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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lways a risk of water disasters due to sudden storms in mountainous regions in Korea, which is more than 70% of the country's 

land. In this study, a radar-based risk prediction technique for sudden downpour is applied in the mountainous region and is evaluated 

for its applicability using Mt. Biseul rain radar. Eight local heavy rain events in mountain regions are selected and the information was 

calculated such as early detection of cumulonimbus convective cells, automatic detection of convective cells, and risk index of detected 

convective cells using the three-dimensional radar reflectivity, rainfall intensity, and doppler wind spee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initial detection timing and location of convective cells that may develop as a localized heavy rain, and the magnitude and 

location of the risk determin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vortices were generate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ground rain 

gauge network has limitations in detecting heavy rains that develop locally in a narrow area. Besides, it is possible to secure a time of 

at least 10 minutes to a maximum of 65 minutes until the maximum rainfall intensity occurs at the time of obtaining the risk information. 

Therefore, it would be useful as information to prevent flash flooding disaster and marooned accidents caused by heavy rain in the 

mountainous area using this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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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지역 수재해 대응을 위한 레이더 기반 돌발성 호우 위험성 사전 탐지 기술 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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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지역의 돌발호우로 인한 수재해의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비슬산 강우레

이더 관측 영역의 산지지역에 발생한 돌발성 호우 사례를 대상으로 레이더 기반 돌발성 호우 사전 예측 방법을 적용하여, 그 활용성을 살펴보았다. 

비슬산 강우레이더의 3차원 레이더 반사도, 강우강도, 도플러 풍속을 이용하여, 산지지역에서 발생한 8개의 국지적 호우 사례를 선정한 후 적란운 

대류세포의 조기탐지, 탐지된 대류세포의 자동 추적, 해당 대류세포가 발달하여 돌발성 호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위험도 정보를 

산출하였다. 사례적용 결과, 대기 중에 돌발호우로 발달할 수 있는 대류세포의 최초 탐지시점 및 위치, 소용돌이도 발생여부에 따라 판정된 위험도 

수준 및 발생시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상강우관측망으로는 좁은 영역에 국지적으로 발달하는 호우를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위험도 정보를 획득한 시점에서 최대 강우강도가 발생할 때까지 최소 10분에서 최대 65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레이더 기

반의 돌발성 호우 사전 예측기법은 산지지역에서 호우로 인한 산지홍수, 고립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정보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용어: 돌발호우, 강우레이더, 산지지역, 위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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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엘니뇨 및 라니냐 등 지구환경 변화에 따

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형성됨에 따

라 지형이 좁고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의 돌발호우 발생은 짧

은 시간이내 하천수위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는 돌발홍수를 

야기한다. 그동안 돌발홍수는 등산객의 고립 등 많은 인명 피

해를 초래하였으며, 대표적으로 1998년 8월 지리산 일대 돌

발호우로 90여명이 사망 및 실종된 바 있다. 돌발호우로 인한 

피해는 최근에도 다수 발생되어 왔으며(Lee et al., 2016), 피

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선행시간 확보 등 사전감지 기술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지지역에서 돌발적인 호우가 빈번한 이유는 지형성 강

우의 기작에 기인한다. 지형성 강우를 발생시키는 주요 기작

은 풍상면에서 강제로 상승된 기괴(air mass)가 냉각되며, 응

결되어 강우가 발생하는 경우, 산지 아래 계곡에 정체된 기괴

가 응결되거나 증발된 강우가 냉각되어 계곡지대에 강한 강우

를 유발하는 경우, 대류로 인한 물리적인 상승으로 산지지역

에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발생하는 경우, 언덕 및 산지에서 매

우 작게 형성된 강우들이 매우 빠르게 응결과 융합되어 강우

로 형성되어 강한 강우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Yoon, 2011). 

