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v. 34, no. 1, p. 13−27, February 2013

http://dx.doi.org/10.5467/JKESS.2013.34.1.13

ISSN 1225-6692 (printed edition)

ISSN 2287-4518 (electronic edition)

크리깅 방법을 기반으로 한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 조정

김광호
1
·김민성

1
·이규원

2
·강동환

3
·권병혁

1,
*

1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2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3
부경대학교 지구과학연구소,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The Adjustment of Radar Precipitation Estimation
Based on the Kriging Method

Kwang-Ho Kim
1
, Min-seong Kim

1
, Gyu-Won Lee

2
,

Dong-Hwan Kang
3
, and Byung-Hyuk Kwon

1,
*

1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tmospheric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2
Department of Astronomy and Atmospheric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3
Geo-Sciences Institut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Abstract: Quantitative precipitation estimation (QP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applications. In this study, we adjusted the QPE from an S-band weather radar based on co-kriging method

using the geostatistical structure function of error distribution of radar rainrate. In order to estimate the accurate

quantitative precipitation, the error of radar rainrate which is a primary variable of co-kriging was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of rain rates from rain gauge and radar. Also, the gauge rainfield, a secondary variable of co-kriging is derived

from the ordinary kriging based on raingauge network. The error distribution of radar rain rate was produced by co-

kriging with the derived theoretical variogram determined by experimental variogram. The error of radar rain rate was

then applied to the radar estimated precipitation field. Locally heavy rainfall case during 6-7 July 2009 is chosen to verify

this study. Correlation between adjusted one-hour radar rainfall accumulation and rain gauge rainfall accumulation

improved from 0.55 to 0.84 when compared to prior adjustment of radar error with the adjustment of root mean square

error from 7.45 to 3.93 mm.

Keywords: variogram, kriging, co-kriging, radar rain rate, rain gauge

요 약: 정량적인 강수량 추정은 기상학·수문학적 연구와 활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량적

강수량 추정을 위하여 레이더 강우의 지리통계적 오차 구조 함수를 공동크리깅에 적용하여 레이더 강우강도를 조정하

였다.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는 공동크리깅의 주변수로서 지상 우량계와 레이더의 강우강도의 차이로 산출되었다. 지

상 우량계 강우장은 공동크리깅의 이차변수로서 정규크리깅에 의해 산출되었다.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 분포는 실험적

베리오그램으로 결정된 이론적 베리오그램을 공동크리깅에 적용하여 생성되었고, 레이더 강우강도 조정을 위하여 레이

더 강우강도의 오차 분포를 레이더 강우장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하여 국지적으로 호우가 발생하였던

2009년 7월 6일에서 7일까지의 강우 사례를 선정하였다. 오차가 조정된 1시간 레이더 누적강우량과 지상 우량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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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의 상관성은 조정 전에 비하여 0.55에서 0.84로 향상되었고, 평균제곱근오차는 7.45에서 3.93 mm로 조정되었다.

주요어: 베리오그램, 크리깅, 공동크리깅, 레이더 강우강도, 우량계

서 론

강우의 공간 분포 정보는 수자원 관리, 수문·생태

학적 모델링 등에 이용되며, 지상 우량계 관측망과

레이더 관측망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다. 지상 우량

계 관측망은 우량계가 설치된 지점의 지상 강우를

연속적·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

면, 우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영역의 공간 강우 분포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레이

더의 관측망은 우량계보다 정확한 강우의 공간 분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량계의 미설치 영역에 대한

강우분포의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더는 우량계처럼 지상의 강우량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대기 중 강수입자에 대한 레이더 반사도를 측

정하고, 강우량은 이 반사도와 강우강도의 Z-R 관계

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강우 추정 과정에 불확실성

을 내포하고 있다. Z-R 관계식의 계수는 강우 특성

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다양하지만(Ochou et al., 2011),

일반적으로 상수로 사용된다. 이러한 관계식의 불확

실성 이외에도 빔차폐, 감쇠, 레이더 보정 등 다양한

오차원인이 존재한다(Jung and Lee, 2010). 특히 여

름철 한반도의 국지성 집중호우는 층운형 강우와 함

께 대류형 강우가 동반되는 혼합형 강우시스템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레이더 강우는 일반적으로 단일 강

우시스템에 대한 고정된 Z-R 관계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호우 현상에 대해 과대 추정 혹

은 과소 추정된다(Jo, 2009).

