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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환경파괴 등의 

영향으로 엘리뇨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따라 

급변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특히 인구와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주요 도심지의 경우 열섬

현상으로 인한 이상기상 및 돌발기상이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상 재해들의 문제점은 급변하는 환경에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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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d an realtime total monitoring platform for various kind of multi weather radars

to analyze and predict weather phenomenons and prevent meteorological disasters. Our platform is

designed to process each weather radar data on each radar site to minimize overloads from conversion

and transmission of large volumed radar data, and to set observers up the definitive radar data via public

framework server separately. By proposed method, weather radar data having different spatial or temporal

resolutions can be automatically synchronized with there own spatio-temporal domains on public GIS

platform having only one spatio-temporal criterion.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our method facilitates

the realtime weather monitoring from weather radars having various spatio-temporal resolutions without

other data synchronization or assimilation processes. Moreover, since this platform doesn’t require some

additional computer equipments or high-technical mechanisms it has economic efficiency for it’s systemic

co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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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과거 자료에 근거한 통계를 이용하는 기상 

기술만으로는 예측 및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에 따라, 현재 국내외 기상 관측기관에서는 위

성 영상, 기상 레이더(radar), 라디오존데(radiosonde)

등의 첨단 기술장비들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한편, 장 단기 기상 예측을 위한 고

도의 알고리즘들을 활용함으로써 기상예보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기상 레이더는 높은 시공간 해상도로 넓은 지역에

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장비로서, 중단기 강수 예측 부분에서 높은 활

용성과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부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대해 

사전에 탐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방재 차

원에서의 기상 레이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상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공군

기상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현업 및 연구를 

위해 기상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공군기상단의 기

상레이더는 군 작전 지원용이므로 민간 활용이 어려

우며, 현재 운영 중인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레이더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레이더 기상 관측망을 Fig. 1로부

터 도식하였다.

일반적으로 Fig. 1과 같이 여러 기상 레이더들을 

중첩 설치함으로써 단일 레이더보다 훨씬 정확하고 

정밀한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기

상청과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다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해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단일편파레이더를 이중

편파레이더로 교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중편파레이

더의 증설과 소형 기상레이더 설치를 지속적으로 진

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상 관측의 정확성과 정밀

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강수를 

예측하고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기상레이더 시스템과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범부처간 기상

레이더 공동활용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

수의 기상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레이더의 도

입 시기 및 설치 상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즉, 각 기관 또는 기상 레이더 사이트 

별로 레이더 사양이 다르고, 각기 다양한 시공간 해

상도를 갖는 자료들이 생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자료들을 통해 기상자료의 정확한 추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기상레이더 자료를 

각 기관별로 전송, 통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

기술적 부하가 수반된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기상

레이더의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또한 레이

더 중첩을 통한 합성자료 생성 등과 같이 고해상도 

레이더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레이더 합성자료 및 

고해상도 레이더 자료에 적합한 기상레이더 자료 시

각화 기술이 Jang[1]에 의해 고안되었다. 또한, 레이

더자료의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량의 레이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레이더자료 특

성을 고려한 전용 압축 기술이 Jang[2]에 의해 제안

되었다. 아울러, 레이더 자료로부터 정확한 지리적 

강수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로써 레이더 강수의 GIS

정합 기술에 대해 Jang[3]이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업에서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현업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및 기관 간 레이더자료 공

동 활용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각 레이더 사이

트별로 획득되는 다양한 레이더 변수들을 실시간 관

측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RT-MROP, real-time

multiple radar observation platform)을 제안한다.

제안한 플랫폼은 시․공간해상도가 상이한 레이더

들 간에도 별도의 신호처리 과정 없이 동시에 실시간

으로 관측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다양

한 기상 응용자료 역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국내 이중

편파 기상레이더의 현황과 사양에 대해 살펴보며, 3

장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사양의 기상레이더 자료들Fig. 1. Weather radar coverages of the Korea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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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실시간 관측 모니터링 기법을 설명한다.