이러한 기작으로 산지지역에 호우는 순식간에 발생하여 건천 

상태의 산지하천에 급류가 발생하고, 지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는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산지 돌발호우 대응을 위해 현재의 토양수분 조

건에서 특정시간 동안 하천 제방을 월류하는 홍수가 발생할 때

까지 필요한 누적강수량을 의미하는 돌발홍수능(Flash Flood 

Guidance, FFG) 개발 연구를 다수 수행해왔으며(Korean 

Meteorological Association, 2006; Kim and Bae, 2007; Yoon 

et al., 2015; NDMI, 2009), FFG와 예측강우의 대소비교를 통

해 돌발홍수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상관측 강우

량 자료를 유출 모형에 연계하여 토양수분량을 산정하는 과정

의 번거로움과 한계유출량 산정 시 산지 소하천의 지형인자의 

불확실성은 단시간에 발생하는 돌발홍수 발생여부를 예보하

는데 큰 무리가 따른다. 또한, 지상관측 강우량 자료 활용은 산

지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기역학 특성에 따라 발현하는 국지적 

돌발호우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문학적 측면의 

돌발호우 대응보다는 기상학적 측면에서 돌발호우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외에서 국지적인 호우를 탐지하는 연구들은 대류스톰

(convective storm) 특징을 부력과 연직바람시어(vertical 

wind shear)로 보고 수치모델링과 관측 기반의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Weisman and Klemp, 1982; Byers and Braham, 1949; 

Eblen et al., 1990; Rasmussen and Blanchard, 1998). 국내의 

연구는 국지성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강우세포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며, 강우세포의 특징을 지속시간, 최대강우의 

면적, 발달 시기 등을 분석하고, 분석된 국지성 집중호우의 특

성을 바탕으로 강우세포 중에서 대류세포(convective cell)를 

판별하고 추적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Jung et al., 2011). 또

한, 지상관측만으로는 국지성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강우세

포를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 시공간 자

료인 레이더를 활용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기상레이더로부

터 생산 되는 3차원 볼륨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초단기 예측시

스템의 한 부분으로 대류세포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다(Rinehart and Garvey, 1978). 중심

추적방법(Dixon and Wiener, 1993; Johnson et al., 1998), 융

합추적방법(Lakshmanan et al., 2003; Han et al., 2009)이 있

다. 국내의 경우 TITAN과 SCIT를 이용한 대류세포의 판별 및 

추적 연구, TITAN의 대류세포 판별기법과 퍼지논리에 기반

한 대류세포 추적알고리즘이 개발된 바 있다(Jung et al., 2011).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X-band 이중편파레이더 관측망을 기

반으로 국지성 호우를 탐지하고, 강우세포가 대류스톰으로 발

달할 수 있는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추적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Nakakita et al., 2010; 2012; 2014). 해당 기법은 국내

에서도 수도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기상청 관악산레이더를 

이용하여 도시지역 돌발성 호우의 위험성 사전 예측하는 사례

연구가 진행한 바 있으나, 도시지역에서 돌발성 호우가 발생

하는 빈도가 높지 않아, 2개의 호우사례에 적용하여 적용성을 

확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Yoo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지형효과로 유발되는 국지적인 돌발호우에 강한 특징을 갖는 

해당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산지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돌발호우를 탐지하고 위험성을 사전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산지 돌발호우 사전 탐지를 위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 국내 지리산 및 소백산 지역을 대상으로 비슬

산 강우레이더 자료를 이용하여 강우세포가 국지성 집중호우

로 발달되는 위험도를 계산 및 추적하고 지상관측 강우량과의 

비교를 통해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지지역에 발생하는 돌발 호우 사전 탐지

를 위해 레이더 기반 돌발성 호우 사전 예측 방법을 적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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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방법은 대기 중의 돌발성 호우를 유발할 수 있는 적란

운 대류세포의 조기탐지, 탐지된 대류세포의 자동 추적, 대류

세포로 인해 돌발성 호우의 발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방법을 결합한 것이다(Nakakita et al., 2010; 2012; 2014; 

Yoon et al., 2016). 또한, 대상유역으로 돌발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건의 산지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강우레이더 관

측 자료는 환경부 홍수통제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1 레이더 기반 돌발성 호우 사전 탐지 방법 

돌발성 호우는 강우세포가 고립, 생성, 발달하는 과정을 거

친다. 발달과정에 따라 발달기, 성숙기, 쇠퇴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초반에는 대기 불안정 조건에서 습한 공기가 상승하

여 응결되면서 레이더로 관측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구름입자

가 생성된다. 이 구름입자가 커지면서 강수입자로 상공에 형

성된 것이 퍼스트 에코(first echo) 혹은 대류세포라 불리며, 

레이더로 탐지된다. 이러한 대류세포를 레이더에서 처음 탐

지하게 되면, 발달, 성숙 과정을 거치는 대류세포의 특징을 반

영하면서 추적한다. 특히, 발달하는 대류세포는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다 낙하하면서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되고 지상에 