이와 같은 오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상의

우량계를 이용한 레이더 강우강도 보정 방법이 이용

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MFB (Mean Field

Bias) 방법은 전체 관측영역에서 지상 강우량과 레이

더 강우의 보정계수를 계산하여 레이더 강우를 보정

한다(Ware, 2005; Kim et al., 2007; Yoo et al.,

2011; Noh et al., 2012). Wilson and Brandes(1979)

는 오클라호마에서 National Severe Storms Laboratory

(NSSL) WSR-57 레이더로 측정한 14개의 대류성 폭

풍과 8,000 km
2
 영역에 45-100 km 간격(약 20대)으

로 설치된 우량계 자료를 이용하여 MFB 방법을 적

용하여, 약 10-30%의 레이더 강우량 오차를 보고하

였다. Krajewski(1991), Chumchean et al.(2006)의 연

구에서는 실시간 MFB를 예측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칼만 필터를 사용하였다. 그 중 Chumchean et al.

(2006)은 시드니의 커넬(Kurnell) 레이더로부터 기록

된 7개월 동안의 레이더 자료와 우량계 자료를 이용

하여 칼만 필터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리통계적 방법인 크리깅(Kriging)을 이용하여 레

이더 강우강도를 보정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통계학은 시공간 자료의 연속성을 베리오그램

(Variogram)과 같은 구조 함수를 통해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분야이다(Ji et al., 2011). 그 중에서 크리깅

은 베리오그램을 이용한 지리통계적 보간 방법으로써,

관심 영역에서의 특성값을 주위값들의 선형가중함수

를 통해 예측하는 방법이다. 체코의 수문기상청

(Czech Hydrometeorological Institute, CHMI)은 지상

우량계와 레이더 강우강도의 보정 계수(bias)를 보편

크리깅(Universal Kriging)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산

정하고, 이를 레이더 강우강도의 보정에 이용하였다

(Šálek, 2010). Kim et al.(2008)은 공동크리깅(co-

kriging)을 이용하여 레이더 강우와 우량계 강우를 합

성하고 연속수정법을 통해 자료 합성 결과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여 합성 자료의 통계적 특성과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강우의 과대·과소 추정을

유발하는 여름철 한반도의 국지성 집중호우 사례를

바탕으로 베리오그램을 이용한 레이더 강우 오차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규크리깅과 공동크리깅 방법을

통해서 레이더 강우를 조정하였다. 크리깅 방법은 결

정된 베리오그램에 대하여 하나의 추정값을 결정론적

으로 정한다. 기존의 추계학적인(stochastic) 기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동크리깅은 주변수와 상호관

계가 있는 이차변수를 이용하여 미관측 지점을 예측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지상 우량계와

레이더의 강우강도 차이를 레이더 강우 오차로 규정

하고, 레이더 강우 오차(주변수)와 레이더 영역 내의

우량계 강우강도(이차변수)에 대한 상관성을 파악하

여, 레이더 강우 오차와 지상 우량계 강우강도에 대

한 각각의 실험적 베리오그램과 두 변수의 실험적

교차베리오그램을 산출하였다. 실험적 베리오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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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결정된 이론적 베리오그램 모델을 공동크리깅

방법에 적용하여 레이더 강우 오차 분포를 산출하고,

오차분포값을 보정 전의 레이더 강우에 병합하여 지

상 우량계의 강우강도 영향이 고려된 조정된 레이더

강우강도 분포를 생성하였다.

연구 자료

레이더 반사도

레이더 강우 조정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운용 중인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S-밴드 도플러 기

상레이더(KSN)로부터 10분 간격으로 생성되는 레이

더 반사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KSN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기상청의 레이더 반사도는

Open Systems Radar Product Generator (ORPG)의

자료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 알고리즘으로 가

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 km 고도 이하에서 관측되

는 지형 및 해양 클러터와 여름철에 3.5-5.5 km 고도

에 나타나는 융해층(melting layer)의 영향이 적은

1.5 km 고도의 레이더 CAPPI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CAPPI 자료의 수평해상도는 1 km이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강우 조정을 위하여 여름철

한반도의 대표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사례를 선정하였

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는 강우량의 지역적 편차

가 매우 크고 복합적인 강우 시스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레이더 강우 추정의 큰 오차를 유발시킨다.

즉, 레이더 강우의 조정이 필수적이다. 선정된 국지

성 집중호우 사례의 기간은 2009년 7월 6일 1800

UTC부터 7월 7일 0600 UTC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에는 남부 지방 전역에 걸쳐서 레이더 강우 추정의

오차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혼합형(층운형과 대류형)

강우가 발생하였다(Fig. 1). 전라남도 서해안 일대와

함평군 지역,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와 부산시 지역에

지속적인 층운형 강우와 함께 동반된 대류형 강우로

부터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서해 중부

지방의 상층 기압골과 서해 남쪽에서 동진하는 저기

압에 의해 남부지방에 걸친 장마전선을 따라 적란운

이 발달한 것이 원인이다. 특히, 부산에서는 일 강수

량이 310.0 mm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국지성 집중호

우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7월의 월 강수량 886.1

mm 중 약 35%가 7일에 집중된 것이다(KMA, 2009).