아울러 제안한 방법의 GIS 플랫폼과 각 레이더 사이

트 및 중앙제어서버 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

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한 플랫폼의 에뮬레이션

(emulation) 환경을 구축하고 실험한 결과 통해 정성

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국내 최신 기상레이더 현황
본 장에서는 이기종-다중 기상레이더 통합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국내 기상레이더의 종

Table 1. Dual polarization weather radars’operational status on the Korea peninsula. [Jan., 2015] 
Management

Agency
Installed Site Manufacturer

Operation S/W

System

Effective

Range

KMA Yong-In Testbed EEC EDGE 150km

MOLIT Mt. Sobaek Metstar IRIS 125km

MOLIT Mt. Biseul Metstar IRIS 125km

MOLIT Mt. Mohu Gematronik Rainbow 125km

MOLIT Mt. Seodae Gematronik Rainbow 125km

KICT Go-Yang KICT RLI RLI-GUI 40km

Table 2. Hardware specification details of weather radars on Table 1 

Resource
Specification

EEC Metstar Gematronik RLI

System

Mode
Doppler,

Dual Polarization

Doppler,

Dual Polarization

Doppler,

Dual Polarization

Doppler,

Dual Polarization

Frequency 2.7～3.0GHz 2.795GHz 2.7～2.9GHz 9.38～9.43GHz

Pulse Width 0.4～4.5μs
Clean: 2μs

Rainy: 1μs
0.4～4.5μs 660ns

PRF 200～2400Hz
Clean: 700Hz

Rainy: 1000Hz
250～2000Hz 2000Hz(Max.)

Effective Range 150km 125km 125km 40km

Max.Velocity ±256m/s - ±214m/s ±60m/s

Antenna

Antenna Width 8.5m 8.5m 8.5m 1.8m

Gain ≥ 45.0dB 44 dBi ≥ 44.5dB > 41.0dB

Beam Width 0.95° 0.95° ≤ 1.0° 1.4°

Accuracy ≤ 0.05° - ±0.05° -

Driving Range H: 360°
H: 360°

V: –0.2°～90°

H: 360°

V: 0.2°～182°

H: 360°

V: -2.0°～182°

Rotation Speed ≤ 10rpm ≤ 6rpm ≤ 6rpm ≤ 10rpm

Transceiver

Power 850kW 750kW 750kW 25kW

Min. Sensitivity ≤-114dBm -114dBm
≤-114dBm

(@ 1 MHz)
-

Dynamic Range ≤ 105dB 100dB
≥ 115dB

(@ 1 MHz)

≥ 90dB

(@ 1 MHz)

Transmission Klystron Klystron Klystron Magnetron

Receiption Superheterodyne Heterodyne Superheterodyne -

Max. Number of Bins 8192 - 10,000 16,384

Max. Resolution 16m - 15m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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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사양에 대해서 살펴본다. Table 1로부터 2015년 

1월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기상레이더들 중 최신

의 이중편파 기상레이더들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었

다. 운영 주체에 따라 세부 운영목적을 달리하는데,

기상청은 기상예보를 위한 대기강수 관측을 주 목적

으로 하며, 국토교통부는 하천홍수 예경보를 위해 운

영한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도심지 돌발홍

수 대응 및 대형레이더 관측사각지역에 대한 갭필러

(gap-filler)로써 연구용 소형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기관 별로 기상레이

더의 세부 운영 목적에 따라 또는 제조사에 따라 운

영 현황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Table 2로부터 

Table 1의 각 레이더 제조사에 따른 H/W 사양을 조

사하여 표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각기 다른 레이더

들로부터 획득되는 각기 다른 시공간해상도의 자료

들을 다루는 내용이므로 Table 2에 포함된 기상레이

더와 관련된 H/W 기술 용어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

하기로 한다. Table 2로부터 각기 다른 레이더 제조

사양으로 인해 시간해상도, 공간해상도, 송수신이득 

등과 같은 레이더의 H/W적 성능이 상이함을 쉽게 

알 수 있다.

Fig. 2로부터 Table 2의 각 레이더에 따른 각각의 

(a) EDGE(enterprise doppler graphics environment) System (b) IRIS(interactive radar information system)

(c) Rainbow System (d) RLI-GUI

Fig. 2. Various radar operation systems according to radar specifications on Table 2, (a) EDGE, (b)IRIS, (c) Rainbow, 
and (d) RLI-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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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스템 S/W를 예로써 나타내었다. Fig. 2-(a)의 

EDGE(enterprise doppler graphics environment) 시

스템은 미국 EEC사에서 개발된 레이더 자료처리 

S/W로써, 현재 기상청의 이중편파 레이더에서 운영

되고 있다. Fig. 2-(b) IRIS(interactive radar in-

formation system)는 핀란드 Vaisala사에서 개발된 

레이더자료처리 S/W로써 현재 국토교통부의 소백

산 및 비슬산 레이더에서 운영되고 있다. Fig. 2-(c)

