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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new algorithm for identifying and tracking

the convective cells in three dimensional reflectivity fields in Cartesian coordinates. First, the

radar volume data in spherical coordinate system has been converted into Cartesian coordinate

system by the bilinear interpolation. The three-dimensional convective cell has then been

identified as a group of spatially consecutive grid points using reflectivity and volume

thresholds. The tracking algorithm utilizes a fuzzy logic with four membership functions and

their weights. The four fuzzy parameters of speed, area change ratio, reflectivity change ratio,

and axis transformation ratio have been newly defined. In order to make their membership

functions, the normalized frequency distributions are calculated using the pairs of manually

matched cells in the consecutive radar reflectivity fields. The algorithms have been verified for

two convective events in summer season. Results show that the algorithms have properly

identified storm cells and tracked the same cells successively. The developed algorithms may

provide useful short-term forecasting or nowcasting capability of convective storm cells and

provide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severe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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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류세포와 같은 국지성 중규모 위험기상은 낙뢰, 우

박, 강한 강수, 하강기류 등을 동반하며, 수 분에서 수

시간이내에 급격히 발달하고 소멸하므로 예측이 어렵

다. 수 백 km 반경의 영역에 대해 수 백 m의 공간 분

해능과 5~10분의 시간 간격으로 관측자료를 제공하는

기상레이더는 대류세포의 감시와 추적에 필수이다. 그

러나 예보자가 기상레이더 자료에 나타난 모든 위험기

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보를

위해서는 기상레이더 자료에서 자동으로 위험기상을

판별하고, 정량적인 정보들을 예보자에게 제공하는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 기상레이더로부터 3차원 볼륨관

측자료가 생산되면서 초단기 예측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대류세포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추적하는 알고리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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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1)교차상관방법

(cross-correlation method), 2)중심추적방법(centroid

identification and tracking method), 3)융합추적방법

(combination tracking method)이 있다. 교차상관방법은

연속된 시간에서의 2차원 반사도 자료 사이의 교차상관

의 계산을 통해 영역내 모든 격자점의 이동벡터를 산출

하는 방법이다(e.g. Bellon and Austin, 1978; Rinehart

and Garvey, 1978; Austin and Bellon, 1982; Tuttle and

Foote, 1990; Klingle-Wilson et al., 1993; Li et al., 1995;

Lai 1999; Li et al., 2004).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Rinehart and Garvey(1978)의 Tracing Radar Echoes by

Correlaton(TREC)이 있다. 교차상관방법은 전체 반사도

장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며 대류성

에서 층운형까지 모든 형태의 에코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개별적인 대류세포의 판별이나

추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 대류세포에 대한 특성

이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Johnson et al.,

1998; Han et al., 2009). 이와 별도로 개별 대류세포를

판별하고 개별 대류세포에 대해 이동벡터를 산출하고

추적하는 중심추적방법이 개발되었다(e.g. Bjerkass and

Forsyth, 1979; Rosenfeld, 1987; Dixon and Wiener, 1993;

Johnson et al., 1998; Handwerker, 2002). 중심추적방

법은 판별한 개별 대류세포에 대한 다양한 물리적 특

성들과 이동속도 및 방향 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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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알고리즘으로는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NCAR)의 Dixon and Wiener(1993)에 의해

개발된 Thunderstorm Identification, Tracking, Analysis,

and Nowcasting(TITAN)과 National Severe Storms

Laboratory(NSSL)와 오클라호마 대학의 Johnson et al.

(1998)에 의해 개발된 Storm Cell Identification and

Tracking(SCIT)이 있다. 다음으로 교차상관방법과 중

심추적방법을 조합한 융합추적방법이 개발되었다(e.g.

Lakshmanan et al., 2003; Han et al., 2009). 융합추적

방법은 교차상관방법으로 계산한 각 격자별 이동벡터들

중 중심추적방법으로 판별한 대류세포에 해당하는 격

자들의 이동벡터를 평균하여 해당 대류세포의 이동벡

터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기상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위

험기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경보와 위험정보를 실시

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들을 개발하여 현업에 활용하고

있다(e.g. Bellon and Austin, 1978; Austin and Bellon,

1982; Klingle-Wilson et al., 1993; Evans and Ducot,

1994; Jackson and Jesuroga, 1995; Golding, 1998; Johnson

et al., 1998; Li et al., 2004). 이에 반해 대류세포 판별

및 추적 알고리즘의 개발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전무

하다. 다만 TITAN과 SCIT을 도입하여 인공증우를 위한

구름분석과 집중호우의 강우분석에 각각 이용하였다

(정영선 등, 2000; 곽용문 등, 2003; 심재관 등, 2006;

정성훈 등, 2006; 이정순 등, 2007).

TITAN의 추적알고리즘은 시간에 따른 대류세포의

이동거리와 부피변화가 적을수록 동일한 대류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을 헝

가리안 기법(hungrian method)으로 조합하여 대류세포를

추적한다. 그러나 사용된 가정은 실제 관측 자료에 근

거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가정에서 사용한

대류세포의 부피는 레이더 관측 전략이나 레이더로부

터의 거리와 같은 인위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대류세포 추적을 위한 변수로 적절하지 않다. 그 결과

유사한 규모의 대류세포들이 밀집하여 발달하거나 대

류세포가 단시간에 급격히 성장할 경우 추적 오차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TITAN을 국내에 적용한 결과 복

잡한 지형의 영향으로 소규모 대류세포들이 좁은 지역

에 밀집하여 발생하여, Dixon and Wiener(1993)의 결과와

달리 대류세포의 병합과 분리를 적절하게 구별하지

못하였다(정영선 등, 2000).