그 밖에 마산, 거제, 그리고 남해에서는 각각 일 강

수량 268, 243, 232 mm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례는 여름철 전

형적인 국지성 집중호우에 해당되며, 남부 지방 일대

에 국지적으로 강한 강우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

에 레이더 강우 조정 알고리즘의 국지적 조정 효과

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의 국지

성 집중호우는 혼합형 강우 시스템에서 발생된 사례

이므로 레이더 강우의 과대·과소 추정에 대한 개선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 사례 기간 동안 레

이더 강우 조정을 위해 사용된 레이더 반사도 볼륨

의 개수는 10분 간격으로 총 72개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레이더 강우와 우량계

강우 자료 쌍의 개수는 총 1,279개이다.

지상 강우량

기상청 자동기상관측 시스템(AWS, Automatic Weather

System)에 설치되어 있는 전도형 우량계는 1분 간격

으로 관측 정보를 저장하며, 0.5 mm 해상도로 강우

량 정보를 생성한다. 레이더의 강우강도를 지상 강우

량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0.5 mm 해상도의 누적 강우

량을 TRMM-GSP (Tropical Rain Measuring Mission

Gauge Software Packag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

간당 강우강도로 변환하였다(Wang et al., 2008). 크

리깅은 샘플 위치에서 자료값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특징이 있다(Park, 2011). 그렇기 때문에 조정된 레이

더 강우 강도의 검증을 위하여 전국의 AWS를 무작

위로 두 군집으로 나누어 각각 조정 및 검증에 사용

하였다(Fig. 2).

연구 방법

레이더 강우강도는 다음의 세 단계로부터 생성된

Table 1. Chracteristics of S-band weather radar located at
Osung Mountain

Characteristics Value

Transmitter

Band type S-band

Frequency [MHz] 2,735

Transmitter type Klystron

Peak power [kW] 750

PRF [Hz] 250-2000

Pulse width [µsec] 1.0, 4.5

Polarization Single

Antenna
Diameter [m] 8.5

Beam width [
o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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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강우강도 오차 분포를 적용하여 Fig. 2의 흐

름도와 같이 조정된다. Fig. 3에서 나타낸 AWS망을

이용하여 조정된 레이더 강우강도를 검증한다.

1)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 구조 함수 생성

2) AWS 지점의 지상 강우강도로부터 정규크리깅

을 적용한 지상 강우강도 분포도 생성

3) 공동크리깅을 적용한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 분

포도 생성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 베리오그램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는 지상 우량계 지점을 기

준으로 지상 우량계와 레이더의 강우강도 차이를 의

미하며, 분리거리에 따른 공간적 상관성은 지리통계

적 분석 방법으로 구한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 구

조 함수로 설명될 수 있다.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

구조 함수 생성에 이용되는 베리오그램은 일정한 거

리에 있는 자료들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공

간적 자기상관 함수의 결과에 따라 해당 영역의 특

성을 보여주는 지리통계적 방법이며,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γ̂ h( ) 1
2N h( )
---------------Σi 1=

N h( )
Z xi( ) Z xi h+( )–[ ]2=

Fig. 1. Spatial distributions of radar reflectivity on July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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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는 두 자료 간에 떨어져 있는 분리거리이

다. N(h)는 분리거리만큼 떨어진 자료의 수이고,

Z(xi)는 지점 xi에서 측정된 값이다. 베리오그램은 실

험적 베리오그램과 이론적 베리오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로부터 식 (1)과 같이 계산된 베리

오그램을 실험적 베리오그램이라고 하며, 실험적 베

리오그램이 나타내는 분리거리에 따른 공간적 상관성

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론적 베리오그램이

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론적 베리오그램

모델의 종류는 Table 2와 같으며, 이 중에서 실험적

베리오그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

이 중요하다. Table 2에서 a는 상관거리, C0는 문턱

값이다. 상관거리는 베리오그램이 일정한 경향 없이

분포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하는 거리를 의미

하며, 문턱값은 상관거리에서 나타나는 베리오그램

크기를 의미한다.

정규크리깅을 이용한 지상 강우강도 분포

크리깅 방법은 베리오그램을 이용한 지리통계적 보

간 방법으로써, 특정값을 예측하기 위하여 주위 값들

의 선형가중함수를 이용한다. 단순크리깅 방법은 추

정식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

가 있으며, 이를 편향(bias)되었다고 표현한다. 정규크

리깅은 추정식이 편향되지 않으면서 오차분산을 최소

로 하는 크리깅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지상 강우강

도 분포도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

성된 지상 강우강도 분포도는 공동크리깅을 이용한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 분포를 산출하기 위한 이차변

수로 이용된다.