의 Rainbow 시스템은 독일 Selex ES-Gematronik사

에서 개발된 레이더자료처리 S/W이며 현재 국토교

통부의 모후산 및 서대산산 레이더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각 S/W들은 관측되는 레이더자료의 품질을 최

적화하기 위해 Fig. 2의 각 사각형 표시된 설정 도구

들로부터 관측 스케쥴에 따라 Clutter Filter(FFT,

IIR 등), SQI, LOG, CCOR(SCR), SIG 등과 같은 품

질관리변수의 변경이 가능하다. Fig. 2-(d)RLI-GUI

는 미국 RLI 사에서 개발된 X밴드 소형 이중편파 

레이더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처리 S/W로써,

각종 품질관리변수를 미리 정의해놓고 GUI 상에서

는 on/off 모드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마지

막으로 각 레이더 운영시스템에서 생성된 레이더자

료는 시스템에서 정의된 각기 다른 시공간 해상도로 

저장되며, 시스템에 따라 파일 포맷 및 자료 품질 특

성 역시 각각 달라진다. 이와 같이, 레이더 사이트 

및 레이더 기종에 따라 생성되는 자료의 형태와 특성

이 서로 상이하므로 레이더 운영기관들은 실시간으

로 자료를 통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한편 각 레이더 사이트에서는 대기 강수의 전층 

관측을 위한 관측전략으로써 레이더 관측 고도각을 

가변하는 방식으로 볼륨스캔(volume scan)을 수행

한다. 기상청의 경우 매 10분을 주기로 전층 관측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2.5분을 주기로 전층관

측을 수행한다. 볼륨 스캔된 자료는 각 기관의 중앙 

레이더자료 서버로 전송된 후, 고도에 따른 평면 레

이더 영상인 CAPPI(constant altitude plan position

indicator) 영상[4] 등으로 가공된 후 분석 및 서비스 

된다. Fig. 3으로부터 기상청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

공하는 CAPPI 영상의 예를 나타내었다.

이 때, 각 레이더 사이트로부터의 방대한 용량의 

레이더 볼륨자료의 전송, 취합 및 합성함에 있어 물

리적인 시간지연이 따르게 되며, 합성자료의 관측영

역 확장에 의한 자료 처리의 효율성과 데이터 용량의 

문제로 인해 고해상도 품질의 레이더 영상을 실시간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기상청에

서는 각 기관별 합성영상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시공

간 해상도가 낮은 단점이 있으며, 따라서 레이더운영 

기관 간의 레이더 자료 검증의 효율성, 음영지역 해

소 등과 같은 다중 레이더 중첩을 통한 상승효과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상 레이

더 시스템은 H/W 및 S/W적인 기술이 복잡하고 다

(a) (b)

Fig. 3. Synthesized weather radar CAPPI images according to weather radar operation organizations, (a)KMA[5], 
and (b)MOLI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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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며, 레이더 설치 환경에 따라 상이한 자료 특성

을 가지기 때문에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시간적 비용이 요구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존하는 기상레이더운영 시스

템 상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중 레이더 통합 모니

터링 시스템이다. 제안 기술은 기존의 각 기관별 각 

레이더 사이트에서의 레이더 운영 시스템 상에서 기

존의 시스템 변형이나, 시공간 동기화 및 자료통합 

과정 없이 특정의 클라이언트 도구만으로 여러 레이

더 사이트의 자료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

법이다. 3장에서 제안하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고자 한다.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알고리듬의 개요
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Fig. 3에서와 같은 기존의 

레이더자료 통합 기술은 각 기관별 자료로만 CAPPI

등과 같은 격자 형태의 2차원 영상의 형태로 변환한 

후 시공간 동기화를 통해 자료를 통합 표출한다. 또

한 전체 레이더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표현영역 역시 

레이더 반경에 따라 넓어게 되므로 표현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간적 해상도의 열화-다운샘플링

(downsampling)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중앙서버로

의 대용량 레이더자료 전송 과정과 통합영상을 생성

하는 과정에서 시간지연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제안

된 기술에 대해, 본 장에서는 기관에 관계없이 기상

레이더 각각이 갖는 원래 레이더 이미지의 시공간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시간적 및 공간적 기준 

상에서 동기화하여 표출하는 기법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RT-MROP 기술은 이기종-다중 레이더 