SCIT는 이동벡터를 이용하여 현재의 대류세포를 다음

시간대의 대류세포와 중첩하였을 때 중첩영역이 넓거나

중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동일한 대류세포로 추적하는

중첩기법(overlapping method)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초기 이동벡터 추정치의 오차가 크면 추적 오차도 커지

며 지형 등의 영향으로 대류세포의 이동 경향성이 변하

거나 좁은 지역에 밀집하여 대류세포들이 발생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다. 초기 이동벡터는 1) 교차상관방법

으로 산출하거나 2) 수치모델 등의 외부 바람자료가 사

용될 수 있으며, 3)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

다. 우리나라는 복잡한 지형의 영향으로 소규모 대류세

포들이 좁은 지역에 밀집하여 발생하므로 개별 대류

세포들에 대한 정확한 초기 이동벡터의 산출이 어렵다.

SCIT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해 약 40분 정도의 예측

선행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성적인 분석에

국한되었다(이정순 등, 2007). 이들 알고리즘들은 모두

대류세포의 물리적인 특성에 기초한 통계결과를 사용

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결정된 가정에 기초하여 대류

세포를 추적하고 있으며 모두 국외 연구기관에서 개발

되어 한반도에서 발달한 대류세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알고리

즘의 개선이나 수정이 어려워 활용성이 낮다. 본 연구

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시간대의 대류세포들의 특성의

변화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대류세포 추적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여러 특성 변화값을 최적으로

조합하기 위하여 퍼지논리(fuzzy logic)를 적용하였다.

Lotfi Zadeh가 최초로 제안한 퍼지논리는 0과 1이 아

닌 모호함을 허용하는 퍼지집합(fuzzy set)을 이용하며 전

통적인 참과 거짓 혹은 0과 1의 이분법에 기초한 결정

론적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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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deh, 1965; 1975). 기상레이더 분야에서는 지형에코와

이상전파(AP, anormalous propagation)를 제거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였다(Kessenger et al., 1999; Cho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Dixon and Wiener(1993)에서 사용한

대류세포 판별 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레이더 반사도

자료에서 대류세포 판별하였다. 공군 광주기지의 기

상레이더 자료를 이용하여 대류세포 탐지 및 특성을

산출하였으며, 판별한 대류세포의 특성들을 이용하여

퍼지논리에 기반한 새로운 대류세포 추적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공군 광주기지에 위치한 C-band 도

플러 기상레이더(KWJ)의 반사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KWJ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KWJ의 관측전략은

관측반경에 따라 장거리 관측모드와 단거리 관측모드로

나뉘며, 각 관측모드는 5분 간격으로 교대로 수행된다.

장거리 관측모드가 단거리 관측모드에 비해 넓은 영역

의 관측자료를 제공하지만, 고도각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균일한 3차원 정보 제공에는 단거리 관측모드가 더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일성과 3차원 관

측능력을 고려하여 단거리 관측모드에서 생성된 레이더

반사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단거리 관측모드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단거리 관측모드는 8개 고도각으로

구성되며, 최저 고도각 0.5o에서부터 5번째 고도각(4.5o)

까지는 빔폭(1.0o) 간격으로 관측한다. 6번째 고도각부

터는 빔폭보다 넓은 고도각 간격으로 최대 12.0
o까지

관측한다. 대류세포 판별에서 지형에코의 영향을 최

소화하고자 신호처리 단계에서 Infinite Impulse Response

(IIR) 필터를 이용하여 지형에코를 제거한 반사도 자

료를 이용하였다.

대류세포 추적 알고리즘의 개발에는 5개 대류세포

사례를 사용하였으며 Table 3과 같다. 추적 알고리즘의

검증에는 2개의 대류세포 사례를 사용하였으며 Table 4

와 같다. 첫 번째 사례는 2008년 5월 17일 1355UTC~

1645UTC의 사례로 대류세포들이 서해안으로부터 유입

되어 내륙에서 발달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한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는 2008년 8월 2일 1955UTC~2105UTC의

기간으로 다수의 대류세포들이 KWJ 주변 내륙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동쪽으로 이동한 사례이다.

3. 연구 방법

전체 알고리즘은 직교좌표계의 3차원 반사도(Constant

Altitude Plan Position Indicator, 3D CAPPI) 생성 알

Table 1. Characteristics of C-band weather radar located at

Kwangju airbase (KWJ).

Characteristics Value

Transmitter

Band Type C-band

Wavelength[cm] 5.6

Frequency [MHz] 5,321

Transmitter type magnetron

Peak Power [kW] 250

PRF[Hz] 250, 1180

Pulse width[µsec] 0.8, 2.0

Polarization single (horizontal polarized)

Antenna

Type parabola

diameter [m] 4.3

Beam width[
o
]

1.0

(measured at the -3 dB points)

Gain[dB] above 45

Table 2. Characteristics of short range scanning mode for

KWJ.

