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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very short-term rainfall forecasting and storm water forecasting using the weather radar data were

implemented in an urban stream basin. As forecasting time increasing, the very short-term rainfall forecasting results

show th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decreased and the root mean square error was increased and then the

forecasting model accuracy was decreased. However,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up to 60-minute forecasting

time is maintained 0.5 or higher was obtained. As a result of storm water forecasting in an urban area, the reduction

in peak flow and outflow volume with increasing forecasting time occurs, the peak time was analyzed that relatively

matched. In the application of storm water forecasting by radar rainfall forecast, the errors has occurred that we

determined some of the external factors. In the future, we believed to be necessary to perform that the continuous

algorithm improvement such as simulation of rapid generation and disappearance phenomenon by precipitation echo,

the improvement of extreme rainfall forecasting in urban areas, and the rainfall-runoff model parameter optimiz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not only urban stream basin, but also we obtained the observed data, and expand the real-time

flood alarm system over the ungaged basin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take advantage of development of as

multi-sensor based very short-term rainfall forecas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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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연구에서는기상레이더자료를이용하여도시하천유역을대상으로초단기강우예측및홍수예측을실시하였다. 초단기강우예측

결과선행시간이증가함에따라관측자료와의상관계수가감소하며, 평균제곱근오차는증가하여정확도가감소하였으나, 선행시간

60분까지상관계수가 0.5이상유지되는결과를얻을수있었다. 또한강우예측자료적용에의한도시유출분석결과, 선행시간증가에

따른첨두유량과 유출체적의감소가발생하였으나, 첨두시간은비교적일치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레이더예측강우적용을통한

도시유출 분석결과, 관측 자료와의 오차가 발생하나 이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며, 추후 강수 에코의 급격한 생성과

소멸현상모의, 국지성강우예측성능향상등지속적인알고리즘개선과강우-유출모형매개변수검․보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하천 유역뿐만 아니라 관측이 어려운 미계측 지역의 수문자료 확보 및 실시간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확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관측자료 기반 Multi-Sensor 초단기 강우예측 기반기술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핵심용어 : 기상레이더, 초단기, 정량강우예측, 정량강우추정, TREC, SW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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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위험기상 현상으로 인한

도시지역 홍수피해가 증가하면서 레이더를 활용한 홍수

예․경보 및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현상으로 도시지역의 국지

성호우와 집중호우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Webster et al., 2005; Elsner et al. 2008;

Yoon and Moon, 2014). 더욱이 도시화, 산업화에 의한 인

구와 재산, 사회기반시설의 밀집은 홍수로 인한 피해규모

를 대형화시키고, 잠재 홍수피해 및 홍수 위험도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1997년부터 2006

년까지 10년간 도시지역의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는 연평

균 약 2조원, 인명피해는 약 120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Shim, 2008). 최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내수침수

피해를 줄이고 홍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내․외수를 고려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고려되

고있으며, 위험기상을사전에모니터링하고예측할수있

는레이더자료활용에대한연구가선행될필요성이있다.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초단기 강우예측의 국내․외적

용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 산하 기상청과

하천정보센터(Foundation of River and Basin Integrated

Communications, FRICS)에서 기상감시와 강우관측 및

홍수 예․경보를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

국은 1987년 상무부, 국방부, 교통부 등 3개 관련기관에서

공동으로레이더운영센터(Radar Operation Center, ROC)

를 설립하였고, 미국전역을 포함하여 레이더를 통합관리

하고있다. 그밖에도중국, 유럽연합, 호주등세계각국들

에서 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하여 레이더 강우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에서는 위

험기상 예측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강수예

측모델들(MAPLE, KLAPS, VDRAS)을검토하여한국형

통합 초단기 분석 및 예측 시스템(near-Term Integrated

Prediction System, n-TIPS)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수

치모델 기반의 1시간 간격예측에서 실황모델 기반 10분

간격 예측의 가용성을 확대하였으며, 기상예측장은 30분

이내에 신속하게적시에 제공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6

시간 이내의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실무차원에

서진행 하고 있다. 현재, 기상관측과 예보를담당하고 있

는 기상청뿐만 아니라항공운항, 수자원 관리, 홍수예경보

등의특수한목적을 위하여공군,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도 레이더 강우예측 자료를 이

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초단기 강우예측관련기상 레이더 분야연구동향

을 살펴보면, 다양한 레이더와 파장 자료를 합성하거나

여러 레이더 자료를합성해서 초단기 강수량 추정에 활용

하는 기법연구가 활발히진행되고 있으며, 레이더 강수량

추정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기고 있다(Calheiros and

Zawadzki, 1987; Steiner et al., 1995; and Zhang and Qi,

2010). 또한레이더자료와지상관측자료, 그리고위성자료

등을활용한multi-sensor 기반강수량추정의연구가진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Gourley and Maddox, 2002; Zhang

et al., 2011; Chandrasekar and Cifelli, 2012; and Wetchayont

et al., 2013). Calheiros and Zawadzki (1987)는브라질지

역의 레이더 강우 반사도 Z-R관계식을 개발하여 레이더

강우 추정 결과를 수문모형의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유출

량 분석결과와 관측결과를 비교하였으며, Steiner et al.