우량계 강우강도를 이용한 정규크리깅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2)를 식 (3)과 같이 행렬관

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각 추정 영역에 대한 가

중치를 산정할 수 있다.

(2)
Σi 1=

ns
λiγij µ γ10 for j 1 … ns,==–

Σi 1=
ns

λi 1=⎩
⎨
⎧

Fig. 2. Adjustment procedure of radar rain rate using the
co-kriging method.

Table 2. Theoretical variogram models and their determination coefficients on 2200UTC July 6, 2009

Model Variogram (γ (h)) Separation distance (h)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Linear
0≤h≤a

0.88

C0 h≥a

Spherical
0≤h≤a

0.90

C0 h>a

Exponential h≥0 0.86

Gauss h≥0 0.83

C0
h
a
---

C0 1.5 h
a
---⎝ ⎠
⎛ ⎞ 0.5 h

a
---⎝ ⎠
⎛ ⎞

3

–

C0 1
h
a
---–⎝ ⎠

⎛ ⎞exp–

C0 1
h
a
---–⎝ ⎠

⎛ ⎞
2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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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ns는 전체 관측 지점 수이다. γ ij는 지점 i

와 j사이의 측정값 Z의 공분산을 나타낸 것이며, µ는

라그랑지인자(Lagrange parameter)이다. 식 (3)으로

계산된 가중치 λ i를 식 (4)에 적용하여 미관측 지점

의 예측값을 구한다. 식 (3)의 Γ는 지점 i와 j사이의

공분산(γ ij) 행렬항이고, G는 예측하고자 하는 지점과

각 자료의 공분산(γ i0) 행렬항이다.

(4)

여기서, Ri는 지상 우량계 지점의 측정값이고, RG

는 미관측 지점의 지상 우량계 강우강도 예측값이다.

크리깅에서 공분산은 이론적 베리오그램으로부터 식

(5)를 이용하여 분리거리에 따라 계산된다. 주어진 분

리거리로부터 베리오그램을 계산하고, 자료의 분산으

로부터 공분산을 계산한다.

(5)

공동크리깅을 이용한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 분포

공동크리깅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선형 조합하

여 미관측 지점에서 값을 예측하는 크리깅 방법이다.

예측하는 변수를 주변수라 하며, 그 외의 변수를 이

차변수라 한다. 공동크리깅으로 산출되는 레이더 강

우강도 오차 Zg는 식 (6)와 같다.

(6)

여기서, Y는 이차변수이다. ms는 이차변수가 산출

되는 전체 지점의 개수이며, α는 이차변수에 사용된

가중치이다. 공동크리깅의 추정식에서 주변수를 편향

시키지 않으면서 오차분산을 최소로 하는 가중치 λ

와 α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라그랑지인자가

필요하다. 공동크리깅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

으며, 주변수와 이차변수의 가중치 λ와 α는 식 (7)

을 식 (3)과 같이 행렬관계식으로 변환하여 산출할

수 있다.

Γ λ× G= λ Γ
1–

= G×⇒

RG Σi 1=
ns

λiRi=

γ h( ) σ
2

= γ̂ h( )–

Zg Σi 1=
ns

λiZi= Σj 1=
ms

αjYj+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AWS positions used (a) to adjust radar rain rates and (b) to verify adjusted radar rai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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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기서, µ z는 주변수의 라그랑지인자이고, µ Y는

이차변수의 라그랑지인자이다. γ (Zl,Zi), γ (Yl,Yi),

γ (Zl,Yi)는 두 변수의 공분산을 각각 의미한다. 공동

크리깅으로부터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 분포를 생성할

때 이용된 주변수는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이고, 이

차변수는 정규크리깅 방법으로 보간된 지상 우량계의

강우강도 분포이다.

연구 결과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 구조 함수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 구조 함수를 실험적 베리

오그램과 이론적 베리오그램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레이더 강우강도의 보정을 위해서 공동크리깅 방법을

사용하였다.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는 공동크리깅의

주변수이며 이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주

변수에 대한 실험적 베리오그램을 이용하여 이론적

베리오그램을 결정하였다. Fig. 4는 KSN 레이더 반

경 내에 있는 지상 우량계의 강우강도 분포이고,

Fig. 5는 KSN 사이트의 레이더 강우강도 분포이다.