자료의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표출 플랫폼으로써 구

글어스(google earth)[7]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

한다. 구글어스는 구글 위성사진을 이용한 입체 세계

지도 서비스로 기본적인 지리, 지도 서비스 뿐 아니

라 KML(keyhole markup language)[8]을 이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적용할 수 있는 

통합 GIS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지역적 확장성과 범용성이 보장되므로 제안 기술의 

GIS 플랫폼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하며, 인터넷 연결

만으로 PC환경의 제약 없이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KML은 구글 어스, 구

글 지도[9] 및 구글 모바일 지도와 같은 어스 브라우

저에서 지리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형식으로, 중첩된 요소 및 속성과 함께 태그 기반 구

조를 사용하며 XML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브라우저 

언어이다[10].

제안 플랫폼에서는 각 레이더 변수들에 대한 고해

상도 레이더 영상 생성기법 및 GIS 정합 기법은 Jang

[3]이 앞서 제안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Fig. 4로부터 제안하는 다중 레이더 실시간 공동

관측 플랫폼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플랫

폼은 방대한 레이더 자료의 전송과 처리에 대한 과부

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각 레이더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자료처리를 수행하며, 그 결과

를 구글어스를 통해 각각 독자적으로 사용자에게 전

송하도록 설계된다.

효과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 

플랫폼은 Fig. 4와 같이 크게 모니터링 서버, 관리 

서버 및 데이터 서버 등의 세 가지 기술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서버의 역할과 다루는 정보에 대

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a. 모니터링 서버(사용자)

모니터링 서버에서 사용자는 웹 또는 전용 통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리서버에 접속한 후, Fig. 1의 

레이더들 중에서 모니터링 하고자하는 레이더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각 레이더로부터 제공받을 자료의 

범례, 시, 공간해상도 및 자료품질관리 등을 설정한

다. 그런 다음 관리 서버로부터 각 레이더 데이터 서

버들에 대한 링크 KML를 다운로드 받은 후, 구글어

스를 통해 각 레이더 영상을 전송받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각 레이더를 위한 세부 설정 변수는 다음

과 같다.

․공간해상도: 기상청은 250m, 국토교통부 125m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60m 해상도로 레이더자료

가 생성된다. 이때 데이터서버에서는 극좌표계의 원

본 레이더 자료로부터 평면좌표계를 갖는 레이더영

상을 생성하는데, 모니터링 서버에서는 필요에 따라 

각 레이더의 기본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의 레이더 



695이기종-다중 기상레이더 자료의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기법 연구

영상으로 변환하도록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서버의 

좌표계변환 과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네트워크 또는 사용자 서버 환경에 따라 해상

도를 가변함으로써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시간해상도: 볼륨관측 주기는 기상청은 10분,

국토교통부 2.5분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분의 

시간 해상도로 레이더자료가 생성된다. 모니터링 서

버는 각 레이더 데이터 서버로부터 레이더영상 생성 

시간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레이더들의 관측주기를 

강제적으로 동기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범례: 범례는 레이더 관측변수들의 각 단위에 

따른 표현범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기상레이더의 

기본 자료인 반사도(reflectivity) 및 시선속도(veloc-

ity)는 각각 dBZ와 m/s의 단위를 사용하며 표현범위

는 각각 0～60 dBZ 및 -60～60 m/s 등으로 사용한

다. 일반적으로 표현 단위는 1dBZ, 5dBZ, 10dBZ 및 

1m/s, 2m/s, 5m/s 등으로 양자화한다. 제안 기법에

서 레이더 영상은 투명도(transparency) 채널을 포

함하는 PNG(portable network graphics)[11] 형식으

로 압축되어 전송되므로, 이때, 설정된 범례에 따라 

레이더 영상의 용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범례를 재설정함으로

써 레이더 영상의 전송속도와 화질해상도를 가변 할 

수 있다.

․자료품질제어: 기상 레이더는 레이더 자료 신호

처리 과정에서 클러터 제거(clutter filtering), 감쇄보

정(attenuation correction), 속도펼침(velocity un-

folding) 등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12,13]. 따라서,

제안 기법에서는 품질제어를 위한 변수값들은 데이

터 서버에서 레이더 영상을 생성할 때 각 레이더변수

들의 상호 연관성에 기인하여 기상 에코의 임계치를 

결정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명확한 기상분

석을 가능케 하는 파라미터로 사용된다.

