반사도의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POD (2)

에서 까지의 분포를 가진다0 1 .

        
    


(2)

레이더 추정 강수 편차보정레이더 추정 강수 편차보정레이더 추정 강수 편차보정레이더 추정 강수 편차보정2.3 (bias adjustment)2.3 (bias adjustment)2.3 (bias adjustment)2.3 (bias adjustment)

레이더에서의 강수산정은 레이더 반사도로부터 미리 결정된 관계식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Z-R

에러에 의해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과 는 이러한 에러의 요인을 레이더 반사인자. Wilson Brands(1979) 1)

의 측정오차 관계식의 변동성 강우계 레이더 간의 오차 강우계로 관측된 강우량의 오차 등으, 2) Z-R , 3) - , 4)

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계와 레이더 추정 강우량과의 편차 에 초점을 맞추어 강우기간 동안 실. (bias)

시간 편차보정 기법을 개발하였다 편차보정은 대개 관계의 변화 혹은 관계를 고정시키고 강우계. Z-R Z-R

를 통해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레이더 추정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의 관계식으로부터 레이더 강수를 추정하여 지점 강우계 관측자료와의 편차를 보정하Marshall-Palmer Z-R

는 방법으로 대상지역의 레이더 강수를 균일하게 보정하였다 다음 식 은 보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며 여. (3) ,

기서 는 강우계로 관측된 강우량 은 레이더 강우량을 나타낸다 등G , R (Kim , 2004).

  
  




  



 (3)

사례연구사례연구사례연구사례연구3.3.3.3.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추정 강수의 편차보정과 수문학적 적용을 위하여 관악산 레이더(EL. 638m,

관측반경 에서 생산되는 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최고 강우강도C-band, = 240 km) UF(Universal Format) 10 ,



는 약 정도를 보인 년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를 사례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이12 mm/hr 2003 7 22 00:00 7 23 23:00 .

기간의 레이더 반사도 자료로부터 분석 및 레이더 추정강수의 편차보정을 통해 소양강 유역을 대상으POD

로 유역평균 강우량을 계산하였으며 모델을 활용하여 유출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HEC-1 . 선택된 소양강 유

역의 유역면적은 2,703 km
2
총 유로연장 로서 한강수계를 형성하는 북한강의 최대지류이며 인북천, 166.2 km

및 내린천의 두 지류로 구성되어 있고 관악산 레이더 지점으로부터 약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100 km .

기법 적용 결과기법 적용 결과기법 적용 결과기법 적용 결과3.1 POD3.1 POD3.1 POD3.1 POD

레이더 이상에코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관측 고도각 별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낮은 확률의POD

POD(pl 와 높은 확률의) POD(ph 의 범위가 변화하고 레이더로부터 약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 150 km 1.95°

이상의 고도각에서 탐지한 레이더 에코는 강수 추정에 유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형클러터의 영향을 적게 받는 의 관측 고도각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은 관측 고0.05° . 1

도각 이 일 때의 빈도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는 동일 고도각에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 ) 0.05° POD , 2θ

하여 pl = 0.002, ph 일 때의 지형클러터와 빔 차폐 영역을 극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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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빈도해석 결과빈도해석 결과빈도해석 결과빈도해석 결과. POD ( =0.05°). POD ( =0.05°). POD ( =0.05°). POD ( =0.05°)θθθ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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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레이더 클러터맵레이더 클러터맵레이더 클러터맵레이더 클러터맵. ( =0.05°, p. ( =0.05°, p. ( =0.05°, p. ( =0.05°, pθθθθ llll=0.002, p=0.002, p=0.002, p=0.002, phhhh

= 0.30)= 0.30)= 0.30)= 0.30)

레이더 추정강수의 편차보정 결과레이더 추정강수의 편차보정 결과레이더 추정강수의 편차보정 결과레이더 추정강수의 편차보정 결과3.23.23.23.2

본 연구에서는 강우계와 레이더 간의 편차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소양강 유역을 대상으로 이들 편차를 계

산하여 분석하였다 소양강 유역 내에는 개의 기상청 강우계가. 9 AWS 300km
2
의 평균밀도로 분포되어 있으

며 표 에서와 같이 사례기간 동안의 평균강우량, 1 ( 은 로 계산되었다 또한 관) 5.96 mm . Marshall-Palmer

계식으로 추정된 레이더 강우와 지상강우계의 편차를 계산한 결과 평균편차는 평균편차, 5.86, ( 의 상대)

분산 은 평균차이 는 산정되어 레이더 추정강수가 관측(relative dispersion) 102%, (average difference) 69%

강우량보다 과소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차를 상술한 기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정하였으며 수문학적 분석을 위해 유역평균강우량을 계,

산하여 그림 에서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3 . 3 “M&P Z-R” Marshall-Palmer

된 레이더 강우를 나타내며 은 보정계수를 통해 보정된 레이더 강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Bias adj.” .