Characteristics Values

PRF [Hz] 1,180

Pulse length [µsec] 0.8

Max. obs. range [km] 112

Nyquist velocity [ms
−1

] 16.63

Gate size [m] 1,000

Number of gates 112

Elevation angle [°] 0.5, 1.5, 2.5, 3.5, 4.5, 6.0, 8.0, 12.0

Table 3. Radar data used to develop the membership

functions of fuzzy parameters.

Period (UTC)
# of 

storm

Life cycle

(minute)

max. min. avg.

1 1205 ~ 1555 18 July 2008 10 230 10 58

2 1445 ~ 1645 19 July 2008 2 120 10 65

3 2345 19 July ~ 0145 20 July 2008 10 120 10 43

4 0305 ~ 0455 20 July 2008 13 110 10 36

5 1035 ~ 1235 24 July 2008 10 100 10 44

Table 4. Radar data used to verify the new tracking

algorithm.

Event Period (UTC)

1 1355 ~ 1645 17 May 2008

2 1955 ~ 2105 02 Au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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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 대류세포 판별 및 특성 산출 알고리즘, 퍼지

논리에 기초한 대류세포 추적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3.1. 3차원 CAPPI 반사도 생성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직교좌표계(Cartesian coordinate

system)의 반사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류세포를 판별

하고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Mohr and

Vaughn(1979)이 제시한 bilinear내삽 방법을 이용하여

레이더 자료를 직교좌표계로 변환하였다. 레이더 자료를

직교좌표계로 변환하면 내삽으로 인한 자료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류세포의 탐지 및 추적, 특성 산출

의 계산과정이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 좌표변환으로

인한 반사도의 변형과 관련하여, 연직방향 내삽만을

고려한 좌표변환이 대류성 에코의 구조를 잘 보존하

였다(Zhang et al., 2005). 본 연구에서 사용한 bilinear

내삽방법은 연직방향 내삽과 유사하므로 대류세포 판

별을 위한 좌표변환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Mohr

and Vaughn(1979)의 방법은 3D CAPPI를 생성하기 위해

우선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수평 및 연직 분해능과 격

자규모에 따라 직교좌표계의 3차원 격자자료를 생성

한다. 다음으로 3차원 직교좌표계의 각 격자점 (x, y, z)

를 구면좌표계 (r, θ, φ)로 전환하고, 임의의 (r, θ, φ)를

고도각, 방위각, 시선방향으로 둘러싼 레이더 자료내

가장 가까운 8지점의 반사도를 이용하여 거리에 반비

례하면서 가중 평균된 반사도를 산출한다(Fig. 1). Mohr

and Vaughn(1979)은 지구의 곡률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좌표를 변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구의 곡률효과와

표준대기(standard atmosphere)에서 레이더파의 굴절을

고려하여 3D CAPPI를 생성하였다. 3D CAPPI는 단거리

관측모드의 전체 관측영역(반경 112 km)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평 규모가 240 km이며, 수평 분해능 500 m의

481 × 481개 xy평면격자로 구성된다. 연직으로는 여름철

중위도 대류세포의 크기를 고려하여 고도 0.5 km에서

최대 15.0 km까지 연직 분해능 500 m의 30개층으로

구성된 3D CAPPI를 생성하였다.

3.2. 대류세포 판별 알고리즘

3.2.1. 대류세포의 정의

레이더 반사도 자료를 이용한 대류세포의 판별에서

대류세포는 반사도 문턱값 이상의 반사도를 가지며

동시에 부피 문턱값 이상의 3차원 부피를 가지는 연

속된 반사도 격자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Dixon and

Wiener, 1993; Johnson et al., 1998; Han et al., 2009).

Dixon and Wiener(1993)는 대류세포 판별을 위한 적절한

반사도 문턱값의 범위로 30~40 dBZ를 제시하였으며,

TITAN의 개발에는 평균값인 35 dBZ를 사용하였다. 이

들의 연구에 따르면 반사도 문턱값이 높을수록 판별한

대류세포의 부피가 작아서 좁은 지역에 인접하여 발달

한 개별 대류세포를 판별할 때 용이하지만, 연속된 대류

세포를 개별 대류세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 반사도

문턱값이 낮아지면 작은 독립된 대류세포들을 병합된

하나의 큰 대류세포로 판별한다. 부피 문턱값은 지형

에코 제거 후 잔여 에코나 잡음을 대류세포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 부피 문턱값이 너무 높으면 발달

초기의 작지만 강한 독립된 대류세포들을 탐지하지

못한다. 반면, 너무 낮으면 소멸중인 적운이나 잡음을

대류세포로 판별한다(Dixon and Wiener, 1993; Johnson

et al., 1998; Ha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Dixon and Wiener(1993)의 연구에

기초하여 반사도와 부피 문턱값으로 각각 30 dBZ와

50 km3를 사용하였다. 문턱값들은 탐지대상이나 목적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문턱값들 또한 대

류세포 판별 및 추적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값들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류세포를 정의하는 절대적

인 값은 아니다.