(1995)은이중편파레이더관측에의한 3차원강수구조를

분석할수있는알고리즘을개발하였으며, 월평균강수량의

기후값(climatology)과비교하여레이더관측의결과를검

증하였다. 또한 Gourley and Maddox (2002)는 미국의 애

리조나(Arizona) 지역을 대상으로 GOES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9 위성의 반사도

정보와 레이더영상자료, 그리고 지상관측자료의 다중센

서 기반 눈 녹음현상 관측으로 구름입자가 눈과 얼음이

되어 다시 강수입자로 발생하는 정량적 강수추정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으며, Zhang and Qi (2010)는 레이더 강우

관측 시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름속의눈과얼음입

자로부터 발생되는밝은띠(birghtband) 효과를 실시간 보

정하여 정량적 강수량 추정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Zhang et al. (2011)은 미국전역

의 통합레이더 관측영상과 지상관측자료, 위성관측자료,

그리고 기상수치예보 자료를 합성하여 고해상도 3차원

NMQ(National Mosaic and Multi-sensor)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또한 실시간 도시지역 홍수유출분석을위한 레이더 강

우 적용분야연구로는, Einfalt et al. (2004)이유럽과미국

의레이더강우추정및사용사례분석을통하여도시하천

유역에의 적합한 레이더 강우자료 사용의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Bedient et al. (2003)은온라인상

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레이더 기반 NEXRAD

(Next Generation Radar) 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성능

을 2001년 미국의텍사스휴스턴지역에 발생하였던허리

케인 “Allison”에 의한 홍수 사례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Villarini et al. (2010)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샬럿(Charlotte) 지역에 발생하였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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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of the Uicheon Basin

년 홍수사상을 대상으로 레이더 자료를 통한극치강수 추

정과 홍수분석그리고 도시화에 따른극한홍수영향을 분

석한바있다. Thorndahl and Rasmussen (2013)은소규모

도시하천유역에서의단기간홍수예측을위한실시간레이

더강우외삽방법을제안하였으며, Yoon et al. (2014)은우

리나라서울시강남구삼성배수분구지역을중심으로레이

더 강우 예측 결과를 적용하여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형을 통한 도시침수 예측을 실시

하였다. 또한 Wang et al. (2015)은 영국의 포토벨로

(Portobello) 도시하천 유역(53 km2)에서 발생한 4개의극

치강우 사상을 대상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 도시하천 유역

에서의 레이더 강우 적용을 위한 지상관측 자료 기반 보

정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도시 유역 초단기 강우예측을위한 기상

레이더 자료 활용을 통한 도시지역 실시간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목표로 10분 간격, 최대 1시간까지의 초단

기 레이더 강우예측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레이더

자료 전처리 및 CAPPI (Constant Altitude Plan Position

Indicator)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집중호우사상의 최적 이동양상 분석과 Z-R관계

식을 통한 정량적 강우량 추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레이

더자료의 초단기 강우예측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2011년

7월과 2012년 7월의 집중호우 사례연구를 통한 지상기상

자동관측시스템(Automatic Weather System, AWS)의

분단위 강우관측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으며, 서울특별

시 우이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유출 모의 적용을 통한

선행시간 확보로 홍수 예․경보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본논문의 2장에서는 연구대상유역 및 자료,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정리하였으며, 3장은 초단기 레이더 강우 예측과

정량적 강우추정 결과, 그리고 도시유출 모형 적용 결과

를 정리하였다. 그리고마지막 4장은 연구를 통하여 도출

된 결론 및 토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2.1 대상유역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강우예측자료의 도시유역 유출

모의 적용을 위하여 우이천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

였다. 우이천 유역은 유역면적이 27.05 km
2
, 유로연장이

11.75 km인 도시하천 유역이다. 이 지역은 1998년, 2001년

과 2003년에 홍수피해가 있었던곳으로 재해관리상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유역이다. 우이천 시험유역의 유

역경계는 서쪽으로는북한산, 북쪽으로 도봉산, 남쪽으로

는 성북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유역의 분수령은

서․북측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계를 이루는 북한산

(EL. 836m), 도봉산(EL. 721m)에서각유역의 분수령을

형성하고 있다. 하천의 유로형상은 대체적으로 수지상이

며, 하류로 진행함에 따라 유역폭이 좁아 대부분의 유역

이 상류에편중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S자형의 사행을

이루고 있으나 대체로 굴곡이 없는 구간이다. 우이천은

대동천, 가오천, 화계천의 지류와 각각 만나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으로서 중랑천 제1지류이다. Fig. 1(a)

와 (b)는 각각 적용대상유역의 위치도 및 소배수분구별

하수관거시스템의배수체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1은 우이천 유역의 수계현황과 유역면적, 그리고 하천의