강한 강우가 발생한다. 쇠퇴기에 이르면 상승기류와 하강기

류의 강우강도가 약해진다. 특히, 대류세포가 레이더에 의해 

사전에 관측될 지라도 모두가 돌발호우 발생에 기여하지 않음

에 따라 슈퍼세포로 발달하는 적란운 내에 존재하는 소용돌이

관(vorticity tube)의 형성으로 발달여부를 결정한다. 적란운

의 성장 시 대기에는 수평풍의 연직시어(vertical wind shear) 

따라 수평방향 축을 갖는 수평소용돌이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란운의 형성에 의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수평

소용돌이가 위로 끌어올려져 적란운 내의 시계방향, 반시계방

향의 연직소용돌이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Rotunno, 1981; 

Wilhelmson and Klemp, 1978).

다음 Fig. 1은 돌발성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대류세포를 판

별, 추적, 그리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과정은 레이더로 강우세포 내에 존재하는 국지성 호

우를 유발하는 대류세포를 조기 탐지하는 과정으로 시계열로 

연속된 레이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강수영역(20 dBZ 이상

의 반사 강도 0.5 km3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폐곡면)을 고려한 

구체 내에서 강우세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수행된

다. 현재시간을 기준으로 전 단계(5-10분)의 영향구(5 km) 내

에 강수영역이 없으면, 현재 시간에 추출된 강수 영역은 돌발

성 호우를 유발하는 대류세포로 본다. 두 번째는 추적과정으

로 조기 탐지된 대류세포의 발달을 세포 체적을 기준으로 설

정된 단계(1 ~ N)로 구분하여 3차원으로 자동 추적한다. 해당 

과정은 탐지된 대류세포의 단계를 단계1로 설정하고, 시간 경

과에 따라 단계2, 단계3 순으로 설정한 후, CCL기법에 의해 

검출된 대류세포는 일련번호가 메겨지고, 단계 마다 정해진 

체적 제한을 통해 단계 설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대류세포로 

판별된 강우세포는 레이더 도플러 풍속으로 산정되는 소용돌

이도의 검출여부와 크기 기준에 따라서 위험(high risk, 주황), 

매우 위험(very high risk, 분홍), 저위험(low risk, 파랑), 매우 

낮은 위험(very low risk. 하늘색)로 위험도가 분류된다. 

3. 자료구축 및 대상지역

3.1 자료구축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환경부가 2009년부터 홍수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비슬산 S-band 

강우레이더 자료를 활용하였다. 비슬산 S-band 강우레이더

는 낙동강 유역 내에 위치하며, 관측반경은 150 km 이며, 1분

마다 관측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품질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 5분 간격의 UF 이진 자료를 활용하

였다. 돌발성 호우탐지 및 위험성 예측을 위해 3차원 격자 형태

Fig. 1. Procedure of early detection, auto tracking and prognostic risk

(Yoo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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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레이더 반사도, 레이더 도플러 풍속, 레이더 강우강도 자료

가 사용된다. 이를 위해 데카르트 좌표계(Cartesian coordinate)

로 변환된 1 km 해상도의 301×301 격자자료로 생성하였으

며, 200 m 간격으로 16 km 고도까지 분할하여 총 81개 연직층

을 생성하였다. 사용된 레이더 자료는 301×301×81의 3차원 

자료 형태이다. 다음 Fig. 3은 2016년 10월 15일 태풍 차바의 

레이더 관측 자료를 3차원 자료 형태로 생성한 것으로, 레이더

를 통해 대기의 3차원 연직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은 3차원 영상분석을 통

해 호우사례 및 발달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사례 선정 및 

위험도 예측 결과의 확인을 위해 사용한 레이더 강우강도자료

는 Marshall-Palmer 식을 통해 산정하였다.