3.2.2. 대류세포의 판별

대류세포의 판별 과정은 개별 반사도 격자점(elements)

에서 3차원의 대류세포(storm3D)에 이르는 점진적인 판

별 및 그룹화를 통해 완성된다. 각 과정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와 정의는 Table 5와 같다. 대류세포를 판별

하기 위한 가장 최소 단위는 반사도 문턱값을 초과하는

개별 격자점이며 element로 정의하였다. x방향으로 연

속하여 인접한 element들을 segment로 정의하였다. y방

향으로 인접한 segment들의 2차원 그룹을 component로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z방향으로 인접한 component들

을 그룹하여 3차원의 storm3D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storm3D를 지면으로 투영시켜 2차원 대류세포를 생성

하였으며 storm2D로 정의하였다. 3차원 CAPPI에서의

대류세포판별 과정은 Fig. 2와 같으며 요약하면 다음의

5단계로 구성된다.

Step 1: 3차원 CAPPI에서 반사도 문턱값을 초과하는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ordinate transformation to

make 3D CA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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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점을 검색하여 목록화 하고 각 격자점마다 식별

번호(ID)를 부여(element의 판별).

Step 2: 각 xy평면에서 x축 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element들을 그룹화하여 segment를 판별. 각 segment내

가장 낮은 element ID를 해당 segment ID로 부여.

Step 3: 각 xy평면에서 y축 방향으로 인접한 segment

들을 그룹화하여 component를 판별. 각 component내 가

장 낮은 segment ID를 해당 component ID로 부여.

Step 4: 3차원 CAPPI에서 z축 방향으로 인접한

component들을 그룹화하여 storm3D를 판별. 해당 storm3D

내 component의 ID 중 가장 낮은 ID를 해당 storm3D의

ID로 부여.

Step 5: storm3D를 지면으로 투영하여 2차원의

storm2D를 생성. storm2D의 ID는 storm3D의 ID와 동일.

storm3D와 storm2D가 판별되면 storm3D와 storm2D의

정량적인 특성과 Zittel(1976)에 따라 storm2D를 대표

하는 타원 정보를 산출한다. 판별한 대류세포는 storm2D

와 storm2D의 타원을 중첩한 영상으로 표출된다.

3.2.3. 대류세포의 특성 산출

대류세포 판별 알고리즘은 storm3D와 storm2D를 판

별한 후 각각에 대한 정량적인 특성들을 제공하며

Table 6과 같다. ID는 판별한 storm3D의 식별번호를

나타내며 0번부터 정수형 숫자로 부여된다. LAT, LON

와 HGT는 각각 storm3D의 3차원 중심의 위·경도와

고도를 나타낸다. WGTLAT, WGTLON과 WGTHGT는

각각 storm3D의 반사도로 가중 평균된 중심위치의

위·경도와 고도에 해당한다. AVGDBZ는 storm3D의

평균 반사도이며, MAXDBZ, MAXLAT, MAXLON,

MAXHGT는 각각 storm3D내 최대 반사도와 최대 반

사도를 가진 격자점의 위·경도와 고도이다. VOL, TOP,

BASE는 각각 storm3D의 부피, 최고고도, 최저고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각각의 storm3D를 2차원으로 투영한

storm2D로부터 산출한 특성들을 제공한다. 2DLAT와

2DLON은 storm2D의 중심 위·경도를 나타낸다. RMJ,

RMN, ANG는 각각 storm2D를 대표하는 타원의 장·

단축의 길이와 x축에 대한 장축의 수학적 회전각을

나타낸다. AREA는 storm2D의 면적이다. 이들 특성들은

대류세포 추적 알고리즘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며, storm2D

로부터 산출된 2DLAT, 2DLON, RMJ, RMN, ANG는

표출에 사용된다.

3.3 대류세포 추적 알고리즘

3.3.1. 퍼지변수의 정의

퍼지변수는 Table 6에 나타난 2차원과 3차원 대류

세포 특성들 중 대류세포의 평균적인 특성을 잘 나타

내며 동시에 상호독립적인 대류세포 특성들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대류세포 특성들 중 대류세포의 부피나

최대고도, 최저고도와 같이 레이더 관측 고도각, 차폐

등의 관측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값이 크게 변하는

Table 5. Definition of parameters used to identify the convective cell in the 3D CAPPI.

Name Dimension Definition

element 1 grid point Each grid point(x, y, z) above reflectivity threshold

segment 1 Group of consecutive elements along x-axis on each xy plane of 3D CAPPI

component 2 Group of consecutive segments along y-axis on each xy plane of 3D CAPPI

storm3D 3 Group of consecutive component along z-axis on the 3D CAPPI

storm2D 2 Projected storm3D onto xy surface

Fig. 2. Flow chart of storm identific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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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상호 높은 상관성을 가진

특성들의 경우 대류세포의 평균적인 특성을 더 잘 나

타내는 하나의 특성만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대류

세포의 강도를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반사도와 최대반

사도 중 대류세포의 평균적인 경향을 더 잘 나타내는

평균반사도를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류세포 추적을

위한 4가지 퍼지변수로 이동속도(speed, SPD), 평균

반사도 변화율(reflectivity change ratio, RCR), 면적변

화율(area change ratio, ACR), 축변형율(axis transformation

ratio, ATR)을 사용하였다.

SPD는 연속된 두 시간대에서 판별한 storm3D들의

중심위치로 계산한 이동속도로 ms−1단위이며 식 (1)

에 따라 계산한다.

(1)

여기서 , 와 , 는 각각 과거시간 t−∆t과

현재시간 t에 판별한 storm3D의 중심위치의 x, y 좌

표를 나타내며 m, n는 t−∆t와 t에 판별한 storm3D의

ID이다.