유로연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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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n Name
Drainage Area

(km2)

Basin Length

(km)

Stream Length (km)

Local Stream Total

Uicheon 27.05 11.75 8.33 8.33

Daedongcheon 4.18 3.47 1.60 1.60

Gaohcjeon 2.24 2.81 2.02 2.02

Whagyecheon 4.40 2.80 2.80 2.80

Table 1. Present Condition of the Uicheon Basin and its sub-basin

(a) Uncorrected Reflectivity (DZ) (b) Corrected Reflectivity (CZ)

Fig. 2. Weather Radar Reflectivity at the Kwanak Mountain (2012/07/06 17:30)

2.2 연구 자료

2.2.1 기상레이더 자료

우리나라는 위험기상 감시 및 예보, 수문관리 및 홍수

예보, 군사 작전지역 감시 등의 목적으로 기상청, 국토해

양부 홍수통제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방부 등에서 레

이더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레이더

는 기상청 11대(연구용 제외), 국토해양부 7대(4대 설치

완료, 1대 설치 중, 1대 설치 예정, 1대(임진강) 장소이전

협의 중), 국방부 9대 등이다. 이 중 기상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11개소 기상레이더 자료는범정부레이더자료공동활

용시스템(http://download.kma.go.kr)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본 연구의 대상지역인우

이천 유역을 관측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는백령도 기상레

이더, 관악산 기상레이더, 광덕산 기상레이더 이다. 백령

도 기상레이더의 경우는 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

고 있고, 광덕산 기상레이더의 경우 우이천 유역의 북동

쪽에 위치하고 있어주로남서쪽에서북동쪽또는 서쪽에

서동쪽으로 이동하는 강수의 이동방향을 예측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악산 기상레이더

자료를 이용하여 강우예측을 수행하였다.

관악산 기상레이더는 S-band 단일편파도플러 레이더

로서, 안테나 해발고도는 약 640m, 안테나직경은 8.5m,

관측반경은 약 240 km, 유효반경은 약 120 km이다. 또한

관측 고도각은 총 13개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저 고도각

은 약 0.00도, 최고 고도각은 약 15.8도이다. 관악산 기상

레이더는 수도권중심에 설치되어 있어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위험기상을 감시, 예보하는데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악산 남쪽으로 방송국 송신타워

가 설치되어 있어 특정 방위각에 대해서는 빔(beam)을

송출하지 않기 때문에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빔

차폐와 관계없이 사각지역이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이천 유역으로 강우의 이

동방향을파악하고 이와같은영향이없는 강우사상을 선

정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또한수도권지역은 다른지역

에 비하여 복잡한 지형과건물등의영향으로 지형에코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Fig. 2(a)). 이러한 지형에코는 강수

예측에 있어서 심각한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Fig.

2(b)와같이지형에코가제거된CZ (corrected reflectivity)

자료를 사용하였다.

2.2.2 기상 자료

대상유역 강우-유출해석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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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bserved Areal Rainfall Hyetograph and Cumulative Rainfall by Thiessen Method in the Uicheo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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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iessen Polygon Network for the Four

AWS stations in the Uicheon Basin

는 인근지역에 기상 관측소가 밀집하여존재하여야하며,

분석하고자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수문모형입력자료로

서 가용한 시간간격(e.g. minutely, hourly, daily, etc.)과

신뢰성 있는 관측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2011년 7월 27일과 2012년 7월 5일경 우리나라 중

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에위치한우이천유역을대상으로인근지역의

AWS 관측자료를수집․분석하였으며, 분단위강우자료가

존재하는총 4개의 관측지점을선정하여 레이더 강우예측

결과의비교․검증과강우-유출 모형의입력자료로 활용

하였다. 선정된 관측지점은 도봉(ID: 406), 노원(ID: 407),

동대문(ID: 408), 성북(ID: 414) 등 4개 지점이다.

관심유역의수문해석시여러관측소가존재할경우각

각의 관측소로부터 측정된 강수량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

며, 강우-유출해석 시 하나의 유역에 대한 대표 강수량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간적으로 평균된 강수량을 면적

평균강우량이라고하며, 이것을계산하기위한방법으로는

산술평균법, Thiessen방법, 등우선법, 고도-면적곡선법, 격

자점법, 유한요소법, 역거리가중평균법, Kriging방법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문해석에서 Thiessen 방법을주로 사

용하기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대상유역의 면적평균강우량

산정을 위하여 선정된 4개의 관측소를 대상으로 Thiessen

망을작성하였다(Fig. 3). AWS 지점별Thiessen 가중치는

도봉, 노원, 동대문, 성북지점에 대하여 각각 0.602, 0.049,

0.075, 0.274로 분석되었으며, 선정된 두 강우사상(2011년

7월 27일, 2012년 7월 5～6일)에 대하여 Thiessen 가중치

를 적용하여 면적평균강우량을 계산하였다. 다만, 레이더

강우 검보정을 위하여 도시유역 면적평균강우량 사용시

지점강우량을 바로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오차발생 여지

가 있으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은 Fig. 4(a)와

(b)는 계산된 면적평균강우량의 우량주상도와 누가강수

량을 나타낸것이다. 또한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이천 유역의 AWS 지점번호, 경위도좌표, 해발고도, 지

점별로 해당하는 Thiessen 가중치를 제시한 것이다.

