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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use the radar rainfall in hydrology. However, in the case of weather radar, the beam is
blocked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observation such as mountain effect, which causes underestimation of the radar rainfall. In this study,
the radar rainfall was estimated using the Hybrid Sacn Reflectivity (HSR) technique for hydrological use of weather radar and the runoff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GRM model which is a distributed rainfall-runoff model. As a result of performing the radar rainfall
correction and runoff simulation for 5 rainfall events, the accuracy of the dual-polarization radar rainfall using the HSR technique
(Q_H_KDP) was the highest with an error within 15% of the ground rainfall. In addition, the result of runoff simulation using Q_H_KDP
also showed an accuracy of   of 0.9 or more, NRMSE of 1.5 or less and NSE of 0.5 or more. From this study, we examined the
application of the dual-polarization radar and this results can be useful for studies related to the hydrological application of
dual-polarization radar rainfall in the future.
Keywords: Dual-Polarization Radar, HSR Method, GRM Model, Rainfall-Runoff

이중편파 레이더의 강우 추정 알고리즘별 수문학적 적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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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레이더 강우량을 수문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상레이더의 경우 관측 특성상 산악 효과 등으로 인한
관측 영역의 한계로 빔의 차폐가 발생하며, 이는 강우량의 과소 추정의 원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상 레이더의 수문학적 활용을 위해
Hybrid Surface Rainfall (HSR)기법을 활용하여 레이더 강우를 추정하였으며, 분포형 유출모형인 GRM 모형을 활용하여 유출 해석을 수행하였
다. 5개의 강우 사상에 대해 강우 보정 및 유출 모의를 수행한 결과 HSR 기법을 활용한 이중편파 레이더 강우량(Q_H_KDP)이 지상 강우량의
15% 이내의 오차를 보이며 정확성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활용하여 유출 해석을 수행한 결과 역시   0.9 이상 NRMSE가 0.8 이하, NSE 0.5 이
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중편파 레이더 강우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레이더의 수문학적 활용에 관련된 연구
에 활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이중편파 레이더, HSR 기법, GRM 모형, 강우-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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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변수 검정의 불확실성을 확률적인 베이지언(Bayesian)방법
을 적용하여 유출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odo

정확한 강우량 관측은 수자원관리 및 수재해 예방에 필수

and Rico-Ramirez (2018)은 강우 예측의 개선을 위해 레이더

적이다. 전통적인 강우량 관측은 지상에 설치된 우량계를 이

강우와 강우 자료를 기준으로 강우 앙상블을 생성하고,

용하여 관측하지만,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 강우의 시·공간적

infoworks CS 모형을 사용하여 도시 지역의 유량을 예측하였

인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강우의 시·공간

고, 예측 가능성은 30분의 선행 시간 후에 빠르게 떨어지는 것

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강우 레이더를 활용하기 시작하였

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Kang et al. (2013)은 강우의 시

다(Crum and Alberty, 1993; Maddox et al., 2002). 하지만,

공간적인 분포를 고려할 수 있는 레이더 강우를 도시 소유역에

레이더 강우량은 정확도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상

적용하여 유출 해석을 수행하였다. XP-SWMM을 적용하여

레이더의 관측 특성상 지형에 의한 레이더 빔의 완전차폐

유출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소유역별 보정된 레이더 강우자료

(complete blockage) 혹은 부분차폐(partial blockage)로 인

의 유출량은 지상 강우량의 유출량의 60 ~ 95% 수준을 나타내

해 레이더 반사도가 하층 고도각(low-level elevation tilt)에

었다. Lee et al. (2018)은 시점별 100개의 강우 앙상블을 생성

서는 관측되지 않거나 관측되는 레이더 빔 강도가 매우 약해

하고, 유출 모형의 불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3개의 강우-유출

지며, 레이더 빔차폐 현상은 레이더 강우량의 과소추정을 초

모형(Tank 모형, SSARR 모형, 저류함수 모형)에 입력하여 유

래한다(Lee et al., 2014; Dai et al., 2015).