RCR은 두 시간대에서 판별한 storm3D들 사이의 평균

반사도의 변화율로 현재 시간대에 판별한 storm3D의

평균 반사도에 대한 과거와 현재 판별한 대류세포들

사이의 반사도 차이의 비율로 정의되며 무차원의 값

으로 식 (2)에 따라 계산된다.

(2)

여기서 과 는 각각 과거시간 t−∆t과 현재시

간 t에 판별한 storm3D들의 평균 반사도를 나타내며

dBZ단위이다.

ACR은 현재 시간대에 판별한 storm2D의 면적에 대한

과거와 현재 판별한 storm2D들 사이의 면적차이의 비

율로 정의되며 RCR과 같이 무차원의 값으로 식 (3)에

따라 계산된다.

(3)

여기서 와 는 각각 과거시간 t−∆t과 현재시

간 t에 판별한 storm2D의 면적으로 km-2단위이다.

ATR은 현재 시간에 판별한 storm2D를 대표하는 타

원의 장축과 단축에 대한 과거와 현재 시간에 판별한

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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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orm properties derived from the identified storm3D and storm2D.

No. Name Unit Description

1 ID - Identification number

2 LAT oN Latitude centroid of storm3D

3 LON
o
E Longitude centroid of storm3D

4 HGT km Height centroid for storm3D

5 WGTLAT oN Latitude of reflectivity weighted centroid of storm3D

6 WGTLON
o
E Longitude of reflectivity weighted centroid of storm3D

7 WGTHGT km Height of reflectivity weighted centroid of storm3D

8 AVGDBZ dBZ Mean reflectivity of storm3D

9 MAXDBZ dBZ Maximum reflectivity of storm3D

10 MXZLAT oN Latitude of MAXDBZ

11 MXZLON oE Longitude of MAXDBZ

12 MXZHGT km Height of MAXDBZ

13 VOL km3 Volume of storm3D

14 TOP km Top height of storm3D

15 BSE km Base height of storm3D

16 2DLAT oN Latitude centroid of storm2D

17 2DLON oE Longitude centroid of storm2D

18 RMJ km Major axis of storm2D ellipse 

19 RMN km Minor axis of storm2D ellipse 

20 ANG o Rotational angle of RMJ relative to x-axis

21 AREA km
2

Area of storm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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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2D들의 장·단축의 변화율로 정의되며 무차원으로

식 (4)에 따라 계산된다.

(4)

여기서 , 와 , 는 각각 과거시간 과

현재시간 에 판별한 storm2D 타원의 장축과 단축을

나타내며 km단위이다. 장축과 단축의 변형비율은 각

각 동일한 가중치( )로 가중되어 합산된다.

3.3.2. 소속함수의 개발

대류세포의 특성을 반영한 추적알고리즘을 개발하

고자 판별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한 특성을 이용하여 퍼

지논리의 소속함수를 개발하였으며 절차는 Fig. 3과

같다. 소속함수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시간대별로 판

별한 대류세포의 기준이동경로가 정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한 주관적인

수동추적을 통하여 Table 3의 사례에 대해 대류세포

기준이동경로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대류세포 기준

이동경로의 대류세포쌍들에 대한 특성정보로부터 4가지

퍼지변수들을 계산하고, 최대 빈도로 정규화된 빈도분포

(normalized frequency distribution, NFD)를 작성하였다.

각 퍼지변수의 NFD를 해당 퍼지변수의 소속함수로

사용하였다.

3.3.3. 대류세포의 추적

연속된 두 시간대에서 각각 판별한 대류세포들의 퍼

지변수들에 대한 소속값(membership value, MV)이 계

산되면 식 (5)에 따라 각각의 MV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합산하여 최종 소속값(total membership value,

MVtotal)을 산출한다(Cho et al., 2006).

(5)

여기서 Wi각 소속함수에 대한 가중치, i는 퍼지변수의

번호, MVi는 퍼지변수별로 계산된 각 소속값을 나타

낸다. 각 MV의 가중치는 Table 7과 같다. 각 소속값들은

사례 실험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산출하였다. 계산된 최

종 소속값이 문턱값(0.5)을 초과하면 서로 다른 두 시

간에 판별한 두 대류세포쌍을 동일한 대류세포로 판

단한다.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시간대에 판별한 두 대

류세포가 동일한 대류세포로 판별되면 대류세포 추적

목록이 작성되며, 대류세포 판별 영상에서 두 대류세

포의 중심을 연결하여 대류세포가 동일한 대류세포임

을 표시한다.

4. 연구 결과

4.1. 대류세포 판별

대류세포 판별 알고리즘을 Table 3의 사례에 적용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의 왼쪽은 CMAX 반사도

영상이며 오른쪽은 storm2D와 storm2D를 대표하는 타

원을 중첩한 영상이다. 오른쪽 영상에서 타원 주변의

숫자는 storm3D의 ID를 나타낸다. Fig. 4에서 CMAX

반사도 영상과 비교할 때 개별 대류세포들을 잘 탐지

하였다.

독립된 개별 시간대에서의 대류세포 판별 및 특성

산출과 함께 시간에 따른 대류세포의 변화나 이동을 감

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속된 일련의 시간에서 판별한

storm2D의 타원을 중첩하여 표출한 후, 타원의 중첩

정도를 분석하면 대류세포의 이동에 대한 정성적이고

직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타원의 크기 변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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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dure to determine fuzzy membership functions

in tracking algorithm.