2.2.3 도시 관망 자료

일반적으로 도시유역으로 강우-유출 해석 시 우수 배

제 체계 및 우수관거 용량 등을 고려한 유출해석이 가능

한 모형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하천의 홍

수량 해석에 주로 사용되는 SWMM 모형을 선정하였다.

유역의 배수계통도와 하수관망도, 토지피복도, 수치지형

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역 분할 및 모형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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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ID

Station

Name

Longitude

(dd)

Latitude

(dd)

Altitude

(EL.m)

Thiessen

Weighting

406 Dobong 127.0352 37.6633 56.0 0.602

407 Nowon 127.0894 37.6194 53.0 0.049

408 Dongdaemun 127.0501 37.5772 35.0 0.075

414 Seongbuk 126.9993 37.6105 127.0 0.274

Table 2. Location of Weather Stations and the Thiessen Weighting

(a) (b)

Fig. 5. Runoff-Extran Block Combined Drainage Sewer Network in the Study Basin. (a) Indicates Split

of 113 Sub-basin, and (b) shows schematic view of 9 Sub-basin Network in the Uicheon Basin

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우이천 유역은 모두 9개배수분구(우이1, 우리2, 수유1,

수유2, 쌍문2, 창동2, 장위, 월계1, 월계2)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64개의토출구가존재하며, 이중 관경의크기와배

수계통의길이 등을 고려하여총 46개의 유출구로 간략화

하여 모형의 입력 자료를 구축하였다(Song, 2002). 또한

우이천 유역의 소유역을 총 113개로 분할하여 모형의 입

력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각소유역별관망자료는 『하수

관거조사 및 정비 기본계획(우이천) 보고서, 1996, 서울특

별시』의공공하수도 관망도를토대로배수분구, 배수계

통 및배수유역을 구분하였고 이후 추가적으로 수행된 하

수관거조사 및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이

천 유역의 최하류에 해당하는월계2 배수분구의 경우 하

수관거의배수구조와 지형여건등을 고려하여 일부 유역

에서 제외하였다.

우이천 유역의 시가화 면적은 1,387.69 ha이며, 하수관

거는 전체길이 437,169m 중 419,509m가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류식 관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분

류식관거는 우수관 1,524m, 오수관 2,352m로 전체 하수

관거길이에 비하여짧고거의 사용되지않아 제외하였으

며, 차집관거는 13,784m가 사용되었다. Fig. 5(a)는 우이

천 유역의 9개 배수계통 현황과 113개 소유역 분할 결과

이며, Fig. 5(b)는 우이천 유역의 Runoff 블럭과 Extran

블럭을 결합한 SWMM 모형의 유출해석을 위한 배수분

구 구축 모식도이다.

2.3 초단기 레이더 강우예측

2.3.1 기상레이더 자료 전처리

기상레이더로부터생산되는자료는UF(Universal For-

mat) 형식으로 제공된다. UF 자료는 고도각, 방위각, 목

표물까지의 시선거리를 이용한 극좌표계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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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I (2011-07-27 18:50) (b) Case II (2012-07-05 22:50)

Fig. 6. Sample Figures of the TREC Vector Fields

다. 이러한극좌표계로 구성된 자료는 수문모형에 적용하

기용이하게하기 위하여직교좌표계로변환하였다. Mohr

and Vaughan (1979)은 레이더 반사도 보간법을 이용한

직교좌표계 형식의 CAPPI 자료 산정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이 알고리즘은 좌표계 변환뿐만 아니라 지구곡률

및 빔의 굴절에 의한 영향 보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자료처리와효율적인공간처

리를 위하여 Mohr and Vaughan방법을 적용한프로그램

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공간해상도

250× 250m의 CAPPI 자료를 생산하였다.

2.3.2 초단기 강우 예측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상레이더 자료로부터 초단기 강우 예

측을 위하여 단순외삽기법을 이용하였다. 외삽기법을 통

한 강우 예측은 계산 소요시간이 비교적짧고 계산과정이

매우 간단하며, 반사도 자료 이외의입력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단순히 강

우의 수평적이고 선형적인거동을묘사하기때문에 강우

의 생성, 성장, 소멸 등이나 수직방향의 활동에서 발생되

는 영향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한영향이 비교적 적은 초단시간에 대한 강우 예측에

서는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외삽기법을 이용한 강우 예측을 위해서는먼저레이더

반사도의 이동방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Rinehart and

Garvey (1978)는 반사도 이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TREC (Tracking Radar Echoes by Correl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TREC방법은 연속된 두 레이더 반사도자료

로부터각각특정크기의영역을 설정하고 최대 상관계수

를 갖는 영역을 찾아내어 그 중심을 연결하는 방향(이동

벡터의 방향)으로 강우가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두

레이더 반사도 차이의 시간차와 두 윈도우 중심 사이의

거리(이동벡터의거리)로부터 이동속도를 결정하게된다.

