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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강수계 시스템의 통신 및 자료처리 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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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전파강수계의운영제어및자료처리를위한통신및자료처리전략을개발하였다. 전파강수계는 24GHz 대역의이중

편파관측을 통하여반경 1km 이내의 강수장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관측지역내의 면적강수를산출하고자 하는 소형 시스템이다.

소형시스템의특성상시스템내의제한된자원을활용하되정확한강수측정을위한방안이고려되어야하고무인운영및원격관리

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사용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제한 사항의 극복을위하여 자료의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비기상 에코의 제거를 위해서 퍼지 논리(Fuzzy logic)을 이용한 품질관리 기법을 적용하였고, 강수강도 산출을 위해서

다양한강수강도추정식을활용한강수장가중합성전략을 개발하였다. 또한 가변통신데이터를 이용하여전파강수계와원격지관

리 컴퓨터간의 통신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료처리 전략개발을 통해 원격지에 설치되어 운영될

전파강수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신 및 자료처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 Precipitation gauge; Fuzzy logic; QPE; Adjustable data format; data strategy)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data processing strategy for the electromagnetic wave 
precipitation gauge system. The electromagnetic wave precipitation gauge system is a small system for deriving area rainfall 
rates within 1 km radius through dual polarization radar observation at 24GHz band. It is necessary to take consider for 
measurement of accurate precipitation under limited computing resources originating from small systems and to minimize 
the use of network for the unattended operation and remote management. To overcome computational resource limitations, 
we adopted the fuzzy logic for quality control to eliminate non-precipitation echoes and developed the method by weighted 
synthesis of various rain rate fields using multiple radar QPE formulas. Also we have designed variable data packets rules 
to minimize the network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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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지구적기후변화로인해최근의강수는 100 mm/h 이상

의 강한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좁은 지역 내에

서도강수량의지역적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기존의 우량계는 매우 좁은 지역에서의 강우량을 측정하고,

빗방울튐, 증발, 버킷오류, 바람영향, 및수수불량등에의

한오차가발생하고, 이러한오차를면적우량으로환산시에

는 환사 면적에 딸 50% 이상의 면적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1].

따라서이러한우량계를이용한강수의공간적분포를획

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량계를 조밀하게 설치하고, 우량계

사이의 값을 내삽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 내에서 강한 강우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강우계를 이용한 강수량 관측은 도시 내의 돌

발홍수를예측하거나대비하는데한계를가져올수밖에없다.

대형 레이더를 이용한 관측을 통한 강우 측정은 넓은 지

역에대해지역별강수강도를산출할수있으나정량강우의

측정이힘들고관측거리가멀어짐에따라지상강우를측정

하는것이어려워진다. 그러므로정량강우의공간분포를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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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우량계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전파강수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 중인 전파강수계는 24 ㎓ 대역에서 동시 이중편파

관측을 통하여 측정 반경 1 ㎞ 내의 강수를 공간해상도 30

m, 시간해상도 1분으로측정하고시스템을소형화하여무인

관측을 수행하고, 원격 관리를 통해 운영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전파강수계는 소형 시스템이므

로 제한된 계산 자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원격지에 설치

된전파강수계를네트워크를통해원격관리하고자료송수

신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가용할수있는네트워크의대역

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되는 전파강수계의 정확한 강수 추정과 원활

한 원격관리를 위해서는앞서 기술한제한된 전산자원 및

통신환경을고려하여통신및자료처리전략을수립하는것

이 필요하다.

Ⅱ. 퍼지 논리를 적용한 품질관리 

정량강우추정(QPE, Quantitative Precipitation Estimates)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이나 건물들과 같은 지표

면의고정물체에의한지형에코(GRE, ground echo)나전파

굴절률의 변화가 심한 곳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굴절 에코

(AP, Anomalous propagation) 등과 같은 비기상 에코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지형 에코나

이상굴절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2].

비기상에코를제거하기위하여관측된지형에코의평균

마스크를 생성하여 이용하는 방법, 시간 도메인에서의 필터

링 방법,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필터링 방법 등과 함께 시간

및공간에서의모멘트의변동성을이용한제거법등과같은

방법들이 많이 사용된다. 모멘트를 이용하여 비기상 에코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AP의 제거를 위해서 반사도의 공간

변동성을이용한신경망을적용하는방법[3], 비기상에코의

동정을위해서베이지안정리의판별함수를적용하는방법

[4] 등이 있고, 퍼지 논리(Fuzzy logic)를 사용하는 방법[5]

등이 있다.