출해석을 수행하였다. 강우 앙상블의 경우 강우강도 및 산악

수문기상학 분야에서 레이더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레

차폐 등과 같은 지형학적인 영향으로 레이더가 과소 관측이 될

이더 강우량에 포함된 편의(bias)를 보정하는 연구들이 활발

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강우의 불확실성이

하게 진행되고 있다(Delrieu et al., 2009; Zhang et al., 2011).

유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ebastianelli et al. (2010)은 레이더 관측소의 거리에 따라 지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중편파 레이

상 강우와 레이더 강우를 비교하였고, 레이더 관측소로부터

더 관측변수(차등반사도, 비차등위상차, 차등위상차 등) 중

거리가 증가할 때 우량계의 강우량과 레이더 강우량 사이의

한가지의 관측 변수만 사용하여 레이더 강우량을 추정하고,

상관관계와 인접 픽셀의 강우량 값의 상관관계가 모두 감소하

이를 지상 강우와 비교하여 보정하고 있다. 즉, 레이더 강우량

는 것을 확인하였다. Ozkaya and Akyurek (2019)는 13개의

을 추정하는 관측 변수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이는 레이더 강

강우 관측소에서 관측된 8개의 강우 이벤트를 이용하여 2가

우량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품질 보정

지 필터링 방식(filtering algorithm)을 개발하여 레이더 강우

전·후와 관측 변수에 따른 레이더 강우량의 차이를 확인하고,

를 보정하였고, 편의 보정된 레이더 강우량이 유출 해석 결과

수문학적 불확실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

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Kim et al.

터 2018년에 발생한 태풍 및 전선형의 강우를 대상으로 남강

(2017)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Marshall-Plamer의 Z-R 관계식

댐 유역에서 지상 강우량과 레이더 강우량을 비교하여 시공간

으로 추정된 레이더 강우는 과소 추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변동성이 수문학적인 유출량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

위해 분위회귀 분석기법을 통한 레이더 강우자료 편의보정

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기법과 Copula 함수를 연계한 강우자료 확충기법을 개발하

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요약하였으며, 2장에서는 레이

였다. 개발된 모형을 통해 편의가 보정된 레이더 강우 시계열

더 강우 추정 방법 및 유출분석을 위한 GRM 모형에 대한 방법

이 통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론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강우 보정 알고리즘에 따른 강우

Copula 기법을 이용하여 지상강우 및 레이더 강우자료를 확

량 비교 및 유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충한 결과 기존의 강우특성을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확인

결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하였다. Na and Yoo (2020)는 듀얼칼만필터(dual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이중편파 레이더 강우의 편의(bias)를 실시
간으로 보정하였고, AR (1) 모형을 이용하여 보정계수를 적
용한 결과 보정계수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듀얼칼만필터가 칼
만필터에 비해 우수한 예측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 방법
2.1 HSR기법을 이용한 레이더 강우량 추정

레이더 강우량을 활용한 수문모형 적용에 대한 국외 연구로

HSR (Hybrid Surface Rainfall)기반의 강우추정은 복잡한

는 Kavetski et al. (2002)은 강우 입력 자료, 강우유출모형 및

지형환경에서 강우추정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형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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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dual polarization radar estimation

Classification

Quality Control

Algorithm

R_H_DBZ

X

R(Z)

R_H_KDP

X

R(KDP)

Q_H_DBZ

O

R(Z)

Q_H_KDP

O

R(KDP)

본 연구에서는 품질관리 전·후의 불확실성 비교를 위해 품
질관리 여부, 변환 알고리즘별로 산출된 레이더 강우량을 구
Fig. 1. Conceptual diagram of HSR scan method