․이슈 시구간 설정: RT-MROP을 통해 실시간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중요한 기상 이슈

에 대한 과거자료를 재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재분석 할 자료의 시구간을 데이터 

서버에 알려주면, 데이터 서버는 해당 시구간의 자료

에 대해 타임스템프(time stamp)를 갖는 에니메이션 

KML을 생성한 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사용자는 

각 데이터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에니메이션 KML들

Fig. 4. Service mechanism for proposed RT-M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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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기상이슈를 재분석 할 수 있다.

b. 데이터 서버(레이더 사이트)

데이터 서버는 각 레이더 사이트에서 각각 운영되

며, 따라서 데이터 서버는 각 레이더 사이트의 자료

저장 서버와 통합 및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제

안하는 기술에서의 데이터 서버의 역할은, 기존의 레

이더자료 저장 및 레이더 중앙서버로의 볼륨자료 전

송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용자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

로 단일 레이더 영상을 생성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Fig. 5로부터 데이터 서버 내에서 RT-MROP를 위해 

삽입된 모듈들의 블록도를 나타내었다. Fig. 5와 같

이 데이터 서버는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은 각종 품질 

정의로부터 레이더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기본 역할

이다. 또한 표출 레이더영상이 실시간 자료인지 또는 

이슈 시구간 자료인지에 따라 영상 처리 루틴과 

KML 작성루틴으로 나뉜다. 데이터 서버의 역할에 

대한 세부 명세는 다음과 같다.

․레이더영상 생성 및 관리: 각 데이터 서버에서 

생성되는 레이더 영상은 기본적으로 볼륨자료에 기

반 한 CAPPI 영상 또는 고도각 별 영상으로 생성된

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레이더 영상 생성 시 극좌

표계 변환 과정에서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Liu[14]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생성된 레이더 영상은 

RT-MROP 및 개별 모니터링을 위해 PNG 이미지 

Fig. 5. Flowchart for radar image proccesing on the radar data server.

Fig. 6. Real-time radar image service via Linking KML between user and radar dara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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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에 저장 및 관리된다.

․실시간 레이더영상 표출: 실시간 레이더영상 전

송 및 표출을 위해서는 동적(dynamic) KML 기술[8]

을 이용해야 한다. 이것은 서버 상에 원본 KML을 

작성해두고 구글어스에서 네트워크(network) KML

을 로드하여 특정 주기로 원본 KML의 내용을 구글

어스에 표현하는 방식이다. 제안 기법에서는 원본 

KML을 Radar KML로, 네트워크 KML을 Linking

KML로 정의하여 작성하였다. Fig. 6 및 Table 3으로

부터 제안 기법에서의 동적 KML 설계와 Radar

KML 작성 예를 나타내었다. 네트워크 KML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Fig. 5 및 Fig. 6으로부터, 레이더영상버퍼 내 각 

레이더 영상은 Radar KML에 의해 링크되며, Radar

KML과 레이더영상은 자료 생성 직후 데이터 서버

에서 실시간 갱신된다. 이때, Radar KML은 데이터 

서버에서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최종적

으로 Fig. 6의 Radar KML과 Linking KML의 관계

로부터 레이더 영상이 사용자의 구글어스에 로드된

다. Table 3은 제안 기술에서 정의된 Radar KML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으로부터 실시간 

생성된 레이더영상과 구글어스 상에서의 표출고도,

표출위치 등이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구간 레이더영상 표출: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이, 사용자는 보다 정확한 기상에코 분석을 위해 과

거 일정 시구간에서 레이더 영상의 시계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 기법

에서는 실시간 표출을 위한 레이더 영상 이외에, 사

용자 요청에 따른 시구간 내 레이더 영상들을 시계열 

버퍼에 저장한다. 시구간 내 자료들의 영상 변환 및 

저장이 완료되면 동적 KML 기술 중 에니메이션 

KML기술[8]을 통해 타임스탬프를 갖는 에니메이션 

KML을 생성하며, 전송효율을 위해 시구간 내 모든 

레이더 영상을 포함하는 압축 KML인 KMZ 형식으

로 생성 및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Table 4로부터 제

안 기법에서 작성된 에니메이션 KML 파일을 예로 

나타내었다. Table 4로부터 각각의 생성된 레이더 영

상에 대해 타임스탬프가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에니메이션 KML은 시구간이 길수록 포함

하는 레이더영상이 많아지므로 KMZ의 용량이 증가

하는 단점이 있다.