이때영역의크기를너무크게설정하면 전체 강우시

스템의 평균적인 이동방향과 이동속도를 얻게되며, 반대

로 크기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 자

료의 수가너무적게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힘들다.

또한 두 영역 간의 공간적 위치(계산 반경)는 곧 강우의

최대 이동거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물리적인 의미를 가

지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Kim and Kim(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값을 반영하

여 영역의 크기를 21 km로, 계산 반경의 크기는 7km로

설정하였다.

단순 상관계수로부터 도출된 이동벡터장은 물리적인

의미가 결여된 이동벡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주변 격자의 이동벡터들의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njamin and Seaman (1985)가

제시한수정Cressman 가중함수를적용하여각격자점주

변 24개 격자점에서의 이동벡터의 가중평균을 계산하고

이와 비교하여 90도 이상의편향을 나타낼경우물리적인

의미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평균값으로 수정하였다.

Fig. 6은 2011년 7월 27일 18시 50분과 2012년 7월 5일 22

시 50분에대하여TREC 기법을이용하여산정된강우이

동벡터장을보여주고있다. 또한이러한과정을 통하여산

정된 이동벡터장과 반사도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로 하는

예측시간동안 강우의 선형적인 이동을 예측하였다.

2.3.3 정량 강우 추정 방법

일반적으로 레이더 UF 자료는 DZ (uncorrected reflec-

tivity), CZ (corrected reflectivity), SW(spectrum width),

VR (radial velocity) 등 4가지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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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low Diagram of the Very Short-term

Rainfall Forecasting Model (modified from Kim

and Kim, 2009)

중에서 레이더 반사도(reflectivity)는 강우입자에 부딪혀

서 레이더로 반사되어온반사도 인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 단위는 dBZ이다. 1 dBZ는 단위체적(m
3
)당직경 1mm

인물방울 1개를 기준으로 한 레이더 반사도 단위로서 다

음과 Eq. (1)과같이 나타낼수 있다(Lee and Ryu, 2010).

   log  (1)

여기서,    로나타낼수있으며, 는1m
3

에 들어 있는 물입자(빗방울)의 직경 를 6승하여 더한

값이다. 따라서 1m3당직경 1mm의물입자가 1개 있으면

반사도는 0dBZ, 10개 있으면 10 dBZ, 100개 있으면 20

dBZ가 된다.

일반적으로 레이더반사도 인자(Z)와 강우강도(R, mm/

hour) 사이의경험적인관계(Z=aR
b
)를 이용하여 강우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 강우추정에 대한 연구는

Marshall and Palmer (1948)가 a=200, b=1.6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이후로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강우형태에 따

른관계식을제안해왔다(e.g. Blanchard, 1953; Jones, 1956;

Joss et al., 1970; Calheiros and Zawadzki, 1987; Atlas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2011년 7월과 2012년 7월 집중

호우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Atlas et al. (1999)이 제안

한 대류성 강우(convective rain)에 대한 Z-R관계식인

Z=334R
1.19

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Z-R관계식은 실험결과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실제 강우사상에 적용할 경우 지상 우량계 관측값과 차이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레이더 강우

량 산정을 위하여 실시간 보정계수를 이용하였다. 보정계

수는 t-△t 시점에서 관측된 우량계 강우강도와 레이더

반사도와 Z-R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된 강우강도 사이의

비율로서 t 시점에서의 레이더 강우강도에 이를 곱해줌으

로써강우강도를 보정하였다. 만약 이전 시점에서 우량계

로 관측된 강우강도가낮고, 레이더로 추정된 강우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보정계수는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전 5개

시점에서의 보정계수를 계산하고 이를 평균하여 사용하

였다.

Fig. 7은 레이더 자료의 전처리, 초단기 강우예측 및 정

량 강우 추정 등의 과정에 대한흐름도를 제시한 것이며,

Kim and Kim(2009)의 연구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2.4 도시유출 모형

도시홍수 피해의주요 원인은 하수관거설계기준을 초

과하는 집중호우의 발생이며, 이는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

족에의한 역류및월류수 발생, 빗물저류시설부족, 빗물

펌프장펌프용량 부족등과같은 구조적영향과 도시화에

의한불투수면적의 증가, 기후변화에 의한극치강우 발생

빈도와 강도 증가영향 또한 도시홍수 피해의주요원인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유역의특성을 반영한

도시유출모형의 구축으로 도시홍수에 사전 대응하고 예

방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 유역의 유출과정은토지이용과 선행 수문사상 등

에 따라달라지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띠며, 유역의 강우-

유출관계가 비선형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유역의 유출의

정확한예측은매우어려운문제이다. 따라서본 연구에서

는 전 세계적으로널리사용하고 있으며, 도시유역의 우수

및오수처리시스템의보다정확한해석과신뢰성있는결

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SWMM을 사용하여 도시하천수계

에서의 홍수유출의 예측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어떠한 수문학적 모형이라도 정확히 하천에서 일어나