분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구분자를 붙였다. 레이더 자료는

가장 적게 받는 최적의 고도각 반사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WRC, 2013). HSR 기법의 기본 개념을 나타내는 Fig. 1을 살
펴보면, 레이더는 다양한 고도각을 변경하면서 관측을 수행
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고도각에서는 지형 효과에 의해 차폐
가 발생하며 상위 고도각의 관측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즉,
HSR 기법에서는 지형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
로 다른 고도각을 사용하여 레이더 강우량을 추정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won et al. (2015)이 제안한 KHSR (Kyungpook National Usiversity HSR) 방법을 이용하여 레이더 강우
량을 추정하였다. KHSR을 이용한 레이강우량 추정은 KHSR
마스크(mask)에 기초하고 있다. KHSR 마스크는 빔차폐, 지
형에코 그리고 비기상에코 등의 효과를 최소화한 가장 낮은
고도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빈은 설정된 임계 조건을
만족하는 최저 고도각이다.
HSR기반의 최종 고도각은 다양한 고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합성에 사용된 레이더는 안테나 고도 및 관측 고도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첩영역의 동일한 위치에서 각 레이더
빈(radar bin) 또는 격자는 서로 다른 고도와 반사도를 가지며
이것은 합성을 위한 기준변수가 된다.
생성된 HSR 반사도 정보에 Z-R 관계식을 적용하여 HSR

잡음 제거, 지형 에코 탐지 및 제거, 감쇄보정 등을 통해 품질관
리가 수행되며, 품질관리 여부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우가 많이 발생하면 레이더로부
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쇄 문제로 인해 강우량이 과소 추정
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쇄 손실을 보정하기 위해 보정 방정
식을 이용하여 레이더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2 GRM 모형
본 연구에서 적용한 GRM 모형(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격자 기반의 물
리적 분포 강우-유출 모형으로, GIS 기반의 모델링 시스템인
HyGIS-GRM을 제공하고 있으며, Fig. 2는 검사체적에서의
수문 성분의 입출력을 나타내고 있다(Choi et al., 2012). 또한
GRM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한바 있다(Choi et al., 2015)
GRM에서는 지표면 흐름과 하도 흐름의 홍수추적을 위해
서 1차원 운동파 방정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연속
방정식은 Eqs. (3) and (4)와 같다. 운동량방정식은 Eq. (5)을
적용하고 있으며, Eq. (6)의 Manning의 식을 통해서 유속을
계산한다.

 

    

 

∆

(3)

 

 ∆      

 


(4)

  

(5)

  
 


(6)

강우량을 추정한다. 레이더 강우량 변환 알고리즘은 단일편
파 레이더 사용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Z-R 관계식을 사용하
고, 이중편파 자료를 활용한 알고리즘은 ZDR과 KDP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Eqs. (1) and (2)와
같다.
   ×   ×  

(1)


   × 
×  

(2)

여기서, q는 단위 폭당 유량(    ), u는 x 방향의 유속(m/s),
r은 강우 강도(mm/hr), f는 침투율,  는 복귀류, A는 x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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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hydrologic input and output of control volume in GRM (KICT, 2018)

직각인 흐름 단면적, Q는 유량, h는 수심,  은 지표면 흐름에
의한 측방 유입,  는 하도로 유입되는 지표하 유출, 는 기저
유출, t는 시간,  는 바닥경사, 는 마찰경사이다.
강우강도가 침투율보다 클 때 발생하는 침투초과유출과
토양의 포화시에 발행하는 포화초과유출을 계산하며 이 때
Green-Ampt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적용한다. 지배방정
식은 Eqs. (7) and (8)과 같다(KICT, 2018).




    ∆ln   
∆







∆
     


(7)

(8)
Fig. 3. Location of Namgang Dam watershed

여기서, F(t)는 t시간에서의 누가침투량, f(t)는 t 시간에서의
침투율, ∆ 는 토양수분함량의 변화 ( ∆        ),   는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한 지역이다.
남강댐 유역은 낙동강 제 1지류인 남강 상류의 함양위천,

유효포화도 (     ),  는 수분함량(   ≤  ≤  ),   는

양천, 덕천강을 포함하는 남강댐 상류까지 구간이다. 행정구

잔류 수분합량(        ),  는 공극률,   는 유효공극률, 

역상으로는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의

는 습윤전선흡인수두,  는 수리전도도이다.

령군, 함양군, 전북 남원시, 전남 구레군 등 모두 3개의 도, 3개
시, 6개 군에 광범위하게 유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남강댐 유
역의 유역도, 강우관측소 및 수위관측소 현황은 Fig. 3과 같다.

