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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레이더 구축현황 및 
수문분야 활용에 대한 제언

1. 머릿말

얼마전 서울에서 개최된 “2014 레이더수문활용워크숍1)”에

서는 학술연구발표 2개 분과로 총 10편의 주제발표 및 토의장

이 마련되었다. 본 워크숍에서는 국가 재난 및 도시홍수 등의 

예방을 위한 강우레이더 활용 현황 및 방안 등이 활발히 진행

되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레이더 연구 대학 및 민간업체 등 강우레이

더 활용자 총 100여명이 참석하여 학(學)·연(硏)·관(官)이 공동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마도 최근 급격하게 변화는 강수의 시공

간적 변동성을 잡아내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홍수, 침수

와 같은 강수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

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경우 국지적 

변동성이 심하여 홍수예보 등 수해대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국지성 집중호우는 보통 지속기간이 짧고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홍수량의 첨두가 크고 유출이 빠르게 발생한다. 이렇

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홍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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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워크숍은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행사로 강우레이더 관측자료를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과 적극 공유하여 지속적인 정보 및 활용기술 공유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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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관측된 우량 자료가 필요한데, 유역 내에 많은 우량관측

소를 설치하여 조밀한 우량관측을 실시하는 것은 관측소의 설

치 및 유지관리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완책으로 운영하는 것이 강

우레이더시스템이다(Collier, 1989). 강우레이더는 강우관측을 

주목적으로 하는 레이더로서 비가 오는 지역에 전파를 단속

적으로 발사하여 반사파를 수신함으로써 비의 강도를 감지한

다. 이를 토대로 지상의 우량계와 연계하여 면적우량을 산출

하며 여름철에는 강우를, 겨울철에는 강설을 관측할 수 있다. 

한편, 원 거리 태풍감시 등 종합적인 기상관측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약 100km 이내의 구름아래 

지표에 직접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강우를 집중 관측한다. 강

우레이더는 강우의 변동성과 집중성이 강한 일본에서 많이 활

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레이더우량계(radar rain 

gauge)’라고 부른다.

강우레이더는 약 1㎢ 마다 우량관측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 

이상의 효과를 제공하며 산악지역같이 우량관측이 어려운 지

역을 공간적으로 무리 없이 관측할 수도 있다. 강우레이더로 

관측하는 원시자료의 공간해상도는 125m×125m, 시간해상도

는 150초(2.5분)로서 지형이 좁고 경사가 급한 소규모 지역에

서 1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도시 및 돌발홍수 감시에 매

우 유용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간적 강

우관측의 정확도 제고와 홍수 및 수문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

하여 이중편파(dual-polarization)의 첨단 센서를 장착한 강우

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과 수문활용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강우레이더 구축 및 강우량 산정 현황

2.1 구축 및 운영 현황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과 ‘96, ‘98, ‘99 임진강 대홍수 

및 중부지방 대홍수 등에 의한 ‘수해방지종합 대책’ 마련(‘01, 

대통령실) 등으로 인하여 강우레이더를 이용한 홍수예보 개

선이 대두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면적과 공간단위 강우관측이 가능한 강

우 레이더를 구축하여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강

우레이더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건설교통부, 2004)되었다. 주요 

내용은 ‘16년까지 전국 11개소에 대형 S 밴드 6기와 소형 X 밴

드 5기를 구축하여 홍수예보 및 수문업무 등에 활용하는 것이

다.  <그림 1>은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국 대형 강우레이더 관측

망과 수계망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비슬산(‘09.6월 개소)과 소백산(’11.12월 개소) 2개 관측소

에서 S 밴드 이중편파 레이더를 운영 중이며, 모후산(’14.9월 준

공예정), 서대산(‘14.10월 준공예정), 가리산·예봉산(’15년) 등 내

륙 4개 지점이 공사 중에 있다. 또한 대형 S밴드 레이더의 관측사

각지대 또는 산간·도시 등의 홍수취약 지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해안에 계획되어 있는 소형 X밴드 이중편파 레이더를 ‘16년까

지 추가·보완 설치할 계획이다. <그림 2>는 비슬산, 소백산 및 모

<그림 1> 전국 강우레이더 관측망 구성도



90 91

후산(시험중) 레이더 강우강도 합성영상 샘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은 강우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 구조로 전국 강우레