퍼지 논리는 임의의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 초기 문제 외

에도 다른 문제로의 확장성이 좋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임의의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있으면서도수학적배경이쉽고단순한장점을지니

고있어비기상에코의제거에많이사용되고있다. 이중편

파레이더에서관측되는각모멘트들의특성에따른소속함

수(membership function)를 정의하고최적의가중치를구함

으로써효과적으로비기상에코를제거할수있음이제시되

었다[6].

따라서 전파강수계의 자료처리 시스템의 경우 전파강수

계가 가진 계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간단하며 소속함수의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의 변화 없이

최적의비기상에코제거를할수있다는점에서퍼지논리를

전파강수계의 가장 적합한 품질관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전파강수계는 동시 이중편파 관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

일편파에비해많은모멘트정보를산출할수있고, 이중편

파 레이더의 모멘트를 이용한 [6]의 품질관리 예를 따라 반

사도(Z, reflectivity), 차등반사도(ZDR, differential reflectivity),

교차상관계수(ρHV, correlation coefficient), 및 차등위상차(Φ

DP, differential phase)를 이용한퍼지논리를적용하도록하

였다. 아래그림 1은퍼지논리를적용하여비강수에코를판

별하는방법을도식적으로나타낸것이고, 표 1은퍼지논리

를 적용하기 위한 5개의 퍼지 파라미터와 퍼지 파라미터의

내용을 의미한다.

그림 1. 퍼지 논리를 통한 비강수 에코 제거 흐름도

파라미터 내용

SD(Z) 반사도의 표준편차

SD(ZDR) 차등반사도의 표준편차

SD(ρHV) 교차상관계수의 표준편차

SD( ΦDP ) 차등위상차의 표준편차

ρHV 차등위상차

표 1. 퍼지 논리를 적용하기 위한 퍼지 파라미터

각퍼지파라미터의표준편차에해당하는항목은다음식

(1)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1)

여기서 는 표준편차가 계산되는 게이트 넘버에 해당하며,

는 게이트 넘버를 의미한다.

소속함수의계산은반사도의범위에따라정의되며, 주어

진 퍼지 파라미터  의 반사도 구간  의 소속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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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은관측

자료의분석을통해구해진비기상에코와강수에코의확률

밀도함수를 의미한다.

총 소속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이렇게구해진총소속함수값을기준으로비기상에코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는 총 소속함수를 계산

하기 위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퍼지 논리를 전파강수계의 품질관리에 적용함으로써, 전

파강수계의하드웨어제작완성이전에품질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 전파강수계의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드웨어 제작과 동시에 전파강수계 소프트웨어

와의 연동을 시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전파강수계 내의

소속함수확률 밀도함수와 가중치, 총 소속함수의 기준 값을

갱신함으로써프로그램자체의변경을최소화하면서관측환

경에 맞게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하였다.

Ⅲ. 강수강도 산출 전략

전파강수계는앞서기술하였던대로 24 ㎓대역의주파수

를이용하여반경 1 ㎞ 내의강수장을관측하는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는 레이더의 정량강수추정(QPE)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강수강도를 측정하는 관측장비다. 기상레이더와

마찬가지로다양한방법의강수추정방식을적용할수있으

나단일강수추정방식으로는정확한강수강도의산출을보

장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S, X 밴드 레이더의 경우 강우량

을 관측하는 자동기상관측장치(AWS, automatic weather

station)의 우량계 측정값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강수추정

식을 보정하는 방식(rain-gauge correction)이 사용되고 있

다[7]. 그러나전파강수계의경우관측범위가좁아전파강수

계의관측범위내의우량계존재를보장할수없고, 독립적

은 우량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측자료를 이용한 보

정은 적용하기 어려워 정량강수추정 방식을 사용하여 강수

강도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중편파에서 관측된 모멘트를 이용하여 강수장을 산출

하는방식은표 2와같이반사도를이용한방법, 비차등위상

차를이용한방법, 비차등위상차및차등반사도를이용하는

방법, 반사도와차등반사도를이용한방법및반사도, 차등반

사도, 비차등위상차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각 정량강수추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

한 경험적 관계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반사도를 이용한

정량강우추정의경우, 가장대표적인[8]의연구에서는 

을 제시하였으나 강수의 유형에 따라 대류형 강우에서는

  [9], 열대성강우에서는   [10]을 사용

하기도 한다. 각 강수추정식의 계수는 전파강수계의 관측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정파일로 분리하여 관리자가

원하는 경우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 모멘트 정량강수추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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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량강수추정에 사용되는 추정식

최종면적강수산출을위하여그림 2에서와같이최종강

수장을 가중치 합을 통하여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각 정량강수추정식으로 각각의 강수장을 생성하고, 산출한

강수장을가중치합성방식으로최종강수장을생성하여이로

부터 면적강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번째 정량강

수추정식의가중치를  , 번째정량강수추정식의위치에

따른가중치를  라고할때, 최종정량강수장은다음

과 같이 정의 된다.