Table 7. Weights of four fuzzy parameters.

Parameters Weights

SPD [ms
−1

] 0.5

RCR 0.1

ACR 0.2

AT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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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간에 따른 대류세포의 성장, 소멸도 추정할 수 있

다. Fig. 5는 Table 3의 사례에서 판별한 storm2D의 타원

을 중첩한 결과이다. Fig. 5에서 대류세포 판별 시간이

현재 시간에서 멀수록 타원이 따뜻한 색(붉은 색 혹은

자주색)으로 표현되며, 시간이 가까워 질수록 차가운 색

계열(파란색 혹은 푸른색)로 바뀐다. 타원의 중첩, 인

접성, 크기의 연속적인 변화에 근거하여 대류세포의

이동을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타원의 색상 변

화를 통하여 대류세포의 지속시간을 알 수 있다.

4.2. 대류세포 추적

4.2.1. 소속함수 개발결과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Table 3의 사례에

대해 대류세포를 추적한 결과, 각 사례별로 2~13개,

총 45개의 기준이동경로가 결정되었다. 추적된 대류세포

의 수명은 최대 230분, 최소 10분이었으며 평균 30분 이

상이었다. 대류세포 추적 알고리즘 개발에는 총 250개의

대류세포 쌍이 사용되었다. 대류세포의 기준이동경로에

따라 storm3D와 storm2D의 특성정보를 이용하여 각

퍼지변수의 NFD를 도출하였으며, 결과는 Fig. 6과 같

다. 그림에서 x축은 퍼지변수값이며 y축은 로 연속된 두

시간대에서 판별한 대류세포쌍이 동일한 대류세포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SPD는 10~12 ms−1 사이의 계급과

16~18 ms
−1의 계급에서 최대 빈도가 나타나는 bimodal

형태의 MF가 나타났다. 그러나 bimodal은 사용한 자료

의 수가 적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류세포쌍들의

SPD는 모두 4 ms−1~26 ms−1의 범위에만 분포하였다. 이

Fig. 5. Examples of the overlapped storms ellipse for the

fives events shown in Table 3.

Fig. 4. Examples of CMAX(left) and storm2D(right) image

for five events listed in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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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값을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로 환산하면 최소 2.4 km,

최대 15.6 km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xon and Wiener(1993)은 대류세포쌍 사이의 이동

속도가 클수록 동일하지 않은 대류세포로 판별하였다.

그러나 대류세포의 특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Fig. 6(a)

에서 10 ms−1보다 낮은 속도에서는 이동속도가 작을수록

동일한 대류세포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류세포들은 10~18 ms
−1에서 동일한 세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속도가

증가할수록 동일한 세포일 가능성은 낮아진다. 예를

들면, Fig. 6(a)에서 두 대류세포의 SPD가 13 ms−1이면

소속값이 0.84로 두 대류세포가 동일한 대류세포일 가

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Fig. 6(b)는 평균 반사도 변화율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대류세포들은 20% 미만의 평균 반사도 변화율을 보이

며 평균반사도 변화율이 작을수록 동일한 대류세포일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b)에서는 RCR이

0.0일 경우 1.0의 MV, RCR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MV

가 감소하여 0.18 이상의 RCR에서는 MV가 0.0이었

다. 동일한 대류세포는 10분 내에 18% 미만의 평균

반사도 변화를 보였다.

Fig. 6(c)는 2차원 면적 변화율을 나타내며 이 또한

면적변화율이 작을수록 동일한 대류세포일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분 동안 대류세포의 2차원 면적

이 최대 과거 대류세포의 240%까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병합과 소멸과정으로 인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ACR이 0.65이하인 동일 대류세포가 9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대류세포들은 면적변화가 65%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6(d)는 장축과 단축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추적된

대류세포들은 0.10~0.20 범위에서 축변형이 가장 빈

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빈도에서는(그

림은 보이지 않음) 전체 빈도의 90%가 0.4이내, 80%는

0.3이내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대류세포들은

10분 이내에 30 혹은 40% 미만의 장단축의 변화를 보이

며 자체의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적된 대류세포의 장단축의 변화는 최대 70% 이내

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대류세포 추적결과

대류세포 추적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Table 4의 두

사례에 대한 CMAX 반사도 영상은 Fig. 7, Fig. 8과

같다. 두 사례에서 대류세포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

하기 위해 대류세포의 타원을 중첩한 영상을 Fig. 9에

나타냈다. Fig. 7은 대류세포가 해상에서 발생하여 내

륙으로 접근하며 발달한 후, KWJ 상공을 통과하여 내

Fig. 6. Normalized frequency distribution of four membership parameters: (a) SPD, (b) RCR, (c) ACR and (d) A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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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에서 소멸한 사례이다(Fig. 9). Fig. 7의 사례기간 동안

판별한 대류세포를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추적한

결과 총 23개쌍으로 구성된 총 4개의 대류세포에 대한

기준이동경로가 추적되었다. 각 대류세포의 지속시간을

보면 최대 170분 지속되었으며 가장 지속시간이 짧은 대

류세포는 30분간 생존하였고 평균 77분 동안 지속되었

다. Fig. 8은 해안근처에서 대류세포가 발달하여 KWJ로

접근하고, KWJ 북동쪽의 산악지역에서 지형에 의한 작

은 대류세포들이 발생하여 서쪽으로 이동하는 사례이

다. Fig. 8의 사례기간 동안 총 46개의 쌍으로 구성된 총

14개의 대류세포에 대한 기준이동경로가 추적되었으

며, 대류세포는 최대 70분, 최소 10분, 평균 33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 기준이동 경로(Fig. 9(b))에

따르면 지속시간이 짧은 소규모 대류세포들이 산발적으

로 내륙에 많이 발생하는 예보자가 대류세포를 감시

하고 추적하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한다.