Table 3. Example for composition of Radar KML on 
radar dara server

<?xml version="1.0" encoding="UTF-8"?>

<kml xmlns="http://www.opengis.net/kml/2.2"

xmlns:gx="http://www.google.com/kml/ext/2.2"

xmlns:kml="http://www.opengis.net/kml/2.2“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Folder>

<name>Realtime KICT Radar</name>

<open>1</open>

<ScreenOverlay>

<name>20140702-1</name>

<Icon><href>hrdrc.png</href></Icon>

<overlayXY x="0.90" y="0.94" xunits="fraction"

yunits="fraction"/>

<screenXY x="0.90" y="0.94" xunits="fraction"

yunits="fraction"/>

</ScreenOverlay>

... 생략 ...
<GroundOverlay>

<name> Reflectivity</name>

<visibility>1</visibility>

<Icon>

<href> KICT_Radar_RT_TZ.png</href>

<viewBoundScale>0.75</viewBoundScale>

</Icon>

<altitude>1700</altitude>

<altitudeMode>absolute</altitudeMode>

<LatLonBox>

<north>38.024831</north>

<south>37.312831</south>

<east>127.179047</east>

<west>126.299047</west>

</LatLonBox>

</GroundOverlay>

<GroundOverlay>

<name> Velocity</name>

... 생략 ...
</GroundOverlay>

... 생략 ...

</Folder>>

</kml>

c. 관리 서버(웹 서버)

Fig. 4의 관리서버(control server)는 RT-MROP

내에서 사용자와 Fig. 1에 나타낸 각 레이더 사이트 

또는 데이터 서버들 간의 통신 관리를 수행하며 이기

종-다중 레이더영상을 통합 표출하기 위한 링크 선

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g. 7로부터 관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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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ample for composition of time-series Radar 
KML on radar dara server

<?xml version="1.0" encoding="UTF-8"?>

<kml xmlns="http://www.opengis.net/kml/2.2">

<Folder>

<open>1</open>

<ScreenOverlay>

<name>CZ Reference</name>

<Icon>

<href>F:/RXM25_KICT_DATA/label.png</href>

</Icon>

<overlayXY x="0.92" y="0.96" xunits="fraction"

yunits="fraction"/>

<screenXY x="0.92" y="0.96" xunits="fraction"

yunits="fraction"/>

</ScreenOverlay>

<Folder>

<name>1 Min DZ of RXM25_KICT-20140610

</name>

<open>1</open>

<GroundOverlay>

<name>RXM25_KICT-20140610-102026 </name>

<TimeSpan>

<begin>2013-12-12T10:20:26Z</begin>

<end>2013-12-12T10:21:23Z</end>

</TimeSpan>

<color>ffffffff</color>

<Icon>

<href>../DZ_PNG/RXM25_KICT-20140610-

102026.png</href>

<viewBoundScale>0.75</viewBoundScale>

</Icon>

<altitude>500</altitude>

<altitudeMode>absolute</altitudeMode>

<LatLonBox>

<north>38.024831</north>

<south>37.312831</south>

<east>127.179047</east>

<west>126.299047</west>

</LatLonBox>

</GroundOverlay>

<GroundOverlay>

<name>RXM25_KICT-20140610-102124 </name>

<TimeSpan>

<begin>2013-12-12T10:21:24Z</begin>

<end>2013-12-12T10:22:22Z</end>

</TimeSpan>

<color>ffffffff</color>

<Icon>

<href>.../DZ_PNG/RXM25_KICT-20140610-

102124.png</href>

... 생략 ...

</Folder>>

</kml>

의 역할에 대해 모니터링 서버 및 데이터 서버와의 

RT-MROP 실행 프로세스를 나타내었다.

앞 절에서 이미 모니터링 서버 및 데이터 서버의 

역할과 특징들로부터 관리서버의 역할을 유추할 수 

있다. 관리서버에서는 웹 또는 전용 통신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 서버(사용자)로부터 레이더 자료 요

청을 받고, 각 데이터 서버(레이더 사이트)로 각종 

레이더 설정변수들을 전송한다. 그 후, 데이터 서버

에서는 Fig. 5와 같이 설정변수들에 따른 레이더 영

상들을 생성하고 Radar KML을 업데이트 한다. 그런 

다음, 관리서버에서는 각 데이터 서버의 Radar KML

링크 주소를 전송받은 후 Linking KML을 작성한 

후 모니터링 서버로 전송함으로서 역할을 완료한다.