3.2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107년에 비슬산 강우레이더 

관측범위 안에서 발생한 호우사례 중 국지적인 특성을 지닌 

8개 호우사례를 Table 1과 같이 추출하였다. 국지성 집중호우 

사례 추출과 관련하여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바 있는 1 mm/hr 

이상의 강우면적이 20,000 km2 이하, 최대강우시간 30 mm/hr 

이상, 강우지속시간 24시간 이하의 조건을 고려하였다(Jung 

et al., 2014). 사례선정을 위해서 3차원 레이더 강우 영상과 레

이더 강우강도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8개 집중호우가 발생한 

위치와 수치표고를 함께 도시하였다(Fig. 4). 선정된 호우사

례의 발생 위치는 산지지역이고, 수위관측소 부재 및 구조신

고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 발생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레이

더 강우 관측 결과를 통해 발생한 강우강도 수준을 확인하였

으며, 잠재적인 산지 돌발홍수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다. Fig. 5는 레이더로 통해 산출된 강우와 위험도 분포의 비교

에 사용된 기상청의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s)의 

위치를 파란색 점선 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2. The radius and location of Biseul rain radar

Fig. 3. 3-D radar data structure (15 Oct. 2016 10:00) 

Table 1. The results of risk prediction for 8 rain events

Case Date
Time of convective cell detection

(Time of danger detection)

Time of rainfall on the ground

(AWS observation)

Time of maximum radar 

rainfall intensity

1 2016/09/04 11:20-09/05 06:00 11:30 (12:15) 11:30 (No rain) 12:30

2 2016/09/05 09:00-21:00 09:30 (09:40) 09:35 (No rain) 09:50

3 2016/09/08 18:00-23:50 18:00 (19:20) 18:00 (19:50) 19:50

4 2017/06/12 15:00-23:55 16:10 (16:20) 16:10 (No rain) 17:25

5 2017/06/30 15:00-23:55 15:30 (15:55) 15:40 (No rain) 16:30

6 2017/08/05 12:00-20:55 13:15 (13:25) 13:20 (No rain) 14:25

7 2017/08/16 18:00-08/17 03:00 18:20 (18:30) 18:10 (No rain) 19:15

8 2017/08/18 15:00-08/19 02:00 15:10 (15:30) 15:10 (No rain)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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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과 분석

비슬산 강우레이더를 이용하여 돌발호우를 탐지하고, 사전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적용한 기법의 적절성을 AWS 관측과 

비교하였다. 8개 호우사례에 대한 적용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으며, 본 기법을 통해 대기 중에 돌발호우로 발달할 수 있는 

대류세포의 최초 탐지시점, 위치 및 소용돌이도 발생여부에 

따라 판정된 위험도 수준, 발생시점 및 위치를 명시하였다. 레

이더 정보로 대류세포가 탐지된 시점 및 위험도가 판정된 시

점, 레이더 최대 강우강도가 30 mm/hr 인 경우에도 Case3을 

제외하고는 AWS 관측기반에서는 강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Fig. 5와 같이 균등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이

는 강우관측망에서도 국지적인 강우는 지점 강우계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8개의 호우사례 모두 대류세포가 탐지된 시점을 기준

으로 최소 10분에서 최대 80분 이내에 탐지된 대류세포가 돌

발호우로 발달할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는 위험도 정보가 산정

되었다. 위험도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소 10분에서 최대 65분 

사이에 최대 강우강도가 30 mm/hr 이상이 되는 강우영역을 

레이더로 측정할 수 있었다. 

적용사례 중 Case 3, Case 4, Case 5에 대해 산출된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Case 3는 2016년 9월 8일 발생한 호우사례이다. Fig. 6은 

산정된 2차원 결과물과 비교를 위한 AWS 강우공간분포를 함

께 도시한 것이다. 첫 번째 열은 레이더 강우, 두 번째 열은 레이

더 도플러 풍속, 세 번째 열은 돌발호우 위험도, 네 번째 열은 

AWS 강우분포 이미지이다. Fig. 6(a)과 같이 18시 00분 경에 

빨간색 점선 원 영역에서 대류세포가 탐지되었고, 도플러 풍

속 관측에서는 한색계열의 음(-)과 난색계열의 양(+)의 속도

를 갖는 값이 섞여 있으며, 저위험(파란색) 수준이었고, AWS

로는 기상에 강우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시간 20분 후인 

19시 20분 경인 Fig. 6(b)의 이미지를 보면 레이더 강우영역이 

넓어지며, 매우 위험 수준(분홍색) 수준으로 대류세포가 발달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30분 이후인 19시 50분의 Fig. 6(c)

를 보면 강한 강도의 영역이 보다 넓어지면, 더 이상 성장하지

는 않는 수준이 저위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시점에서는 AWS 강우 분포에서도 강우가 관측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법이 국지적인 호우셀을 사