 ⋅

⋅  (5)

는특정강수추정식의사용을지정하거나사용자의경

험으로가중치설정이가능하고, 특정 번째강수추정식만

을사용하고자 하는경우,    ≠  을적용함으

로써강우산출프로그램의구조변경없이설정값을변경함

으로써자유롭게적용이가능하다. 또한각강수장내의가

중치 는 관측 값에 따라 생성하거나 음영지역이 생

기는경우사용자에의해음영지역에대한마스킹으로도사

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수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 강수장 가중합을 위한 개념도 

Ⅳ. 운영 제어를 위한 통신 전략

전파강수계는 원격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사용자는 네

트워크로 연결된 전파강수계 외부의 표출제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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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전파강수계의상태를모니터링하고전파강수계에명령

을전송하며, 관측된강수량의정보를받아오도록하였다. 그

러나 전파강수계가 설치된 환경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

워크환경을보장할수는없으므로원활한원격관리를위해

서는 저속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정적 시스템 모니터링을

구현하여야 한다.

전파강수계는 원격 관리 컴퓨터와의 통신 프로토콜은

TCP를사용하고, TCP 소켓을통해상태정보와제어명령을

전송하게 된다. 전파강수계가 전송하는 데이터의 종류(상태

정보또는제어명령)는 여러세부항목으로구성되고, 세부

항목은상호관련성이없는정보인경우도있으며상태정보

의 갱신주기가서로 다른경우 모든상태 정보를하나의 송

수신데이터로생성하여통신하는것은불필요한통신부담

을 야기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파강수계 모니터링 데이터의 정

보 항목을 가변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통신 데이터 구조를

정의함으로써 시스템 상태 표출을 위한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이 데이터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림 3. 가변 소켓통신을 위한 통신데이터 구조

모니터링데이터는크게세가지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는고정된 4 Byte 크기를가지는부분으로이후전송

될헤더의크기를기술한다. 헤더부분에서는데이터를구성

하는정보의이름과정보의자료형을쌍으로구성하고, 정보

의이름은각각 4 Byte, 정보의자료형도각각 4 Byte의크기

를가지도록구성하였다. 정보의자료형은다음표 3과같다.

자료형
자료형 식별자

(16진수)

자료데이터의

실제크기

정수(int) \x01 4 byte

실수(double) \x02 8 byte

실수(float) \x03 4 byte

논리(boolean) \x04 1 byte

표 3. 헤더 정보에 포함된 자료형의 정의 

예를 들어 특정 순간 생성되어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전

파강수계의 상태 정보가 실수형을 가지는 안테나 고도각

(ATEL)과 안테나 방위각(ATAZ), 정수형을 가지는 송신파

워(SPOW)와 수신파워(RPOW), 그리고논리형을가지는신

호처리기상태(TRST)로 구성되어있는경우상태데이터는

다음그림 5와 같이구성된다. 이와같이전파강수계모니터

링데이터를구성함으로써추후모니터링항목의증가나감

소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저속 네트워크 환경

에서는원활한감시를위해항목의중요도에따라모니터링

항목을선택해서결정할수있으므로보다안정적상태모니

터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 가변 데이터로 구성된 시스템 상태정보 예제

Ⅴ. 결론

본논문에서는전파강수계의통신및자료처리를위한품

질관리전략, 강우산출전략, 그리고 운영제어를위한통신

전략을 수립하였다.

품질관리 부분에서는 제한된 계산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수있으면서소속함수및가중치를조절함으로써품

질관리 수준을향상 시킬수 있는방법으로 퍼지논리 방법

을채택하였다. 정확한강수량을추정하기위한강수산출전

략은여러가지강우산출방법들을자유롭게합성할수있는

방안으로 강수장 가중합성 방법을 개발하였고, 통신전략은

가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함으로써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통신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렇게수립된전략들은제한된계산자원, 통신 자원의

환경에서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시스템구조를구현하

고 향후 개발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개발 기간을 보장하면서도 제한된 환경 내에서의 최대한의

유연성을보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전파강수계

전체개발과정에서발생할수밖에없는시스템의변경사항

에 대해서 최소한의 변경을 통해 시스템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소프트웨어시스템을구현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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