3. 연구 대상 및 결과
3.1 대상유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비슬산 강우레이더의 관측 범위에 속하는
남강댐 유역을 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남강댐 유역은 많
은 수의 강우관측소가 존재하고 있고, 비슬산 강우 레이더의
범위 안에 있어 지상 강우관측소의 강우량과 레이더 강우량의

적용된 대상유역의 유역면적은 2,293 km2, 유역 평균고도
426 m, 유역 평균경사 35%, 형상계수 0.42의 유역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유로연장은 110.84 km, 주 하천길이 22.96 km에
이른다. 남강댐 유역의 일반적인 특성은 덕유산과 지리산을
포함한 고봉이 많이 존재하고, 산지가 많아 하천의 경사가 급
하여 홍수기에는 강우로 인한 수위의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난
다. 이로 인해 홍수기에 유속이 커져 하천의 침식이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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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on elevation (m) and distance between stations (km)

Distance (km)
Elevation (m)

Jinju

Jinju (30.21)
Hapcheon (32)

Hapcheon

Namwon

Sanchung

Hamyang

Geochang

Jangsu

46

65

31

47

57

72

49

17

16

11

37

-

44

Namwon (132.5)

-

-

Sanchung (138.1)

-

-

-

33

54

28

16

28

42

23

Hamyang (151.2)

-

-

-

-

Geochang (226.0)

-

-

-

-

-

Jangsu (406.5)

-

-

-

-

-

-

Biseul Radar (1,085)

73

58

107

66

74

56

하고, 하상 변동이 심하게 발생한다. 또한, 남강댐 유역은 여름
철의 저기압과 태풍 등의 진행방향에 위치하여 향사면과 배사
면의 강우분포에 대한 편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남강댐 유역 내외에는 7개소의 강우관측소가 위치하고 있
으며, GRM 모형의 보정 및 유출량 해석을 위한 수위관측소는
산청(SC), 신안(SA), 창촌(CC)으로 3개의 유량 자료를 이용
하였다.
Table 2는 지상우량 관측소의 해발고도와 레이더 관측소
와의 거리 및 관측소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남
강댐 유역 내에 산청 및 함양군 관측소가 위하고 있으며, 거창
과 합천 관측소는 유역의 우측 경계 넘어 그리고 장수와 남원
관측소는 유역의 서쪽 경계 넘어 위치하고 있다. 진주 관측소
는 남강댐 유역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레이더 관측소 기준
으로 볼 때 남원 관측소가 가장 멀고 합천 관측소가 가장 가깝
다. 우량 관측소의 해발고도 분포는 진주, 합천이 30 m 이하,
남원·산청·함양군은 약 100 m, 거창은 200 m, 장수는 400 m를
넘고 있다.

3.2 강우 사상 및 강우 비교
레이더 강우의 품질관리 전·후의 강우량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총 5건의 강우 사상을 선정하였고, 선정한 강우 사상은
Table 3과 같다.
2012년 태풍 2건, 2016년 태풍 1건 및 전선형 1건, 그리고
2018년 태풍 1건이다. 강우지속 시간은 유역 전체에 걸쳐 강
우 징조가 나타날 때부터 강우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시간
이며, 각 관측지역별로 실제 강우지속 시간은 다르다. 강우 유
형은 ‘태풍’ 또는 ‘전선형’으로 구분했는데 태풍의 경우는 남
강댐 유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운영하는 비
슬산강우레이더관측소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비슬산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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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orm events and rainfall duration

Event

Rainfall Period

Rainfall
Duration (hr)

Type of
rainfall

1

2012.07.18.00:00 ~
2012.07.20.23:50

72

Typhoon
‘Khanun’

2

2012.09.16.00:00 ~
2012.09.17.23:50

48

Typhoon
‘Sanba’

3

2016.07.01.00:00 ~
2016.07.03.23:50

72

Frontal System

4

2016.10.05.00:00 ~
2016.10.06.23:50

48

Typhoon
‘Chaba’

5

2018.10.06.00:00 ~
2018.10.07.13:00

37

Typhoon
‘Kong-Rey’