첫 번째 사례에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총 4개

의 경로(T1, T2, T3, T4)로 대류세포를 추적하였으며,

기준이동경로와 추적 알고리즘으로 추적한 경로는

Fig. 10,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숫자는 storm3D의

ID를 나타내며 추적 알고리즘의 추적경로와 기준이동

경로가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기준이동경로에서는

T4가 1605UTC에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적 알고

리즘은 T4가 10분 이전인 1555UTC에 소멸한 것으로 추

적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의 회색 그늘칠과 Fig. 10

의 파선 사각형 영역에 해당한다. 추적 알고리즘을 분석

한 결과, 추적 알고리즘에서도 1555UTC의 1번 대류세포

와 1605UTC의 2번 대류세포의 MV값을 가장 높게 계

산하였으나 0.45로 문턱값 0.5보다 작아 동일한 대류세

포로 추적하지 않았다. 두 대류세포의 SPD와 RCR은

각각 15.44 ms
−1와 0.05로 SPD와 RCR의 MV가 0.75와

0.52로 높게 나타났으나, ACR과 ATR이 각각 1.24와 0.60

으로 큰 값을 나타내 MV가 각각 0.06과 0.06으로 낮게

Fig. 7. CMAX images for the event 1 listed in Table 4.

Fig. 8. Same as in Fig. 7 except the event 2.

Fig. 9. Overlap images of convective cell ellipse for the

(a)event 1 and (b)event 2 listed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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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1555UTC의 1번 대류세포에서 작은 세

포가 분리하면서 소멸되어 전체 면적과 모양이 많이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의 기준이동경로와 추적알고리즘에 의한

추적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추적경로영상은 Fig. 11과

같다. Table 9에서 회색 그늘칠로 표시한 부분은 기준

추적경로와 추적알고리즘에 의한 경로가 서로 다른 경

우를 나타낸다. Table 9에서 총 14개의 기준이동경로가

판별되었으며, 추적알고리즘은 13개의 대류세포를 추

적하였다. 기준이동경로에서는 T7의 대류세포가 2005UTC

에 소멸되었으나 추적 알고리즘은 기준추적경로의 T7과

T12를 T7로 추적하였다. 2005UTC에 T7의 6번 대류

세포와 2015UTC에 T12의 8번 대류세포가 0.82의 높은

값으로 동일한 대류세포로 추적되었으며 SPD, ACR,

ATR, RCR가 각각 0.84, 0.78, 0.72. 1.00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두 대류세포는 4가지 퍼지변수로는 구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준추적경로에서는

T6을 1955UTC의 5번 대류세포로부터 추적하였으나,

추적 알고리즘은 2005UTC에 소멸된 1955UTC의 8번

대류세포로부터 추적을 시작하였다. 기준추적경로에서

T6의 2005UTC 8번 대류세포가 1955UTC 5번 대류세

포보다 1955UTC 8번 대류세포와 SPD, ACR, ATR값

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추적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대류세포를 정확하게 추

적하였으나, 유사한 크기와 평균 반사도를 가진 작은

대류세포들이 좁은 지역에서 밀집하여 시간에 따라 연

속적으로 발생하고, 병합 또는 분리에 의하여 시간에

따라 대류세포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할 경우 추적에

오차를 나타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C-band 광주 기상레이더의 3차원 레이

더 반사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류세포를 자동으로 판별

하고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대류세포 판별

및 추적 알고리즘은 3차원 직교좌표계에서 수행되며

이를 위해 레이더 반사도 자료를 3차원 직교좌표계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대류세포 판별 알

고리즘은 반사도와 부피 문턱값을 이용하여 3차원 직

교좌표계에서 반사도 문턱값보다 큰 반사도를 가지는

연속된 격자점의 집합 중 부피 분턱값을 초과하는 집

합을 대류세포로 판별한다. 그리고 판별한 3차원 대

류세포를 2차원 평면으로 투영시켜 2차원 대류세포를

생성하고, 3차원과 2차원 대류세포의 특성을 정량적

으로 제공한다. 판별 알고리즘은 또한 대류세포의 대

표타원들을 중첩하여 대류세포의 이동, 성장, 소멸에

대한 정보를 정성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실제 분석에

서도 타원중첩영상이 대류세포의 이동을 잘 나타냈다.

Fig. 10. Overlap images of convective cell ellipse cell

overlaid with (a)reference cell route and (b)cell route tracked

by the developed tracking algorithm for event 1.

Table 8. History of reference and tracked cell tracks for the

event 1 in Table 4.