이더 자료의 관측, 자료품질관리, 강우산정, 연구개발, 활용지

원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종합적인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국토교통부 강우레이더는 수평 및 수직편파를 동시에 사용

하는 이중편파 레이더로 강우량 추정의 오차를 획기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다양한 관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편파 레이

더는 수평편파만을 사용하는 기존의 단일편파 레이더에 비해 

수직 편파를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강우입자의 모양, 크기, 물

입자의 밀도, 강수체(hydrometeor) 종류 등 강우추정에 관련

된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표 1>은 이중편파 강

우레이더로부터 취득되는 기본 관측자료와 이들을 이용한 주

요 산출물 및 주요 활용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

는바와 같이 이중편파 관측자료는 대부분 강우산정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한다.

2.2 레이더 강우량 산정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레이더 강우량 산정은 단일편

파 레이더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단일편파 레이더

의 강우산정식인 Z-R 관계식에 대한 적절한 계수값을 찾기 위

해 연직관측레이더(Vertical Pointing Radar)나 우적계(Dis-

<그림 3> 강우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 구성도

<그림 2> 강우레이더 강우강도 합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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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meter) 등의 보조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강우의 연직구조나 

DSD(Drop Size Distribution) 특성으로부터 강우의 유형(층운

형 또는 대류형)을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Z-R 관계식을 적용

하고 있다. 또한 지형에코나 곤충, 채프, AP 등과 같은 비기상

에코를 제거하기 위해 퍼지(Fuzzy) 기법을 이용한 품질관리기

법도 매우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편파로는 DSD

의 여러 가지 모멘트 중 6차 모멘트(Z, Reflectivity) 정보만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3.67차 모멘트인 강우강도

를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이중편파 레이더의 

추가관측정보는 DSD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DSD

의 물리적인 변동성에 기인하는 오차들을 줄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JD-

POLE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중편파 레이더의 현업활용

성을 연구·분석하고 적용성을 검토하여 2010년부터 전국 160

여개의 WSR-88D 레이더를 이중편파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미국에서 적용한 이중편파 강우추정의 면적 강우량의 경우에, 

단일편파에 의한 R(Z)는 65%의 오차를 나타내지만 이중편파 

레이더 자료의 사용에 의해 추정오차를 반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중편파 변수 중 KDP 만을 사용하는 R(KDP)

는 약 35%의 추정 오차를 나타내었고, Z, KDP, ZDR 세 변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R(Z,KDP,ZDR)는 가장 정확한 17% 정도

의 오차를 보였다(Ryzhkov and Zrnic, 1995).

  한편 유럽이나 일본, 중국, 우리나라 기상청 등에서는 이중

편파를 연구목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으나 현업에는 아직 활발

히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 이

중편파 레이더의 현업활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수년 내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를 채택할 전망이다. 

   <그림 4>는 비슬산·소백산 강우레이더의 품질관리 및 강우

산정 흐름을 보여준다. 제1단계는 관측자료로부터 순수 강우

신호만을 추출하기 위한 품질관리 단계로, 여기서는 이중편파 

관측변수 중 상호상관계수(ρHV)를 이용하여 강우신호 이외의 

곤충, 채프 등을 제거하고, 고립에코 등을 제거한다. 제2단계는 

‘레이더-강우 변환’을 수행할 레이더 관측자료를 준비하는 공

간자료 추출 단계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APPI, PPI 방법과 

지형을 따라 가장 낮게 관측된 자료를 추출하는 최저고도각 지

<표 1> 강우레이더 기본관측자료 및 주요 활용분야

구    분 기본관측자료 주요 산출물 주요 활용분야

단일편파
파라메타

반사도
(Reflectivity, Z)

반사강도분포, 강우강도분포,
누적강우량분포, 유역면적강우량  

강우발달·이동 감시
지점강우 및 유역강우량 산출
홍수예보, 돌발홍수 등의 예보

도플러속도
(Doppler Velocity, V)

바람장분포, 바람시어 수치예보입력, 공항 악기상 감시

스펙트럼폭
(Spectrum Width, W)

레이더 관측자료 품질 및 
강우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통합적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분석자료 생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강폭풍 및 난류분석

신호품질지수(Signal
Quality Index, SQI)

레이더 자료품질관리

이중편파
파라메타

차등반사도(Differential
Reflectivity,ZDR)

강우량산정 정확도 향상

상호상관계수
(Cross Correaltion, ρHV)