전에 탐지하고, 추적하면서 최대강우가 발생하기 최소 30분

에는 위험도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7은 Case 3의 강우 발달과정을 3차원으로 나타낸 것이

며, 대류세포와 발달한 호우를 그림상의 붉은 점선의 원으로 

표시하였다. Fig. 7(a)는 대기 상에 대류세포가 탐지된 것으로, 

매우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탐지된 대류세포가 육안으로 뚜렷

하게 확인지 않는다. Fig. 7(b)는 소용돌이도가 검출되어 탐지

된 대류세포가 위험하다고 판단된 시점의 3차원 영상으로 연

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7(c)는 발달하는 

호우가 이동하면서 강도가 강해지면서 강우영역이 확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Case 4는 2017년 6월 12일 발생한 호우사례이다. Fig. 8은 

Fig. 7과 같이 산정된 2차원 결과물인 레이더 강우, 레이더 도

플러 풍속, 돌발호우 위험도, AWS 강우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16시 10분 경 매우 약한 강우강도를 갖는 대류세포가 탐지 되

었고, 저위험 수준의 위험도로 판정되었다. 10분 후 Fig. 8(b)

와 같이 난색과 한색계열이 혼합되어 있는 도플러 풍속의 양

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강우영역도 확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매우 위험 수준(분홍색)의 위험도가 확인되었다. 

Fig. 4. Localized rainfall occurred locations

Fig. 5. Locations of ground 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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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c)는 65분 후 레이더 강우강도가 호우기간 중에 최대로 

나타났고, 그 영역도 확연하게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도는 이미 대류세포가 성장을 마친 성숙기 상태임으로 다

시 저위험 상태로 돌아갔다. 다만, Case 4는 4번째 열의 AWS 

강우분포이미지에서 보듯이 AWS로는 돌발호우를 탐지 할 

수 없었다. 본 사례에서는 최대강우가 발생하기 최소 10분 전

에는 위험도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9는 3차원으로 본 Case 4의 강우 발달 과정으로 약한 

(a) 08 Sep. 2016 18:00 (Detect convective cell)

(b) 08 Sep. 2016 19:20 (Danger alert) 

(c) 08 Sep. 2016 19:50 (Maximum rain)

Fig. 6. The 2D observed images and risk prediction results for Case 3 (1st column: radar rainfall, 2nd column: doppler velocity, 3rd column: danger 

level, 4th column: AWS rainfall distribution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 08 Sep. 2016 18:00 (b) 08 Sep. 2016 19:20 (c) 08 Sep. 2016 19:50

Fig. 7. The 3-D image analysis for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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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세포가 다수 탐지되었으며(Fig. 9(a)), 각각의 대류세포

가 연직으로 발달하면서 강도도 강해지고, 호우가 군집화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의 Case 5는 2017년 6월 30일 발생한 호우사례이다. 

15시 30분 경 단일 호우 셀이 탐지되었고, 저위험 수준의 위험

도로 판정되었다. 25분 후 Fig. 10(b)와 같이 호우 셀이 성장하

(a) 12 Jun. 2017 16:10 (Detect convective cell)

(b) 12 Jun. 2017 16:20 (Danger alert) 

(c) 12 Jun. 2017 17:25 (Maximum rain) 

Fig. 8. The 2D observed images and risk prediction results for Case 4 (1st column: radar rainfall, 2nd column: doppler velocity, 3rd column: danger 

level, 4th column: AWS rainfall distribution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 12 Jun. 2017 16:10 (b) 12 Jun. 2017 16:20 (c) 12 Jun. 2017 17:25

Fig. 9. The 3-D image analysis for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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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매우 위험 수준(분홍색)의 위험도가 확인되었다. Fig. 10 

(c)는 위험도가 확인된 지 35분 후로 20-30 mm/hr 규모의 강우

가 작은 규모로 발달하였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강한 강우강

도를 갖는 호우가 발달하는 규모가 매우 작을 경우, 지상강우

관측망이 주변부에 넓게 발생하는 강우는 관측하는 반면, 국

지적인 호우는 관측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Fig. 11은 

(a) 30 Jun. 2017 15:30 (Detect convective cell)

(b) 30 Jun. 2017 15:55 (Danger alert)