는 현상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문학적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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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Plots of (a)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 the Root Mean Square Error for Different

Forecast Times

대부분은실제하천에서일어날수있는현상의원인인변

수들을 가장영향이큰몇개로 대표하여 계산해 내기때

문이며, 수문학적 모형의 매개변수들은 경험적공식이나

계략적인값을 추정하여 사용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홍수량의값에 근사한값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위나 유

량자료를 축적하여 모형의 매개변수들을 조정해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단시간

레이더 강우예측에 의한 우이천 유역의 도시유출 해석 시

『대학과연계한하천관리연구용역, 2012, 서울특별시』의

일환으로 약 14년(1999～2012년) 동안홍수기 유량측정을

통하여 매개변수 추정 및 검․보정이 수행 된 SWMM모

형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매개변수 산정 과정과 검증 결

과는 Kim et al. (2013)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적용 결과

3.1 초단기 강우 예측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단기 레이더 강우 예측의 도시유출모

형 적용을 위하여 TREC 이동벡터와 선형 외삽법을 이용

하여 2011년 7월 26일 0시부터 28일 23시 50분까지의 기

간(Case I)과 2012년 7월 5일 9시부터 6일 23시 50분까지

의 기간(Case II)에 대하여 다양한 예측시간(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에 따른 레이더 예측 반사도 시계

열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에존재하는 관계

의 특성과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레이더에서 추

출한 선행시간별강우량 예측 결과와 AWS지점관측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상관계수는 Eq. (2)와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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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선행시간별 관측강우 시계열자료이며, 

는 선행시간별 레이더강우 예측 시계열자료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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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레이더를 통하여 산정한 선행시간별강우량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와의 오차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

한 통계적 지표로 사용되는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의 합을 구하여 평가하였으며,

RMSE는 다음 Eq. (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E 


n
i  

n
SCi SO i 

(3)

여기서, 는 레이더에 의해 산정된 선행시간별강우량

예측값이며, 는선행시간별관측 강우량값, n은자료

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두가지방법은단순히관측과예측의오차를정량적

인숫자로표시하는방법으로 한눈에 오차값을파악할 수

있으나오차의정확도가어느정도인지알기는어려운방법

이다. 따라서추후오차정도를알수있는다양한오차평가

방법들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Figs. 8(a) and 8(b)는각각 Case I과 Case II에 대하여

관악산 기상레이더의 관측 반사도와 예측 반사도 사이의

공간 상관계수(CC)와 평균제곱근오차(RMSE)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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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minute (b) 20-minute (c) 30-minute

(d) 40-minute (e) 50-minute (f) 60-minute

Fig. 9. Scatter Plots of Areal Averaged Radar Reflectivities in the Study Area from the Forecasted and

Observed data of Case I at Different Forecast Times

것으로서, 강우 예측 모형이강우의공간분포를얼마나잘

묘사하고있는지를평가할수있다. 그림에서보는바와같

이 예측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관계수는 Case I의 경우

0.883에서 0.593까지, Case II의 경우는 0.802에서 0.510까

지로점차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균제곱근

오차는Case I의경우 4.204 dBZ에서 7.969 dBZ까지, Case

II의 경우는 2.682 dBZ에서 5.718 dBZ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볼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 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적용 방법의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

미하고 있으나, 예측 시간 1시간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9는 Case I에 대하여 레이더 관측 반사도와 예측

반사도를 나타낸것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우이천

유역에 대한 반사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Case I에

대한 상관계수는 예측 시간이 10분에서 60분까지에 대하

여 각각 0.907, 0.801, 0.740, 0.705, 0.687, 0.640로, 평균제

곱근오차는 2.677 dBZ, 3.868 dBZ, 4.403 dBZ, 4.771 dBZ,

5.035 dBZ, 5.568 dBZ로 분석되었다. Case II의 경우도 상

관계수는 0.951, 0.906, 0.863, 0.807, 0.761, 0.722로, 평균제

곱근오차는 1.892 dBZ, 2.649 dBZ, 3.231 dBZ, 3.869 dBZ,

4.357 dBZ, 4.714 dBZ로 나타났다. 제시된 결과는 레이더

반사도 자료의 이동벡터를 이용한 강우 예측방법이 유역

규모의 평균 강우량 예측에 비교적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레이더 정량 강우 추정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반사도

자료로부터 정량 강우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Atlas et al.