Table 4. Observation information of Mt. Bisuel radar

Structure

Description

Remark

Frequency

2,791 GHz

S-Band

Radar Beam Width

1°

-3 dB width

Observation Range

150 km

max 400 km

Antenna Altitude

1085 m

Antenna scan range

Horizontal 360°,
Vertical -1.2° ~ 90.2°

observation period

150 seconds

Elevation Tilts

-0.5, 0.0, 0.5, 0.8, 1.2, 1.6°

이더 관측소는 경상북도 청도군 비슬산 조화봉(해발고도
1,057 m)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동강 유역의 강우관측 및 홍
수예보 입력자료를 생성한다. 비슬산 강우레이더의 제원 및
관측정보는 Table 4와 같다.
비슬산강우레이더는 빔폭 0.95°, 레이더 빈(bin) 간격 125
m로 매 2.5분마다 6개의 고도각(-0.5°, 0.0°, 0.5°, 0.8°, 1.2°,
1.6°)으로 된 볼륨관측을 한다. 관측 고도각에는 지상에 최대
로 가까운 레이더 자료를 얻기 위하여 음(-)의 고도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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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vent 1 : Typhoon ‘Khanun’

(b) Event 2 : Typhoon ‘Sanba’

(c) Event 3 : Frontal system

(d) Event 4 : Typhoon ‘Chaba’

(f) Event 5 : Typhoon ‘Kong-Rey’
Fig. 4. Comparison of observed rainfall and each radar rainfall (R_H_DBZ, R_H_KDP, Q_H_DBZ, Q_H_K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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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QPE의 품질을 개선하고 저고
도 강수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

 

폐가 나타나는데 특히 -0.5°와 0.0°에서 현저하게 발생한다.



다. 지상우량계 위치와 대응되는 레이더 강우량 추정 지점을

(11)

 
 는 각 강우 사상의 평균 강우량(mm),  는
여기서, 

중심으로 주변 8개의 강우량을 합하여 평균하였다. 10분 누적

G/R 비,  는 평균 오차(Average Difference),  는 각 강우

강우량은 2.5분 강우강도 자료 4장을 누적하여 산정하였다.

사상의 지속시간을 의미한다.

레이더강우량 불확실성 분석에서는 지점 자료롤 사용했고 수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품질 관리 이후의 통계지표가 6개

문유출 분석에서는 레이더 격자 우량 자료를 수문모델에 그대

강우 사상에서 모두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더 추정

로 입력하여 분포형 모형의 격자 자료로 활용하였다.

강수량과 지상관측 강수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은

본 연구에서는 지형에코와 빔 차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품질 보정 이전에는 1.121 ~ 2.808으로 레이더 강수량이 과소

위해 KHSR 방법을 사용하여 레이더 자료를 품질관리를 수행

추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품질관리 이후의 결과는 0.852

하였고, 품질관리 전의 강우량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6개의

~ 2.556으로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R 비가 1보다 작

강우 사상에 대한 강우 비교 결과는 Fig. 4와 같다. 품질관리

은 사상의 경우에는 Fig.4의 누적강우를 보는 것과 같이 지상

전의 레이더 강우는 지상 강우에 비해 최대 64%(2018년 10월

강우의 누적강수량보다 품질 보정 이후의 이중편파 레이더

R_H_KDP)만큼 과소 추정되고 있으며, HSR 기법을 통한 품

강수량(Q_H_KDP)가 더 많은 누적 강우량을 보이고 있을 때

질관리 이후의 강우량은 최대 39%(2018년 10월 Q_H_DBZ)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누적 강수량 및 산점도를 통해

만큼 과소 추정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품질 관리 이

차등 반사도(ZDR) 레이더 강수량보다 이중편파 레이더 강수

후의 레이더 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

량(KDP)이 지상 강우와 비슷한 값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알

우 알고리즘별 정확도를 검토하면 품질 관리 이후의 강우량이

수 있다.