Date Time (UTC)

Cell tracking route 

(reference / tracked)

T1 T2 T3 T4

17 May 2008

1355 0 / 0 - / - - / - - / -

1405 0 / 0 - / - - / - - / -

1415 0 / 0 - / - - / - - / -

1425 0 / 0 - / - - / - - / -

1435 0 / 0 - / - - / - - / -

1445 0 / 0 - / - - / - - / -

1455 0 / 0 - / - - / - - / -

1505 2 / 2 0 / 0 - / - - / -

1515 1 / 1 0 / 0 - / - - / -

1525 1 / 1 0 / 0 2 / 2 - / -

1535 2 / 2 0 / 0 1 / 1 3 / 3

1545 0 / 0 - / - - / - 1 / 1

1555 0 / 0 - / - - / - 1 / 1

1605 1 / 1 - / - - / - 2 / -

1615 0 / 0 - / - - / - - / -

1625 0 / 0 - / - - / - - / -

1635 0 / 0 - / - - / - - / -

1645 0 / 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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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해 판별한 대류세포의 특

성정보로부터 퍼지논리의 소속함수를 산출하였다. 추적

알고리즘은 대류세포의 이동속도, 반사도와 크기의 변

화, 타원의 장반경과 단반경의 변화의 4가지 퍼지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퍼지변수의 정규화된 빈도분포를 산출

하여 소속함수로 사용하였으며, 소속함수의 가중치는

반복적인 조정작업을 통해 경험적으로 결정하였다. 알

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여름철 대류세포 2개 사례에

적용하였으며, 추적 알고리즘의 추적결과와 경험에 기

초한 주관적인 추적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4가지 퍼지변수를 이용하여 대류세포

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대류세포의

이동경향이나 이동방향 등을 사용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속함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

의 기간이 7월로 한정되어 있고 자료의 수가 적어 안정

적인 소속함수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추후 소속함수의 계절적인 변동을 고려

한다면 보다 개선된 대류세포 추적 알고리즘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류세포 판별과 추적 알고리즘을 다양한 사례에 적

용한 결과 기상레이더의 3차원 관측능력과 반사도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레이

더의 3차원 관측능력은 주변 관측환경, 관측전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단일 레이더를 자료를 사

용하면 감시영역이 레이더 주변 수 백 km로 제한된다.

그 결과 지속시간이 길거나 레이더 관측영역의 가장

자리에서 발생한 대류세포는 전체 지속시간 동안 추적

하지 못한다. 최대 관측고도각과 관련한 관측불능지역

(cone of slience)이 존재하며, 대류세포가 관측불능지

역에서 발생하거나 통과할 경우 대류세포의 판별 및

추적에 제한이 있다. 관측 환경과 관련하여 KWJ와 같이

해발고도가 낮은 기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레이더는

주변 산악에 의해 저고도각에서 빔차폐가 발생하며,

차폐영역에서는 대류세포의 판별과 추적에 한계가 있

다. 그리고 KWJ와 같이 C-band를 사용하는 기상레이

더들은 강한 대류세포들이 시선방향으로 연속하여 존

Table 9. Same as in Table 8 except for the event 2.

Date
Time

(UTC)

Storm tracking history (reference / tracked)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02 Aug. 2008

1955 0/0 1/1 2/2 3/3 4/4 5/8 6/6 7/7 -/- -/- -/- -/- -/- -/-

2005 0/0 1/1 3/3 4/4 5/5 8/8 6/6 7/7 2/2 -/- -/- -/- -/- -/-

2015 0/0 2/2 5/5 6/6 7/7 9/9 -/8 -/- 3/3 1/1 4/4 8/- -/- -/-

2025 -/- 2/2 4/4 5/5 6/6 9/9 -/8 -/- 7/7 0/0 3/3 8/- 1/1 -/-

2035 -/- 2/2 6/6 7/7 -/- -/- -/10 -/- 4/4 0/0 5/5 10/- 1/1 3/3

2045 -/- 1/1 -/- 4/4 -/- -/- -/- -/- -/- 0/0 3/3 -/- -/- 2/2

2055 -/- 1/1 -/- 5/5 -/- -/- -/- -/- -/- 0/0 4/4 -/- -/- 2/2

2105 -/- 4/4 -/- 6/6 -/- -/- -/- -/- -/- 3/3 5/5 -/- -/- -/-

Fig. 11. Same as in Fig. 10. except for the event 2.



정성화·이규원·김형우·국봉재 255

Atmosphere, Vol. 21, No. 3. (2011)

재할 경우 감쇄의 영향으로 강한 대류세포 후면에 위

치한 대류세포의 강도를 약하게 탐지하거나 탐지하지 못

할 수 있다. 감쇄의 영향이 적은 S-band 레이더에 개발

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

다. 단일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3차원 합성도를 사용하면 수평 및

연직 관측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곡

률과 지형차폐로 인한 관측공백영역과 기상레이더의

연직상공을 감시할 수 있다. 관측 주기와 관련하여 현재

관측의 주기가 10분으로 상대적으로 길어 대류세포 추

적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 보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수행할 경우 보다 정확한 대류세포의 추적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사도의 품질과 관련하여 AP,

채프(chaff), 밝은 띠(bright band)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잘못된 대류세포 판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정확한 품

질관리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류세포 판별 및 추적 알고리

즘은 실시간으로 대류세포를 감시, 탐지하여 특성을 정

량적으로 제공하므로 대류세포의 위험지수들을 산출

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위험기상의 자동감시, 추적 및

경보발령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예보자의 업무 피

로도를 경감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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