레이더 강우강도는 2D CAPPI 레이더 반사도 자료를

Marshall and Palmer(1948)의 Z=200×R
1.6

 관계식에

적용하여 추정되었다. 지상 우량계 지점 별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는 지상 우량계 강우강도와 레이더 강

우강도의 차이로부터 계산되며, Fig. 6과 같이 레이

더 강우강도 오차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북동쪽과

남서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량

Σi 1=
ns

λiγ Z1 Zi,( ) Σj 1=
ms

αjγ Zl Zj,( ) µz γ Zl Zj,( ) for l 1 … ns,==–+

Σi 1=
ns

λiγ Y1 Yi,( ) Σj 1=
ms

αjγ Yl Yj,( ) µY γ Yl Yj,( ) for l 1 … ms,==–+

Σi 1=
ns

λi Σj 1=
ms

αj+ 1=⎩
⎪
⎨
⎪
⎧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rain rates estimated by
Z=200×R1.6 on 2200 UTC July 6, 2009 at KSN radar.

Fig. 6. Difference of rain rates from AWS raingauges and
KSN radar on 2200 UTC July 6, 2009.

Fig. 4. Surface rain rates observed by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within the KSN radar range on 2200 UTC
July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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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강우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의 실험적 베리오그램 및 이

론적 베리오그램은 KSN 레이더 반경 내에 분포하고

있는 지상 우량계의 지점 별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

정보 및 위치 정보로부터 식 (1)을 이용하여 산출되

었다(Fig. 7). 총 161개 지점의 강우강도 오차가 실험

적 베리오그램과 이론적 베리오그램 산출에 이용되었

다. Table 2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네 개의 이론적

베리오그램은 실험적 베리오그램에 대하여 평균 결정

계수 0.86의 적합도를 보였다. 실험적 베리오그램으

로부터 결정된 이론적 베리오그램의 계수 α와 C0는

각각 233400, 99.17이다(Table 3). Table 2에 해당되

는 네 가지의 이론적 베리오그램 중 구형 모델

(spherical model)의 결정계수는 0.9로 가장 높은 적

합도를 보임으로써, 실험적 베리오그램에 가장 적합

한 이론적 베리오그램 모델로 선정되었다.

지상 강우강도와 레이더 강우오차의 상관성

공동크리깅은 일반적으로 주변수의 자료수가 적고,

이차변수의 자료수가 많은 경우 사용된다. 주변수와

이차변수는 반드시 공간적인 상호관계를 가져야 하며,

공동크리깅은 이차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미관측 영역

의 값을 예측할 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지상

강우강도 정보를 공동크리깅의 이차변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크리깅의 주변수인 레이더 강우강

도의 오차와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Fig. 8은 지상

우량계로 측정된 강우강도와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의

상관성을 나타낸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0.93로 높

은 상관성을 보였다. 지상의 강우강도가 강할수록 레

이더로부터 추정된 강우강도와의 오차는 더욱 증가하

Fig. 8. Correlation between errors of radar rain rate and
observed AWS rain rates on 2200 UTC July 6, 2009.

Fig. 9. Spatial distribution of rain rates derived from the
ordinary kriging of AWS rain rates on 2200 UTC July 6,
2009.

Fig. 7. Experimental variogram (diamonds) and theoretical
variograms of the difference of rain rates from AWS and
radar on 2200 UTC July 6, 2009.

Table 3. Theoretical variograms used to interpolate errors of radar rain rate using co-kriging method on 2200UTC July 6, 2009

Co-kriging variable Variogram mode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ange (α) Sill (C0)

Primary Spherical 0.90 233400 99.17

Secondary Spherical 0.97 304500 53.6

Cross variogram Exponential 0.89 43770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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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결과는 공동크리깅의 이차변수로 지상 강우

강도의 유효성을 나타낸다. 이차변수에 대한 정보는

주변수보다 넓은 영역에 대하여 자료수가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정규크리깅으로부터 Fig. 9와 같이 지상

강우강도 분포 정보를 생성하여 주변수보다 넓은 영

역에 대한 이차변수 정보를 확보하였다. 정규크리깅

으로 산출한 지상 강우강도 분포는 Fig 4의 AWS 강

우강도와 비교하면, 전라도의 서해안 일부 지역과 목

포시, 그리고 부산시를 포함한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

의 강한 강우를 잘 나타내었으며, 지상 우량계의 강

우강도 분포를 전반적으로 잘 표현하였다(Fig. 9).