5개 사상 모두 품질관리 이전의 강우량보다 지상 강우를 잘
추정하고 있고, 단일편파(DBZ)의 자료보다 이중편파(KDP)

3.3 GRM 모형 구축 및 유출 해석

의 자료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지상 강우의 경우 지점 자료로 강우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

강우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Noh et al. (2019)에서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며, 시공간적인 강우 특성 파악을 위

사용한 통계 지표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통계 지표는 Eqs. (9)

해 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수문 해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 (11)과 같고,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 


m 해상도의 직교좌표로 변환하여 레이더 강우강도를 계산했



  

 

125 m이다. 이 자료를 매 2.5분마다 가로 × 세로 500 m × 500



(10)

 



원 자료는 극좌표로 되었으며 방위각 해상도 1°, 거리해상도





  


슬산 레이더의 저고도 관측 자료에는 강한 지형에코와 빔 차










진행되고 있다(Ahn et al., 2015; Jung et al., 2017). Choi et
al. (2012)는 남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GRM 모형을 활용하여



 
 

  or 
 



하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의 홍수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9)

평가하였다. Ahn et al. (2013)은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인

Table 5. Performance evaluation of radar rainfall by statistical indicators





 (m)

G/R

AD (%)

Event
No.

(mm)

R_H_
DBZ

R_H_
KDP

Q_H_
DBZ

Q_H_
KDP

R_H_
DBZ

R_H_
KDP

Q_H_
DBZ

Q_H_
KDP

R_H_
DBZ

R_H_
KDP

Q_H_
DBZ

Q_H_
KDP

1

0.160

0.092

0.110

0.098

0.145

1.755

1.457

1.635

1.109

7.27

7.85

7.21

7.65

2

0.469

0.397

0.410

0.419

0.550

1.182

1.143

1.118

0.852

15.14

19.58

14.86

14.71

3

0.373

0.164

0.164

0.170

0.247

2.274

2.273

2.191

1.509

15.53

16.84

14.64

13.86

4

0.266

0.167

0.166

0.174

0.252

1.593

1.595

1.530

1.056

9.38

10.29

9.26

10.32

5

0.652

0.253

0.232

0.255

0.349

2.578

2.808

2.556

1.868

15.92

17.57

15.8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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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ORM2 모형을 사용하여 레이더 자료의 효과를 분석

인할 수 있고, 품질 관리 이후 이중편파 레이더(Q_H_KDP)가

하였으며, 레이더 강우가 지상강우에 비해 과소추정이 되고

유출 해석 결과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있지만, 강우의 공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에서는 지상 강우 및 레이더 알고리즘별 유출 해석

본 연구에서는 GRM 모형을 구축하고 지상관측 자료 및 레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출해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통계 지

이더 자료를 활용하여 유출 해석을 수행하였다. 지상 강우 자

표로는 결정계수(   ), 정규화 평균 제곱근 오차(Normalized

료의 경우 7개의 강우 관측소의 면적 평균 강우량을 사용하였

RMSE, NRMSE), Nash-Sutcliffe 계수 (Nash-Sutcliffe model

으며, 면적 평균 강우량을 기준으로 GRM 모형을 보정하고,

efficiency coefficient, NSE)를 사용하였다. 모의 결과 전체적

레이더 알고리즘별 유출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GRM 모형

인 통계지표에서 HSR 기법을 이용한 이중편파 레이더(Q_

에는 유역경계, DEM, 흐름방향도, 토지피복도, 유효토심도,

H_KDP)의 유출 해석 결과가   가 0.90, NSE가 0.7 이상으로

토양종류도, 지표경사분포도(slope), 강우자료가 필수 입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태풍 “콩레이”의 경우 남강댐

자료로 입력된다. 토성도 및 토양 심도의 속성별 매개변수 값

하류 지역으로 강우가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강댐 상류

은 Choi et al. (2010)에서 제시한 값을 이용하여 분류하였으

에 위치한 산청 관측소의 유량이 과소 추정이 되어 통계지표

며, 구축한 매개변수별 값은 Fig. 5와 같다. 구축한 GRM 모형

가 높게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풍 “산바” 및 “콩레이”

을 통해 5개의 강우 사상에 대한 유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상은 총 강우량이 200 mm 이상의 많은 강우가 발생하였으

이에 대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GRM 모형의 매개변수 보정

며, 이와 같이 강우량이 많은 사상의 경우에는 HSR 기법을 활

은 Shin and Choi (2018)에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용하여 품질보정을 한 이후에도 강우량이 과소 추정되고, 이

바탕으로, 가장 민감한 초기포화도, 하도 조도계수 및 투수계

에 대한 영향으로 유출량 역시 과소 추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 보정 계수를 이용하여 모형을 보정하였다.