(1999)의 Z-R관계식을 이용하였으며, 실시간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강우량을 보정하였다. Figs. 10(a) and 10(b)는

각각 Case I과 Case II에 대하여 실시간 보정계수 적용하

기 전과 후의 우량계 강우강도와 레이더 추정 강우강도를

비교한 것이며, Table 3은 보정계수 적용 전후의 상관계

수(CC)와 평균제곱근오차(RMSE)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

서 우량계 강우강도는 우이천 유역의 Thiessen 가중평균

법을 이용한 유역 평균강우량(mm/hour)을 의미한다. 보

정계수 적용 결과, Case I의 경우 상관계수가 0.637에서

0.646으로, 평균제곱근오차는 30.512mm/hour에서 30.450

mm./hour로 약간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

II의 경우는 상관계수는 0.533에서 0.550으로, 평균제곱근

오차는 21.780mm/hour에서 17.473mm/hour로 비교적

크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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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Scatter Plots Comparing the Radar-derived Rainfall Intensity with the Gauged Rainfall by the

Atlas’s and the Adjusted Z-R Relationships in (a) Case I and (b) Case II

CASE Ⅰ CASE Ⅱ

Skill Score Atlas Z-R Adjusted Z-R Atlas Z-R Adjusted Z-R

CC 0.637 0.646 0.533 0.550

sRMSE 30.512 30.450 21.780 17.473

Table 3. Comparison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CC) and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Adjustment Factors

Figs. 11(a) and 11(b)는각각 Case I과 Case II에 대한

관측 강우강도와 레이더 추정 강우강도 시계열을 비교한

것이다. QPE(Quantitative Precipitation Estimation)는레

이더정량 강우추정치를, QPF(Quantitative Precipitation

Forecast)는정량강우예측치를의미한다. 또한QPF(00-

min.)+QPE는각선행시간별정량 강우 예측을 통하여 산

정한정량강우추정치 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강우강도는

유역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I의 경우는 강우의 발생유무를 비교적 잘 묘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우의크기에 대해서는 레이더 강

우강도가 일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시간 보정계수는 강우현상이

시간적으로 연속적이라는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 적용된 강우사상은짧은 시간에 변화도

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

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정방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

이다. Case II의 경우는 강우의 시작 시점에서 우량계에서

는상당히강한강우가발생한것으로기록되었으나, 레이

더 강우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강우가 끝나는

시점에서발생된약한강우도감지되지않았다. 이는QPE

만 적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량

강우 예측(QPF)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3 도시유출 모형 적용 결과

Figs. 12(a) and 12(b)는각각 Case I과 Case II의 집중

호우 사상 중에서 단일한 강우사상을 추출하여 SWMM

모형에 의한 강우-유출 모의를 실시한 결과이다. 강우-유

출 모의에 적용된 강우는 유역평균 AWS 관측 강우량

(Obs.)과 선행시간 1시간의 10분 간격 초단시간 레이더

강우강도 추정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같이 초단시

간 레이더 강우예측 입력에 의한 초단시간 유출량 예측

결과, 정량적인 예측 수문곡선이 실제에 비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 수문곡선의

첨두와 전체적인 모양은 실제 유출 수문곡선의패턴과 유

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앞절에서도언급한 바와같

이, 강우-유출모형의입력으로 사용되는 정량적인 레이더

강우추정치(QPE)와레이더강우예측치(QPF)가강우발

생유무와형태는비교적잘묘사하나실제강우크기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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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Comparison of the Time Series of the Gauged and the Forecasted Rainfall Intensities in (a)

Case I and (b) Case II. The Gray Box means the Rainfall-Runoff Model input Rainfal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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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the Observed Discharge and the Radar Rainfall Forecast Discharges for the

Uicheon Basin in (a) Case I and (b)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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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fall

Peak Discharge Peak Time Flow Volume

Forecasted

Value (cms)

Differences (%)

(+) / (-)

Forecasted

Value (min)

Differences (%)

(+) / (-)

Forecasted

Value (m3)

Differences (%)

(+) / (-)

Observed 317.0 - 162 - 24875.9 -

QPE 321.4 (+) 1.4 154 (-) 0.8 21710.2 (-) 12.7

QPF(10-min.)+QPE 185.1 (-) 41.6 176 (+) 1.4 10593.3 (-) 57.4

QPF(20-min.)+QPE 93.4 (-) 70.5 194 (+) 3.2 5560.0 (-) 77.6

QPF(30-min.)+QPE 131.0 (-) 58.7 194 (+) 3.2 7108.6 (-) 71.4

QPF(40-min.)+QPE 12.4 (-) 96.1 270 (+) 10.8 1345.5 (-) 94.6

QPF(50-min.)+QPE 3.8 (-) 98.8 400 (+) 23.8 602.9 (-) 97.6

QPF(60-min.)+QPE 3.3 (-) 99.0 414 (+) 25.2 523.3 (-) 97.9

Table 4. Numerical Comparison of the Simulated Discharges by Very Short-Term Radar Rainfall Forecasts

in Case I

Rainfall

Peak Discharge Peak Time Flow Volume

Forecasted

Value (cms)

Differences (%)

(+) / (-)

Forecasted

Value (min)

Differences (%)

(+) / (-)

Forecasted

Value (m3)

Differences (%)

(+) / (-)