있는바와 같이 의 관계식으로 추정된 레이더 강우는 표 의 결과와 동일하게 관측강우Marshall-Palmer Z-R 1

보다 상당히 과소추정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보정된 레이더 강우는 관측강우와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정된 레이더 강우의 통계치를 계산한 결과. 은 관측치와의 평균편차는 에서 로 감소1.32, 69% 56%

하여 수문학적 정확도가 매우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1
Relative dispersion(coefficient of variation) about      

2
Average difference =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소양강 유역의 관측 및 레이더 유역면적 평균강우량소양강 유역의 관측 및 레이더 유역면적 평균강우량소양강 유역의 관측 및 레이더 유역면적 평균강우량소양강 유역의 관측 및 레이더 유역면적 평균강우량....

수문학적 적용 및 분석수문학적 적용 및 분석수문학적 적용 및 분석수문학적 적용 및 분석3.43.43.43.4

보정된 레이더 추정강수의 수문학적 적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이용하여 유출량 분석을HEC-1

수행하였다 그림 는 소양강 유역의 유량해석 결과를 도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표 는 평균유출량 첨두. 4 , 2 ,

홍수량 첨두시간과 같은 통계적 특성치를 제시하고 있다 유량 해석결과 보정된 레이더 추정 강수를 이용한, .

모의치와 유량관측치 사이의 유출량 상대오차는 는 상관계수는 로 나타나 매우13.3%, RMSE 261 cms, 0.99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정된 레이더 강수는 수문학적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보정된 레이더 추정강수의 유량해석보정된 레이더 추정강수의 유량해석보정된 레이더 추정강수의 유량해석보정된 레이더 추정강수의 유량해석....

DateDateDateDate 년 월 일 월 일년 월 일 월 일년 월 일 월 일년 월 일 월 일2003 7 22 00:00 - 7 23 23:002003 7 22 00:00 - 7 23 23:002003 7 22 00:00 - 7 23 23:002003 7 22 00:00 - 7 23 23:00

Number of GaugesNumber of GaugesNumber of GaugesNumber of Gauges 9

Event duration (hours)Event duration (hours)Event duration (hours)Event duration (hours) 48

 (mm)(mm)(mm)(mm) 5.96

 5.86
1Relative dispersion aboutRelative dispersion aboutRelative dispersion aboutRelative dispersion about  (%)(%)(%)(%) 102

2
Average difference (%)Average difference (%)Average difference (%)Average difference (%) 69

표표표표 1111 소양강 유역의 통계특성치소양강 유역의 통계특성치소양강 유역의 통계특성치소양강 유역의 통계특성치. G/R. G/R. G/R. G/R



Note: Obs. : Observed flow, Cal. : Computed flow, Res. : Residual between observed and computed flow, Qm : Mean ,

: Standard deviation, Qσ p : Peak flow, tp : Peak time, RMSE : Root mean square error, CC : Correlation coefficient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추정강수의 수문학적 활용성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석과 실시POD

간 편차 보정기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관측 고도각 별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낮은 확률의. POD POD(pl 와)

높은 확률의 POD(ph 의 범위가 변화하고 레이더로부터 약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이상의 고) , 150 km 1.95°

도각에서 탐지한 레이더 에코가 강수 추정에 유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양강유역을 대상으로 관.

측 강우량보다 과소추정되는 관계식의 레이더 추정강수를 편차 보정기법으로 실시간으로Marshall-Palmer

보정하여 그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보정된 레이더 추정강수를 에 적용하여 유량해석을 수행한 결과. HEC-1 ,

보정된 레이더 추정 강수를 이용한 모의치와 관측유량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편차 보정기법을 통해 보정된 레이더 강수는 수문학적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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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fallRainfallRainfallRainfall ItemsItemsItemsItems QQQQmmmm(cms)(cms)(cms)(cms) σσσσ QQQQpppp(cms)(cms)(cms)(cms) ttttpppp RMSERMSERMSERMSE CCCCCCCC

Observation

Obs. 1675.96 884.88 3080.00 29

286.04 0.99Cal. 1546.76 1124.43 3381.00 30

Res. -129.21 287.08 - -

Adj. radar
Cal. 1453.02 1062.56 3191.00 30

261.19 0.99
Res. -222.93 23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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