모니터링 서버는 다운로드받은 Linking KML을 통

해 각 데이터 서버로부터 레이더 영상을 전송받아 

구글어스에 표출함으로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

한다. Table 5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레이더 데

이터 서버로부터 Radar KM를 링크하기 위한 Link-

ing KML 작성 예를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와 같

이 각 레이더 관측전략에 따라 업데이트 주기가 달리 

설정되므로, 레이더 관측주기에 상관없이 표출되는 

모든 레이더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하는 RT-MROP는 다양한 종류의 기상레이

더를 대상으로 하므로, 플랫폼의 구현을 위해 다수의 

Table 5. Example for composition of Linking KML on the 
control server

<?xml version="1.0" encoding="UTF-8"?>

<kml xmlns="http://www.opengis.net/kml/2.2“

xmlns:gx="http://www.google.com/kml/ext/2.2“

xmlns:kml="http://www.opengis.net/kml/2.2"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NetworkLink>

<name>HRDRC RT Radar Surveillance</name>

<open>1</open>

<Link>

<href>http://192.168.5.44:6022/KICT/Realtime

KICTRadar.kml</href>

<refreshMode>onInterval</refreshMode>

<refreshInterval>60</refreshInterval>

</Link>

</NetworkLink>

</k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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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의 레이더(고양 레이더)만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기상청 및 국토교통부의 기상레이더는 

기상관측을 위해 현업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안

하는 플랫폼을 당장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RT-MROP의 시뮬레이션

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레이더, 기상청 광덕산

레이더 및 국토교통부 비슬산레이더 각각의의 과거 

동시간대 자료들을 이용하여 각 레이더 사이트에 대

한 데이터 서버를 가정한 에뮬레이터(Emulator)들

을 각각 구축하여 그 각각으로부터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를 이용해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또한, 레이더 

영상들 뿐 아니라, 기상레이더 분석을 통해 가공된 

누적강수 자료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여 

제안하는 플랫폼의 성능 및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데이터 서버의 에뮬레이터 및 모니터링 서버로 사

용된 PC의 성능은 인텔 i7-4770 코어, 16GRAM이며,

H/W적으로 이중 스레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였다. 또한 개발에 사용된 S/W 도구는 비주얼 C++,

구글어스, KML, Http 파일서버 등이다. 시뮬레이션

은 2014년 7월 2일 13시～14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때 광덕산 레이더, 비슬산 레이더,

고양 레이더의 관측 반경은 각각 250m, 150km 및 

40km이며, 관측주기는 각각 10분, 2.5분 및 1분으로 

결정되어 있다. 누적강수자료는 고양레이더 자료를 

이용하여 CSU(colorado state university) 알고리즘

[15]에 의해 추정된 자료로부터 Jang[3]의 알고리즘

을 이용해 생성하였다. Fig. 8로부터 제안 RT-MROP

를 이용하여 고양 레이더자료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9로부터 제안 플랫폼에서 다양한 레이더 변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예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기술들은 각각의 레이더 변수에 대한 레이더영상을 

생성한 후, 별도의 과정을 통해 각각 GIS와 동화시키

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제안 기법에서는 각 데이터 

서버로부터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레이더 변수들에 

대해 사용자가 취사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레이더 변

수에 대한 모니터링 편의성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

다.

Fig. 10으로부터 다른 기관의 각기 다른 기종의 

Fig. 7. Processing sequence of RT-MROP among monitoring, control, and data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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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즉, 광덕산 레이더, 비슬산 레이더 및 고양 

레이더의 자료들에 대해 RT-MROP를 이용하여 통

합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글어스 

상의 흰색 점을 중심으로 기상에코의 반경이 큰 순서

로, 각각 광덕산 레이더, 비슬산 레이더 및 고양 레이

더이며, 고양레이더는 광덕산 레이더의 관측반경 내

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Fig. 10의 자료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Fig. 8. Result from real-time monitoring of Go-yang radar under RT—MROIP.

(a) (b)

(c) (d)

Fig. 9. Example of real-time monitoring for various radar variables from Go-yang radar, (a)Reflectivity, (b)Velocity, 
(c)Differential Reflectivity, and (d)Specif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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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 of RT-MROT service from different multiple radars on the site of Mt. Gwang-duk Mt. Bisle, and Go-y 
ang.  