Observed 282.1 - 342 - 13692.2 -

QPE 59.5 (-) 78.9 357 (+) 1.5 5001.0 (-) 63.5

QPF(10-min.)+QPE 160.4 (-) 43.1 429 (+) 8.7 9357.8 (-) 31.7

QPF(20-min.)+QPE 46.5 (-) 83.5 168 (-) 17.4 4603.4 (-) 66.4

QPF(30-min.)+QPE 105.3 (-) 62.7 384 (+) 4.2 5526.9 (-) 59.6

QPF(40-min.)+QPE 77.2 (-) 72.6 486 (+) 14.4 4160.1 (-) 69.6

QPF(50-min.)+QPE 174.9 (-) 38.0 396 (+) 5.4 8365.6 (-) 38.9

QPF(60-min.)+QPE 46.9 (-) 83.4 174 (-) 16.8 3715.2 (-) 72.9

Table 5. Same as Table 4. but for Case II

하여다소 과소 추정되는경향을반영한결과라사료된다.

본연구에서는각예측시간별첨두유량(peak discharge),

첨두시간(peak time), 그리고 총 유량(flow volume) 분석

을 통하여, 관측과 예측 홍수량의 정량적인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한 결과 Case I의 경우, 첨두유량 예측은

(-)99.0%～(+)1.4%의 많은 편차를 보이면서 과소추정 되

었으나, 첨두 발생시간은 (-)0.8%～(+)25.2%의 근소한 차

이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총유출량의체

적은 (-)12.7%～(-)97.9%차이를보이면서관측값에비하

여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다음으로

Case II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첨두유량 예측은 (-)83.5%

～(-)38.0%의 편차를 보이면서 과소추정 되었으나, 첨두

발생시간은 (-)17.4%～(+)14.4%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총유출량의체적은 (-)31.7%

～(-)72.9%차이를보이면서관측값에 비하여과소추정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대체로 초단기 강우예측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편차를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예측 선행시간 60분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관측자료 기반 도시하천 유역의

초단기 강우예측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레이더 자료

전처리 및 CAPPI 산정프로그램개발과 레이더 강우의 최

적 이동양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레이더자료의 강우

예측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지상기상자동관측시스템 관

측 자료와 비교․분석 하였으며, 도시유출모형 입력으로

활용하여, 집중호우 사례연구를 통한 도시유역 홍수유출

분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도시하천 유역 초단기 강우 및 홍수예측을

위하여 대상유역을 포함하는 관악산 기상레이더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단순외삽기법인 TREC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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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량강우를 예측하고 대류성 강우에 적합한 Z-R

관계식(Z=334R1.19)을 적용하여 정량강우를 추정하였

다. 또한 우이천 인근 4개 지점 AWS 관측 자료와 비

교․검증하였으며, 유역평균 강우예측 결과의 SWMM

모형 적용으로 초단기 도시홍수예측의 방법론을 제시

한 시범 연구사례이다.

2) 집중호우 사례 연구를 통한 레이더강우의 시간단위이

하 10분 간격 초단시간 극치강우 예측결과, 예측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상관계수가 최대 0.88～0.51까지 낮

아지며, 평균제곱근오차는 2.682～7.969 dBZ까지 증가

하여 예측 정확도가점차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강우예측 선행시간 60분까지는 상관계수 0.5이상으

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

적인 알고리즘 개선과 오차보정 등 정확도 개선의 필

요성을 확인하였다.

3) 초단기 도시유출 분석결과, 첨두유량은 (-)99.0%～

(+)1.4%로과소추정되었으며, 첨두발생시간은(-)17.4%

～(+)25.2 %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비록초

단기 예측수문곡선이실제에 비하여 차이를 보이고있

으나 수문곡선의 첨두와 모양은 실제 유출 패턴과 유

사함을확인할수 있다. 이는 정량적인 레이더 강우 추

정과 예측이 강우 발생유무와는 비교적 일치하나 실제

강우 크기에 비하여 다소 과소 추정되는 경향을 반영

한 결과라 사료된다.

4) 도시유역 초단기 강우예측 및 홍수예측 분석 결과 관

측 자료와의 오차가 발생하나, 추후 여러 통계적 후처

리 과정을 통하여그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오차 발생의 원인은 강수 에코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모의가불가능한점과 급격하게변화하는 강우사

상에대한 예측성이낮은점등여러 가지외부적인 요

인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강우예측과 유출모형의불

확실성, 매개변수 최적화 수행 등 지속적인 알고리즘

개선 및 모형의 검․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결과는 향후 레이더, 다중위

성, 그리고 지상 관측자료 등을 조합한 multi-sensor 기반

초단기 강우예측 기술개발로 확장이 가능하며, 도시하천

유역 홍수예측모형의입력자료로 활용되어 실시간 초단

기 홍수 예․경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레

이더 강우 관측장의합성과공간분포된 레이더 강우예측

장의 생성으로 관측이 어려운 도서지역, 해안지역, 그리고

산림지역 등 미계측 유역의 실시간 수문자료 확보 및 홍

수 예경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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