레이더자료 품질관리
(지형, 곤충 등 비기상에코 판별)

차등위상(Differentail
Phase Difference, ΦDR)

강우량 산정 정확도 향상에 활용

비차등위상
(Specific ΦDR= KDP)

집중호우지역분포
약 30㎜/hr 이상의 집중호우 지역을

쉽게 판별

수상체구분
(HydroClass, HC)

강수형태구분도
비, 눈, 비기상에코의 구분으로

지상강우정보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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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한 방법 등이 적용된다. 제3단계는 2단계에서 추출된 레

이더 관측변수에 ‘레이더-강우 변환식’을 적용하여 강우강도

를 계산하는 단계로, 단일편파 변수만을 사용하는 R(Z), 이중

편파 변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R(Z,ZDR), R(Z,ZDR,KDP)의 

세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제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매 2.5

분 주기로 수행된다. 

제4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생성된 9종류(공간 3종류×알고

리즘 3종류)의 강우강도장 자료를 10분간, 즉 4장을 누적하여 

10분 누적강우량을 만든다. 제5단계에서는 각 종류별 10분 누

적강우량을 지상관측우량을 이용하여 보정한다. 마지막 제6단

계에서는 보정된 강우량 분포로부터 지점우량지점에 해당하

는 레이더강우량 산정치와 소유역 면적강우량을 계산하여 홍

수통제소 표준 수문DB에 기록하며 이는 홍수예보 모델 등에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3. 강우레이더 수문분야 활용

3.1 활용개요

레이더 자료 활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강우현황을 분석한 일반적인 레이더 영상자료이며, 둘째는 홍

수유출 등 수문분야 활용을 위한 격자형 강우분포 자료이다

(Borga, 2002). 일반 영상 자료는 레이더운영센터 근무자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방재 관련기관 사용자들의 강우상황 감시

용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홍수 및 수문학적 활용 주요 분야로

는 <그림 5>와 같이 현재 국토교통부 물관리 업무 중 하천홍수

예측을 위한 홍수예보시스템, 도시·돌발홍수 예측시스템을 손

꼽을 수 있으며, 최근 이중편파 레이더 활용으로 폭우 및 폭설

정보 관측이 용이해져 교통관제 및 농업방재 지원도 가능하다. 

레이더수문(radar hydrology)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림 4> 강우레이더 품질관리 및 강우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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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강우량을 다양한 수문분야에 응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문분야 중 홍수예측에서 레이더 강우량이 갖는 잠재성은 실

제적인 응용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

히, 본 절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돌발홍수 예측분야에 있어서

도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정성적인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량적인 사용은 실험단계에 있다.

3.2 돌발홍수예측시스템 현황

홍수는 호우의 강도, 지속시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하천

홍수, 도시홍수, 해안홍수, 돌발홍수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하천홍수는 강을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홍수

로 정의되고, 도시홍수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지역의 증가

로 첨두 홍수량의 증가 및 홍수 도달시간의 단축, 도시 내수배

제 불량에 따른 홍수를 말하며, 해안홍수는 태풍 및 지진 등으

로 인해 지상으로 밀려오는 바닷물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마지

막으로 돌발홍수는 지역적으로 경사가 급한 산악지역 소유역

에 단시간의 집중호우 때문에 계곡에 모인 빗물이 쌓여 높은 

수위의 홍수파를 형성한 후 순식간에 낮은 지역까지 흘러가

는 홍수로 정의된다. 

돌발홍수 예측 업무에서 가장 선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상

청(National Weather Service, NWS)에서는 돌발홍수를 100

㎢ 이내의 지형이 좁고 경사가 급한 유역에서 느리게 유역을 통

<그림 5> 강우레이더 수문 및 방재분야 활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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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호우, 동일한 국지지역 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집중호

우(2시간 동안 100㎜ 이상)나 태풍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몇 분 

또는 몇 시간) 내에 소하천 수위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는 홍

수로 정의한다. 미국 국립기상청의 홍수예경보시스템(NWS-

RFS)에서는 강우와 유량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돌발홍수예경

보, 하천홍수예경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돌발홍수예경보를 

위한 지표로 FFG(Flash Flood Guidance, 돌발홍수능)을 1970

년대 중반 처음 적용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FFG

는 강우의 관측 및 예측과 함께 기상예보실(Weather Forecast 

Offices, WFO)의 예보관들이 돌발홍수주의보와 돌발홍수경

보의 발표 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그림 6>은 미국의 3시간 FFG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의 값들

은 3시간 이내에 돌발홍수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강우량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FFG 값이 작은 지역일수록 호우 사상 중

에 돌발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은 돌발홍수 예보정보 제공사례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

이 가능하며 특정유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그림 7>과 같다.