공동크리깅을 이용한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 분포

공동크리깅 방법으로 주변수를 보간하기 위해서는

주변수와 이차변수 각각에 대한 이론적 베리오그램과

주변수와 이차변수 사이의 이론적 교차베리오그램을

결정해야 한다(Fig. 10).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적 베리오그램으로부터 결정한 상관거리와 문턱

값을 이용하여 실험적 베리오그램에 가장 적합한 이

론적 베리오그램 모델을 결정하였다. 주변수와 이차

변수 각각의 이론적 베리오그램 모델은 결정계수

0.9, 0.97의 높은 적합도를 보였던 구형 모델, 이론적

교차 베리오그램 모델은 결정계수 0.89의 높은 적합

도를 나타낸 지수 모델로 결정하였다.

레이더 강우강도를 조정하기 위한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 분포 정보는 앞서 결정된 이론적 베리오그램

모델로부터 공동크리깅을 적용하여 Fig. 11과 같이

산출되었다. 공동크리깅을 통해서 보간된 레이더 강

우강도 오차 분포는 Fig. 6의 지상 우량계 지점 별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의 분포 특성을 매우 잘 반영

하였다. 레이더의 강우강도가 과대·과소 추정되는 영

역(Fig. 11의 보라색/초록색 영역)을 잘 반영하였다.

레이더 강우강도 조정

공동크리깅 방법으로 산출된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

분포를 이용하여 식 (8)과 같이 레이더 강우강도를

조정하였다. 

Fig. 10.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variograms of radar rain rate errors. The theoretical variograms (red lines) are used in the
co-kriging method on 2200 UTC July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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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RO+σ ck (8)

여기서 RC는 조정된 레이더 강우이며, RO는 조정

되기 전의 레이더 강우이다. σ ck는 공동크리깅으로부

터 산출된 레이더 강우강도 오차를 의미한다. 레이더

는 지구곡률효과로 인해 레이더의 중심에서 멀어질수

록 관측 고도가 높아지며, 우량계와 고도 차이가 증

가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레이더 강수량 추정 시

레이더의 유효반경을 선정한다. KSN 단일 레이더 사

이트의 유효반경은 100 km로, CAPPI의 고도 1.5 km

와 만나는 관측 반경을 의미한다(Chang,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강우강도 조정을 위한

유효반경을 100 km로 선정하였다.

Fig. 4와 Fig. 6을 비교해보면, 전라남도 서해안 일

대와 함평군 지역,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와 부산시

지역 등과 같이 강한 강우를 기록한 지역은 레이더

강우강도가 과소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층운형 강

우 사례에 대하여 Z=200×R
1.6
의 Z-R 관계식을 적용

하였다. 전라남도 서해안 일대와 함평군 지역, 경상

남도 남해안 일대와 부산시 지역은 지속적인 층운형

강우와 함께 대류형 강우가 동반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국지적으로 강한 강우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우 시스템은 이와 같이 층운형

과 대류형 강우 유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를 분류하여 정량적인 강우 추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Z=200×R
1.6
의 Z-R 관계식은

층운형 강우에 적합한 식으로 강한 강우를 동반하는

대류형 강우 형태에 대해서는 과소 추정을 유발한다.

Fig. 12a의 레이더 강우강도의 조정 전 산포도에서도

강우강도가 강해질수록 레이더 강우강도가 과소 추정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Z-R 관계식으로부터 레이더 강우를 추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상 우량계는 정

량적인 관측의 정확성을 갖고 있으며, 레이더는 강우

량의 공간 분포 관측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 두 자료

의 물리적인 장점을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레이더 강

Fig. 12. Comparison of rain rate from AWS and radar rain rate (a) before and (b) after adjusting radar rain rates using the co-
kriging method on 2200 UTC July 6, 2009.

Fig. 11. Spatial distribution of radar rain rate errors derived
from the co-kriging method on 2200 UTC July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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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추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Fig. 13과 같이

지상 우량계 정보를 레이더 강우강도 분포에 적용한

결과, 전라남도 서해안 일대와 함평군 지역과 같이

국지적으로 강한 강우를 기록하였던 지역은 레이더

강우강도의 과소 추정이 해소되었으며, 지상의 강우

강도 분포와 유사하게 조정되었다. Fig. 12b는 지상

우량계의 강우강도가 높게 나타난 부분을 중심으로,

과소 추정되었던 레이더 강우강도가 조정되었음을 보

여준다. 이는 지상 우량계의 정량적인 정확성이 레이

더 강우강도의 공간 분포에 적절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Table 4와 같이 레이더 강우강도 조정

전과 후의 지상 강우강도와 상관계수는 각각 0.45,

0.65이다. 레이더 강우강도가 과소 추정되는 영역을

지상 우량계를 통해서 조정함으로써, 조정 후 지상의

강우강도와의 상관성이 향상되었다. 조정 전과 후의

평균제곱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각각 3.57, 2.73 mm hr
−1
로, 지상 강우강도의 평균제

곱근오차가 24% 정도 향상되었다.