2016년 7월의 장마 전선과 같이 낮은 강우 강도로 긴 지속기간

본 연구에서는 본류 및 지류의 유량을 모의하기 위해 산청,

동안 강우가 내린 강우 사상에는 레이더 자료의 수문학적 활

신안, 창촌 관측소를 대상으로 유출 해석을 수행하였고, 강우
의 이동 방향에 따른 유출량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6에서
왼쪽 그림은 산청, 신안, 창촌 관측소의 유출 해석결과를 나타
내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은 품질 관리 이후의 HSR 기법을 활
용한 이중편파 레이더 강우량(Q_H_KDP)의 강우 분포를 나
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성은 단일 편파를 이용한 유출 해
석 결과는 관측 유량에 비해 모든 강우 사상에서 과소 추정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차등 반사도(ZDR) 레이더
강우량의 수문 적용의 한계점을 의미한다.

(a) DEM

(b) Flow direction

(c) Slope

(d) Soil depth

(e) Land cover

(f) Soil texture

강우 사상별 유출 해석 결과를 검토하면, 태풍 “카눈”의 강
우 사상은 지속시간 72시간동안 총 강우량이 약 80 mm로 남
강댐 유역에 큰 강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출 해석 결과 관
측 유량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의 오른쪽 그림은 강우 사상별 지속시간에 따른 총 강우량을
도시한 것이며, 이를 통해 강우의 이동방향 및 강우에 의한 유
출량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7월
에 발생한 장마 전선을 보면(Fig. 6(c)), 남강댐 유역의 오른쪽
부근에 많은 강우가 발생하였다. 강우의 이동 방향은 남서쪽
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산청 관측소의 유
출량은 첫 번째 첨두 유량은 잘 모의를 하고 있으나 두 번째
첨두 유량의 경우 강우의 이동으로 인해 과소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s. 4 and 6을 통해 강우량 시계열 및 총 강우
량에 따른 유출 해석 결과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

Fig. 5. GIS Input data for GR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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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vent 1 : Typhoon ‘Khanun’

(b) Event 2 : Typhoon ‘Sanba’

(c) Event 3 : Frontal system

(d) Event 4 : Typhoon ‘Chaba’

(f) Event 5 : Typhoon ‘Kong-Rey’
Fig. 6. Runoff result using ground rainfall and radar rainfall (R_H_DBZ, R_H_KDP, Q_H_DBZ, Q_H_K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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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model evaluation for runoff results using ground rainfall and radar rainfall

Station

Event
No.