돌발홍수 모형은 크게 기상학적인 부분과 수문학적인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상학적인 부분은 레이더 강우산정 및 

초단시간 예측, 대기 수치모형으로부터 1, 3, 6시간 등 강우의 지

속시간별 누적 예측강수량을 산정하는 부분이며, 수문학적인 

부분은 FFG를 산정하는 부분과 한계유출량을 산정하는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FFG는 현재의 토양수분 조건에서 특정

시간 동안 하천의 제방을 월류하는 홍수가 발생할 때까지 앞으

로 필요한 누적강수량을 의미하여, FFG 산정은 토양수분을 

모의할 수 있고 유량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강우-유출 모형

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FFG의 결정은 이전의 강우 관측자료와 앞으로 필요한 각 지

속시간별 예측강수량을 연속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강우-유출 

모형에 입력하여 계산을 수행한 유출량이 한계유출량과 같아

질 때까지의 강우량을 FFG로 결정한다. 이와 같이 FFG를 결

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한계유출량의 결정이다. 한계유출량

은 토양수분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에서 유량이 하천의 제방

을 월류할 때까지 필요한 직접유출량이다. 이러한 한계유출량

으로부터 산정된 강우 지속시간별 FFG와 기상학적 구성요소

인 예측강우량과의 상대적인 대소를 비교하여 돌발홍수예경

보를 수행 할 수 있다. <그림 8>은 위에서 설명한 돌발홍수예측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3.3 지리산 산악지역 돌발홍수예측시스템 시범운영 사례

국내·외적으로 돌발홍수예측모형은 강우레이더를 수문분

야에 활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가진다. 왜냐하면 원래 

<그림 6> 미국 지역 돌발홍수예보 사례

<그림 8> 돌발홍수예측시스템 구성요소

<그림 7> 미국 유역 돌발홍수예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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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홍수는 상술한 정의와 같이 경사가 급한 소규모 산악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매우 빠른 홍수상황으로, 미계측이 많은 소

규모 산지지역에 고정밀 강수 관측장을 제공할 수 있고, 시간

적으로 긴급한 예측측면에서도 향후 3시간까지 비교적 정확한 

초단기 강수 예측장을 생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비

슬산 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돌발홍수예측모형을 지리산2) 산악

지역인 남강유역을 대상으로 구축하여 실시간 돌발홍수 재해 

모니터링 및 예측업무를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9>는 시범운영 대상유역인 남강댐 상류유역을 나타

낸 것으로, 유역면적은  2,293㎢, 총 유로연장은 108.0km로써 낙

동강수계의 주요 지류 중 하나인 남강 상류에 위치한다. 남강

은 지리산(EL.1,915m) 천왕샘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유하하다

가 함안군 대산면 일원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한다. 남강댐

은 낙동강 합류지점에서 약 78.5km 떨어진 국가하천 구간에 위

치한 높이 34m, 댐 길이 1,126m, 체적 약 1,280,000㎥의 필댐으로

서 홍수기에 자연 유하량을 저류하여 갈수기에 서서히 유하시

킬 수 있는 홍수조절 능력과 홍수 때 사천만 방류를 위한 제수

언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 시범유역 내에는 낙동강홍수통제소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25개의 우량관측소가 있으

며, 함양, 산청 등 총 10개의 수위관측소와 남강댐이 존재한다. 

한편, 비슬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그림 9>와 같이 경북 청도

군 각북면 비슬산 조화봉에 위치하여 남강댐 유역이 유역반경 

100km이내에 위치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돌발홍수모형은 기상 및 수문학적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문학적 구성요소 중, 한계유출량 

계산은 지난해까지 이루어진 「차세대홍수방어기술개발연구

단」의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본 연구단에서 수행된 계산방법

은 하천정비 여부에 따른 산지 자연, 인공하천을 분리하여 계

산하였고, 상류 기여면적이 큰 본류하천 또한 하도특성인자를 

직접 수집하여 분리 계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문학적 구

성요소인 토양포화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간 수문자료로

부터 연속형 강우-유출모형 및 운동파 홍수추적 모형을 결합

하여 유역 전반의 유출모의를 수행하였으며, 모형 구축에 필요

한 매개변수 추출 및 검·보정 연산 등을 기본적으로 선행하였

다. <그림 10>은 실시간 돌발홍수예측시스템의 서버연계 및 계

산 흐름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계유출량 및 실시간 토양포화 상태 추정이 이루어지면 돌