Fig. 14는 2009년 7월 6일 2110 UTC부터 2200

UTC 까지의 AWS 우량계로부터 추정된 1시간 누적

강우량 분포이다. 전라남도 서해안 일대와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에 1시간 동안 10 mm 이상의 강우가 기

록되었다. 특히,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은 20-30 mm

의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Fig. 15a에서 KSN 레

이더의 1시간 누적강우량 분포는 지속적인 층운형

강우와 함께 대류형 강우가 동반됨으로 인하여 지상

우량계의 누적강우량 분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과소

추정되었다. 지상 우량계의 1시간 누적강우량 분포에

서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에 20 mm 이상의 강한 강

우가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의 1시간 누적

강우량은 일부분만이 10 mm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전반적으로 4 mm 미만으로 과소 추

정되었다. Fig. 15b는 공동크리깅으로부터 조정된 레

이더의 1시간 누적강우량 분포이다. 전라남도 서해안

일대와 함평군 지역의 많은 강우량이 지상 우량계의

1시간 누적강우량 분포와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조정

된 레이더 누적강우량이 전반적으로 우량계 강우량

분포와 잘 일치하였다.

Fig. 16은 2009년 7월 6일 1800 UTC부터 7월 7

일 0600 UTC까지 레이더의 1시간 누적강우량 분포

에 대한 지상 우량계의 1시간 누적강우량 분포와의

상관성을 조정 전과 후로 나누어서 나타낸 것이다.

조정 전에 레이더의 1시간 누적강우량은 전반적으로

Fig. 14. Spatial distribution of one-hour AWS rain accumu-
lation derived from the ordinary kriging method at 2200
UTC July 6, 2009.

Fig. 13. Adjusted radar rain rates using the co-kriging
method on 2200 UTC July 6, 2009.

Table 4. Verification of adjusted radar rain rate using co-
kriging method on 2200 UTC July 6, 2009

Verification
Before 

adjustment

After 

adjustment

Correlation coefficient 0.24 0.82

Root Mean Square Error (mm hr
−1

) 11.64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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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추정되었다. 지상의 1시간 누적강우량과의 평균

제곱근오차는 6.33 mm이었고, 상관계수는 0.72를 보

였다(Table 5). 조정 후에 레이더의 1시간 누적강우량

분포는 상관계수가 0.85로 조정 전보다 높아졌다. 대

류형 강우 시스템으로부터 과소 추정되던 영역이 조

정됨으로써, 평균제곱근오차는 3.39 mm로, 조정 전과

비교하여 2.94 mm 만큼 감소하였다. 또한 Fig. 17에

서 2009년 7월 6일 1800 UTC부터 7월 7일 0600

UTC까지 12시간 레이더 누적강우량 분포에 대한 지

상 우량계의 12시간 누적강우량 분포와의 상관성은

조정 전과 후에 각각 0.93, 0.98로 유사하였지만, 평

균제곱근오차는 조정 전 30.43 mm이었고, 조정 후

5.85로 24.58 mm 만큼 감소하였다(Table 6).

조정 전의 1시간 누적강우량과 12시간 누적강우량

에서 발생한 오차는 층운형 강우와 함께 대류형 강

우가 동반됨으로써, Z=200×R
1.6
의 층운형 Z-R 관계

식으로 대류형 강우 지역의 시간에 따른 레이더 강

우량의 변화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Z-R 관계식은 레이더에서 관측되는 빗방울의 직경

분포에 의존하여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값을 나타내지

Fig. 15. Spatial distribution of one-hour radar rain accumulation at 2200 UTC July 6, 2009. (a) before and (b) after adjusting
hourly radar rain accumulation.

Fig. 16. Comparison of hourly rain accumulation from AWS and radar rain (a) before and (b) after adjusting radar rain accu-
mulation using the co-kriging method on 1800 UTC July 6 to 0600 UTC July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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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고정된 Z-R 관계식으로 정량적인 강우

를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동크리깅 방법으로 레이더 강우강

도의 오차 분포를 생성하였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레이더 강우강도를 보정하였다. 지상 우량계 지점에

서 레이더의 강우강도와 지상 우량계 강우강도의 차

이를 산출하고, 이를 공동크리깅의 주변수로 사용하

였다. 지상 우량계의 강우강도를 정규크리깅에 적용

하여 지상 강우강도 분포를 생성하였고, 이를 공동크

리깅의 이차변수로 사용하였다. 주변수인 레이더 강

우강도 오차와 이차변수인 지상 우량계의 강우강도

분포의 상관계수는 0.93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

고, 공동크리깅에 적용이 적합하였다. 공동크리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수와 이차변수에 대한 이론적