(a) (b) (c)

(d) (e) (f)

Fig. 11. Result of RT-MROT service as time passed, each 2 minute intervals from (a) t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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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1의 각 

그림 내에서 관측 주기가 가장 짧은 고양 레이더의 

경우 모두 기상에코의 변화가 관측되며, 관측 주기가 

가장 긴 광덕산 레이더의 경우 Fig. 11-(e)와 (f) 사이

에 기상에코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안 플랫폼이 관측주기가 각기 다른 레이더들에 대

해 별도의 동기화 과정 없이 통합 모니터링을 가능케 

함을 알 수 있다.

Fig. 12로부터 구글어스 상에서 고양레이더 영상

을 확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흰색 원으로 표시된 

영역이 고양레이더 영상의 영역이다. 고양레이더는 

관측반경이 작은 반면 광덕산 레이더보다 시공간적 

해상도가 높은 것을 Table 2로부터 이미 설명하였다.

따라서 Fig. 12에서와 같이 고양레이더의 기상에코

가 배경에 표현된 광덕산 레이더 영상보다 명확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2-(a) 및 (b)를 통해 

관측주기의 차이로 인해 광덕산레이더 영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반면 고양레이더 영상을 분석하면 

기상에코가 북서쪽으로 이동 중인 것을 Fig. 11에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고양 레이더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반면 

주파수 특성 상 강한 강수에코에 의해 신호감쇄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Fig. 12의 화살표 영역

이 고양레이더 영상에서 신호감쇄가 발생한 부분이

다. 고양레이더 영상만을 분석하게 되면 화살표 영역

은 현재 강우가 없는 날씨로 간주되므로 기상 예측 

오차가 발생한다. 제안 플랫폼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

호감쇄에 둔감한 광덕산 레이더와 동시에 모니터링 

함으로서 해당 영역에 강한 강수에코가 존재하고, 강

한 강수에 의해 고양레이더에서 신호감쇄가 일어났

음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감쇄보정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글어스를 통해 제안하는 플랫폼 상

에서 기상자료 분석을 위해 레이더 영상들 뿐 아니

라, 다른 형식의 기상 응용자료들도 실시간 생성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Fig. 13으로부터 나타내었다.

Fig. 13은 레이더 기상 에코로부터 순간강우량을 추

정하여 2차원 영상으로 표현하고, 매 순간 강우량에 

대한 누적치를 입체 지도상에 3차원 맵핑(mapping)

함으로서 유역 범람, 돌발 홍수 예측 등의 재난 예경

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한 예이다.

Fig. 13-(b) 및 (c)는 각각 레이더변수로부터 추정

되는 순간강수량과 레이더 및 지상우량계를 이용한 

누적강우량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레이더 순

간강수량은 레이더 관측 고도선상에 투사하는 동시

에 누적강우량은 지상으로부터의 3차원 그래프형식

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인성과 직관성을 향상시키며,

시간축 상에서의 강수패턴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였다. Fig. 13-(e)와 (f)는 레이더 추정 누적강수로

부터 돌발홍수 위험지역을 결정하고 경보하는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속 경고표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지역을 나타낸다. 따라서 Fig. 13으로부

터 제안하는 RT-MROP 상에서 기상과 관련된 다양

한 부가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상 분석과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였

다.

(a) (b)

Fig. 12. comparison of spatio-temporal resolutions between Mt. Gwang-duk and Go-yang radar on RT-M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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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다중 레이더 자료의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을 제안함으로서 시공간 해상

도가 다양한 레이더 자료들에 대해 자료동화 및 동기

화 등과 같은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실시간 공동 관

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따라서, 다양한 시공간적 해

상도의 자료들에 대해 즉각적인 통합 모니터링 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돌발기상에 의한 

재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측 및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제안 기술은 별도의 부

가적인 장비나 고도의 기술적 메커니즘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지며, 방대한 레이더자료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부

하를 고려하여 최소의 데이터를 각 사이트에서 직접 

전송하므로 자료전송의 대역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각 레이더 사이트의 분석서버 

혹은 데이터 서버를 활용하여 기 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방대한 레이더자료의 분산처리를 통한 

기상상황의 실시간 관측 및 예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기술은 기상 

예측 및 분석을 위한 기존의 고도화된 시스템과 별도

로 운영되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기

술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범부처간 레이더 공동 

활용 및 기타 응용 기술 개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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