발홍수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강우량인 FFG 산정이 가능하며, 

비슬산 강우레이더의 QPE(Quantitative Precipitation Esti-

mation), 초단시간 QPF(Quantitative Precipitation Forecast) 

정보와의 대소비교를 통해 돌발홍수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있

다. 이렇게 예측된 정보는 후처리 표출 모듈을 통해 돌발홍수 

공간정보가 생산되며, 예보담당자는 실시간 돌발홍수 예측정

보를 후처리 결과로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남강 시범유역 및 비슬산 레이더

<그림 10> 실시간 돌발홍수예측시스템 서버연계 및 계산 흐름도

2) 98년 7월 31일∼8월 1일의 양일간에 걸쳐 지리산 국립공원 일원에 시간당 최고 

145 mm(순천)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

성동 계곡, 뱀사골, 피아골 등 지리산 일대에 막대한 인적(사망 68명, 실종 27명, 

이재민 285명), 경제적 손실(재산피해 1,186억원)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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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돌발홍수 예측 정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로 구분하여 미래 돌발홍수 위험도(FFFT, Future Flash Flood 

Threat)로 표현하여 홍수통제소 홍수예보자나 지자체 방재 

담당자가 보다 쉽게 자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공간홍수 정보

를 제공한다. <그림 11>은 돌발홍수 구성요소별 계산결과를 정

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본 사례는 ‘12년 9월 태풍 「산바」가 한

반도를 관통할 때 실제 돌발홍수 예측결과를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12>는 돌발홍수 공간정보를 보다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Open GIS의 일종인 구글맵에 중첩시

켜 나타낸 것으로 end-user를 고려한 후처리 표출모듈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4. 레이더 수문 향후 발전에 대한 제언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8월에 개최된 “2014 레이더수

문활용워크숍”에서 실제 수문활용에 대한 발표주제를 잠시 살

펴보면, 도시·돌발홍수, 풍수해 감지, 홍수예보 활용성 등 다

양한 분야의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나, 총 5편의 수문활용 주제 

중 3편의 발표내용이 분포형(fully distributed type) 유출모형

에 관한 내용이었다. 왜 이러한 편중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한계유출량

돌발홍수능(FFG) 돌발홍수위험도(FFFT)

강우레이더 예측강우량

<그림 11> 돌발홍수예측시스템 구성요소별 예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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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관점에서는 본 현상이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그 첫 번째로는 강우레이더가 격자형 강우정보를 생산한다

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격자형-분포형 유출모델에 바로 입력

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 수문해석을 위한 제한된 

지점정보에서 벗어나 임의 지역의 모든 지점에서 복잡 다양해

지는 수문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고해상도 분포형 유출모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온 맥락(Delrieu, 2009)에서 살펴 볼 

때, 레이더 강우량 산정결과는 분포형 모형의 입력강우로 매

우 매력적인 소스라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었

다(Carpenter et al., 2001, Cole and Moore, 2009, Braud et al., 

2010). 물론, 레이더 강우장의 관측 및 예측에 대한 정량적 정확

도는 수문기상학적으로 재고(간접관측으로 발생하는 각종 오

차 등)가 필요하지만, 일종의 최첨단 원격탐사(Remote Sens-

ing) 자료로의 활용성은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한편, 분포형 모

형은 과도한 매개변수화 문제, 매개변수의 산정 및 검증의 한계 

등을 내포하여 그 유용성은 종종 의심되어진 바 있다(Beven 

and Binley, 1992; Grayson et al., 1992; Beven, 2000).