SC

SA

CC


R_H_
DBZ

R_H_
KDP

NRMSE
Q_H_
DBZ

Q_H_
KDP

R_H_
DBZ

R_H_
KDP

Q_H_
DBZ

NSE
Q_H_
KDP

R_H_
DBZ

R_H_
KDP

Q_H_
DBZ

Q_H_
KDP

1

0.91

0.96

0.96

0.96

0.83

0.71

0.64

0.41

0.17

0.38

0.50

0.79

2

0.86

0.84

0.89

0.96

1.51

1.52

1.44

1.19

0.01

-0.01

0.10

0.38

3

0.85

0.82

0.86

0.88

0.85

0.79

0.83

0.45

0.79

-0.09

-0.21

0.65

4

0.98

0.96

0.97

0.99

0.60

0.33

0.57

0.23

0.63

0.89

0.67

0.95

5

0.86

0.78

0.85

0.96

1.34

1.39

1.33

1.23

-0.18

-0.28

-0.16

-0.01

1

0.93

0.96

0.88

0.92

0.59

0.51

0.40

0.33

0.50

0.62

0.77

0.84

2

0.87

0.88

0.73

0.74

2.00

2.03

1.74

1.74

0.02

-0.02

0.26

0.26

3

0.66

0.47

0.73

0.65

1.13

1.15

1.10

0.96

-0.61

-0.65

-0.52

-0.15

4

0.73

0.61

0.73

0.61

0.77

0.94

0.77

0.94

0.07

-0.41

0.07

-0.41

5

0.93

0.91

0.94

0.97

1.05

1.10

1.00

0.71

0.04

0.35

0.46

0.73

1

0.73

0.80

0.86

0.90

0.68

0.60

0.45

0.45

0.39

0.52

0.73

0.74

2

0.88

0.92

0.92

0.96

1.50

1.37

0.98

0.58

0.15

0.30

0.64

0.87

3

0.84

0.70

0.86

0.80

0.76

0.80

0.69

0.46

0.00

-0.11

0.17

0.63

4

0.69

0.91

0.90

0.88

0.66

0.76

0.72

0.47

0.19

-0.09

0.03

0.58

5

0.86

0.89

0.86

0.98

1.20

1.15

1.17

0.69

0.19

0.25

0.23

0.73

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지상 관측소를 사용한 유출 해

강우량을 추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보정 전·후의 강

석의 경우 면적 평균 강우를 사용하였으므로, 강우의 공간적

우 비교를 수행하였다. 5가지 강우 사상을 통해 강우 비

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초기 첨두 유량에서 정확도가 떨

교를 수행한 결과, 품질 보정이후의 강우량이 평균 오차

어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레이더 강우량을 이용한

가 15% 이내로 지상 강우를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었다.

유출 해석 결과는 관측 유량에 비해 과소추정이 되고 있지만

또한, 단일편파 레이더(DBZ)보다 이중편파 레이더

유출량의 변화 형태가 관측 유량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

(KDP)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을 통해 레이더 강우를 사용하여 유출 해석을 수행할 경우 강

강우 사상의 총 강우량 역시 이중편파 레이더 강우량

우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DP)이 지상 강우를 더 잘 모의하고 있었다.
(2) 레이더 강우의 추정 알고리즘에 따른 강우의 불확실성
이 수문학적 유출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4. 결 론

하기 위해 GRM 모형을 이용하여 유출 해석을 수행하
였다. GRM 모형의 보정은 지상 강우 관측소의 면적평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강우 자료의 수문학적 활용성을 검

균 강우량을 이용하여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보정된 매

토하기 위해 남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5개의 강우 사상을 이용

개변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레이더 자료에 대한 유출 해

하여 품질 보정 전·후의 강우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GRM 모

석을 수행하였다. 유출 해석 결과 강우의 이동 방향에

형을 이용하여 유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

따라 상류(산청 관측소) 및 하류(창촌 관측소)의 유출

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상 관
측소의 면적 평균 강우량을 사용하였을 때 모의하지 못

(1) 레이더 강우의 경우 시·공간적으로 강우의 특성을 파악

하는 유출량을 레이더 강우량을 사용하여 모의할 수 있

하기 쉽지만, 지상강우와 비교할 때, 강우량이 과소 추

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8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콩레

정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우추정 정

이’의 경우 남강댐 중·하류에 강우가 주로 발생하였으

확도 향상을 위해 지형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최적의

며, 상류에 위치한 산청 관측소는 레이더 강우량이 과소

고도각 반사도를 이용한 HSR 기법을 활용하여 레이더

추정되어 유출량이 과소 추정되고 있지만, 중·하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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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신안 및 창촌 관측소는 레이더 강우량이 지상 강
우량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 유출량이 관측 유량을 잘 모
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고도각 반사도를 이용하여 레이더 강우량을 보정
함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강우량이 지상 강우에 비해 과소 추
정이 되는 한계점이 있지만, 유출 해석을 수행하였을 때, 공간
분포 특성을 잘 반영함으로써 수문학적 적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상 강우량을 활용하여 레이
더 강우를 보정하여 강우의 공간적 분포 및 규모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레이더 자료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레이더 강
우량 추정에 대한 정확도가 향상된다면 공간적인 특성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레이더 강우량의 수문학적인 활용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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