(c) 30 Jun. 2017 16:30 (Maximum rain) 

Fig. 10. The 2D observed images and risk prediction results for Case 5 (1st column: radar rainfall, 2nd column: doppler velocity, 3rd column: danger

level, 4th column: AWS rainfall distribution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 30 Jun. 2017 15:30 (b) 30 Jun. 2017 15:55 (c) 30 Jun. 2017 16:30

Fig. 11. The 3-D image analysis for 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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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으로 본 Case 5의 강우 발달 과정이다. Fig. 11(a)에서는 

대기 상층에 단일 호우셀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11(b)에서는 탐지된 호우 셀이 지면으로 내려오면서, 동

시에 연직으로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c)는 호

우 강도가 강해지면서 강우고도가 높아지면서, 수평으로도 

넓게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각 호우사례에서 돌발호우가 발달한 후 최대강

우가 레이더로 관측된 시점의 레이더 강우강도와 가장 인근에 

위치한 AWS 지점의 관측강우를 비교한 결과이다. 레이더로 

관측된 최대 강우가 30.7–58.2 mm/hr 범위의 강우강도를 갖

는 반면, Case 3에서 AWS가 3.0 mm/hr의 강우를 관측한 것 

외에 다른 사례에서는 모두 강우를 관측하지 못하였다.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상강우관측망으로는 좁은 영

역에 국지적으로 발달하는 호우를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으

며, 레이더 기반의 돌발성 호우 사전 예측기법을 적용할 경우 

사전에 위험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지지역에서 호우로 

인한 산지홍수, 고립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비슬산 강우레이더 관측 영역의 산

지지역에 발생하는 돌발성 호우 사례를 대상으로 레이더 기반 

돌발성 호우 사전 예측 방법을 적용하고, 지상관측강우와 비

교하여 그 활용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비슬산 강우레이

더 정보(레이더 반사도, 강우강도, 도플러 풍속)를 3차원으로 

생산하고, 산지지역에서 발생한 8개의 국지적 호우 사례를 선

정한 후, 제시된 방법에 따라 적란운 대류세포의 조기탐지, 탐

지된 대류세포의 자동 추적, 해당 대류세포가 발달하여 돌발

성 호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위험도 정보를 

산출하였다. 사례적용 결과, 본 기법을 통해 대기 중에 돌발호

우로 발달할 수 있는 대류세포의 최초 탐지시점 및 위치, 소용

돌이도 발생여부에 따라 판정된 위험도 수준 및 발생시점, 위

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상강우관측망으로는 좁은 영

역에 국지적으로 발달하는 호우를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기법의 적용 결과, 8개의 호우사례 모두 대류세

포가 탐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0분에서 최대 80분 이내에 

탐지된 대류세포가 돌발호우로 발달할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

는 위험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위험도가 발생한 시점부

터 최대 강우강도가 발생할 때까지 최소 10분에서 최대 65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레이더 기반의 돌발성 

호우 사전 예측기법을 적용할 경우 사전에 위험도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산지지역에서 호우로 인한 산지홍수, 고립사고 방

지를 위한 정보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은 관측환경으로 인해 실제 돌발홍수피해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향후 연구에

는 활용된 기법이 실제 산지돌발홍수 재해 예측 기술에 기여

하는 수준을 정량화하기 위해 실제 돌발호우로 인한 산지 돌

발홍수가 발생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산지 돌발홍수 

측면에서의 정확도 및 선행시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돌발호우의 위험도와 발생 여부와 같이 정성적으

로 제시된 부분을 정량화하고, 일반화하기 위해 다수의 사례

적용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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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aximum rainfall intensity observed by radar and radar for 8 rain events

Case Time of maximum radar rainfall intensity Rainfall intensity of Radar (mm/hr) Rainfall intensity of AWS (mm/hr)

1 2016/09/04 12:30 35.3 0 (AWS 248)

2 2016/09/05 09:50 31.6 0 (AWS 136)

3 2016/09/08 19:50 58.2 3.0 (AWS 605)

4 2017/06/12 17:25 30.7 0 (AWS 615)

5 2017/06/30 16:30 34.6 0 (AWS 764)

6 2017/08/05 14:25 36.5 0 (AWS 803)

7 2017/08/16 19:15 56.2 0 (AWS 945)

8 2017/08/18 15:55 48.6 0 (AWS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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