베리오그램 모델과 두 변수의 이론적 교차베리오그램

모델을 결정해야 한다. 실험적 베리오그램 계산으로

부터 결정된 상관거리, 문턱값을 통해서 실험적 베리

오그램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베리오그램 모델을 결

정하였다. 주변수, 이차변수, 그리고 교차베리오그램

으로부터 선택된 이론적 베리오그램 모델과 실험적

베리오그램과의 상관성은 각각 0.9, 0.97, 0.89로써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주변수와 이차변수의 이론

적 베리오그램과 교차 베리오그램 모델을 공동크리깅

에 적용하여 레이더 강우강도의 오차 분포도를 생성

하였다. 이를 조정 전의 레이더 강우강도 분포 자료

에 병합하여 지상 우량계의 강우강도 영향을 고려한

보정된 레이더 강우강도 분포를 생성하였다.

2009년 7월 6일 2200 UTC의 레이더 강우강도의

조정 전과 후에 대한 지상 강우강도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45, 0.65로써 조정 후에 상관성이 향상되었다.

조정 전과 후의 평균제곱근오차는 각각 3.57, 2.73

mm hr
−1
로써, 조정된 레이더 강우강도와 지상 강우강

도의 평균제곱근오차는 24% 만큼 향상되었다. 2009

년 7월 6일 1800 UTC부터 7월 7일 0600 UTC까지

레이더의 1시간 누적강우량 분포에 대한 지상 우량

계의 1시간 누적강우량 분포와의 평균제곱근오차는

Fig. 17. Comparison of 12 hour rain accumulation from AWS and radar rain (a) before and (b) after adjusting radar rain accu-
mulation using the co-kriging method on 1800 UTC July 6 to 0600 UTC July 7, 2009.

Table 5. Verfication of hourly adjusted rain accumulation
using the co-kriging method from 1800UTC July 6 to
0600UTC July 7, 2009

Verification
Before 

adjustment

After 

adjustment

Correlation coefficient 0.55 0.84

Root Mean Square Error (mm) 7.45 3.93

Table 6. Verification of 12 hour adjusted rain accumulation
using the co-kriging method from 1800UTC July 6 to
0600UTC July 7, 2009

Verification
Before 

adjustment

After 

adjustment

Correlation coefficient 0.76 0.94

Root Mean Square Error (mm) 35.7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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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mm이었고, 상관계수는 0.72로 나타났다. 조정된

레이더의 1시간 누적강우량 분포는 상관계수가 0.85

로 조정 전에 비하여 지상의 1시간 누적강우량에 대

한 상관성이 높아졌으며, 평균제곱근오차는 3.39 mm

로, 조정 전과 비교하여 2.94 mm 만큼 오차가 조정

되었다. 12시간 레이더 누적강우량 분포에 대한 지상

우량계와의 상관성은 조정 전과 후에 각각 0.93,

0.98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평균제곱근오차는

조정 후 5.85 mm로 조정 전 30.43 mm보다 24.58

mm 만큼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Z=200×R
1.6
의 Z-R 관계식은 층

운형 강우에 적합한 식으로 강한 강우를 동반하는

대류형 강우 형태에 대해서는 과소 추정을 유발한다.

2009년 7월 6일에 전라남도 서해안 일대와 함평군

지역은 지속적인 층운형 강우와 함께 대류형 강우가

동반되었고, 이에 따라 레이더 강우가 과소 추정되었

다. 레이더 강우강도가 과소 추정되는 영역을 지상

우량계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지상 우량계의 정량적

인 정확성이 레이더 강우강도의 공간 분포에 적절하

게 반영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는 기상청 현업에 MFB 방법을 적용하여 레이더 강

우를 조정한다(Jo, 2009). MFB 방법은 레이더 관측

영역의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보정 계수를 적용함에

따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강한 강우 현상에 대한

보정에 취약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크리깅을

이용한 방법은 레이더의 픽셀 주변의 AWS 우량계

정보로부터 국지적으로 예측 오차를 산출하여 조정함

으로써, 국지적으로 강한 강우 현상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름철에 국지

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강한 대류성 강우 현상에 대

하여 유용한 레이더 강우강도 조정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레이더 사이트의 자료를 이용

하여 레이더 강우강도 조정 알고리즘을 평가하였다.

레이더는 지구곡률효과로 인해 레이더의 중심에서 멀

어질수록 관측 고도가 높아지며, 우량계와의 고도 차

이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레이더 강우의 오차가 발

생한다. 레이더 합성장 자료를 이용할 경우 지구곡률

효과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향후 레이더 합성

장 정보를 이용하여 레이더 강우강도 조정 알고리즘

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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