두 번째로는 레이더자료 활용에 대한 저변확대가 아직 미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보면 레이더 

수문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활용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고해상도 레이더자료를 활용한 도시·돌발홍수에 

관한 현업모델 개발에서, 최근에는 방재차원의 대처능력 향상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는 최근 이상기후 등

의 영향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매우 강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도시지역 침수 및 산지 돌발홍수 재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나, 

이에 대한 재해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통합대응시스템이 아

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정부 3.0 기조하에 방재

개념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 또한 

시작단계에 불가하다. 이러다 보니 강우레이더 활용에 대한 잠

재성에 비해 실제 산출되는 연구결과들은 비교적 익숙한 한분

야로 취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레이더 활용성 문제는 여러 국외 논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일례로 Berne and Krajewski(2013)는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강우의 역동성을 적절히 잡아내기 위한 기상레이더

의 잠재력은 오랫동안 인지되어 왔고, 지난 수십년간을 걸쳐 

기술 및 방법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자료는 여전히 기대

하는 만큼 광범위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기

<그림 12> 돌발홍수 예측결과 3D 공간표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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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강우산정이 여전히 현저한 오차(

랜덤하고 시스템적으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이 오차는 

레이더 강우의 정확한 정량화에 어려움을 줌과 동시에 레이더 

자료의 수문학적 적용의 한계로 작용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는 수문학자들은 지점 우량계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게 익숙

하고, 모형 보정을 통해 수문모델의 매개변수 속으로 지점강우

와 연관된 불확실성을 함축적으로 포함시켜 지점강우가 참값

인 것으로 간주해 오기 때문에 상이한 오차구조를 가지는 레

이더 자료와 일하는 것에 덜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간의 인식차이를 극복하고 레이더 활용성을 증

대하기 위해서 레이더수문(Radar Hydrology)이라는 용어

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레이더수문이라고 하면 단

순히 하나의 학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상 및 수문분

야의 학문적 커플링이 있어야만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즉, 기상이나 수문 전공자 단독으로 완성될 수가 없다. 일례로,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도 radar hydrology에 대한 연구붐

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나, 각 분야의 전문가 부재, 수문 전공

자 입장에서는 레이더 강우추정에 대한 낮은 정확도에 대한 다

소의 불신감, 매 10분마나 쏟아지는 대용량 레이더 격자자료 처

리의 한계 등으로 제대로 된 커플링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

나, 최근 수자원관리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기상관측 

장비인 이중편파 레이더를 설치하면서 레이더수문에 대한 연

구가 다시 활발해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활기를 띠는 이유는 

단순히 레이더 장비의 설치사업에서 벗어나 기상분야 전문인

력을 레이더 운영 및 분석업무에 편성하여 기상 및 수문분야가 

공히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가 진일보하여 향후 정확한 레이더 강수량 

산정뿐만 아니라 폭우·폭설 등에 대비한 강수재해 예측 및 대

응시스템 등을 관련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해에 대한 국가안보를 강화하

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어쨌든, 고해상도 강우정보에 대한 요구증가와 맞물려 레이

더 강우 관측과정 및 레이더 강우추정 기술의 향상은 돌발홍

수 모델링이나 도시지역 물관리 등의 수문활용에 매우 유용하

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수문활용에 있어서 레이더 강수산정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적용한계도 분명히 존재해 보인다. 

왜냐하면 레이더 관측은 지표에 떨어지는 강수를 전파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측하기 때문에 전파 특성상 밝은띠(bright 

band)나 감쇠(attenuation) 등 여러 가지 오차가 발생될 수 있

다. 최근 이중편파 레이더가 도입되면서 단일편파 기종이 가지

는 고유의 에러들이 많이 제거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오차들을 

품질관리나 보정 없이 수문모델의 입력자료로 바로 사용한다

면 최종 모의된 유출량에는 더 큰 오차를 내포할 수 있고, 특히 

관심유역이 레이더와 멀리 떨어졌거나 산악지역인 경우는 보

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우레이더 수문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들이 

필요해 보인다. Berne and Krajewski(2013)는 레이더 기술발전

과 수문활용을 위해 여러 도전과제를 제시하였데, 대용량 레이

더 자료관리, 도시·계곡지역이나 대형레이더의 사각지대 등에 

소형레이더 네트웍 구축, 시·공간적 레이더 오차구조 규명, 초

단기 레이더 예측 정확도 향상, 폭설과 같은 강설량 관측, 산악

지역 레이더 강수추정 향상, 시·공간적 고해상도 레이더자료를 

활용한 미세규모 수문학적 모델링 등이다. 그리고 수문분야에 

레이더 자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방해가 

되는 레이더 강수추정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특성화 시키고 정

량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남기면서, 수문분야에

서 레이더란 “unfulfilled promise or unrecognized potential?”

이라고 기술하였다. 저자도 이 문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본 

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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