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mospher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Vol. 22, No. 3 (2012) pp. 309-319

309

CAPPI 반사도의 오차구조 및 지구곡률효과로 인한 거리오차 보정

유철상·윤정수*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접수: 2012년 4월 4일, 수정: 2012년 6월 24일, 게재확정일: 2012년 7월 5일)

The Error Structure of the CAPPI and the Correction of 

the Range Dependent Error due to the Earth Curvature

Chulsang Yoo and Jungsoo Yoon*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Received: 4 April 2012, Revised: 24 June 2012, Accepted: 5 July 2012)

Abstract It is important to characterize and quantify the inherent error in the radar rainfall to

make full use of the radar rainfall. This study verified the error structure of the reflectivity and

corrected the range dependent error in the CAPPI using a VPR (vertical profile of reflectivity)

model. The error of the CAPPI to display the reflectivity data becomes bigger for the range

longer than 100 km. This range dependent error, however, is significantly improved by corrected

the CAPPI data using the VP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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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시간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최근 많은 인적, 물

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

해서는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예측이 필요

하다. 넓은 관측 영역의 고해상도 자료인 레이더 강

우는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Sun, 2005; Berenguer and

Zawadzki, 2008). 그러나 전자기파를 통하여 간접적으

로 측정된 레이더 강우는 여러 오차를 내재하고 있다

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유철상과 김경준, 2007; 유

철상 등, 2007). 따라서 레이더 강우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강우에 포함된 각 오차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대표적인 레이더 강우의 오차로는 레이더 반사도를

강우 강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Z-R

변환 오차 (Battan, 1973; Austin, 1987; Rosenfeld

et al., 1993), 큰 건물이나 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

폐 (Andrieu et al., 1997; Gabella and Perona, 1998),

대기의 기압, 기온, 습도 등의 불균등한 연직분포로

인한 이상전파 (Battan, 1973), 지구 곡률효과로 인한

거리오차 등이 있다 (Andrieu and Creutin, 1995; Fabry

and Zawadzki, 1995; Vignal et al., 1999).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다양한 오차들 중 거리오차에 집중하여

그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거리오차는 레이더 강우의 편의를 일으키는 대표적

인 오차이다. 거리오차는 레이더 관측의 구조적인 문

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하여 보정해주지 못하

고 있는 대표적인 오차에 해당된다. 거리오차를 보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레이

더 강우의 보정을 실시한 경우 또 다른 오차를 일으

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Borga and Tonelli, 2000). 거

리에 따라 오차가 증가한다는 것은 Collier (1986)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레이더 강우와 지상

강우의 비로써 표현한 편의가 레이더로부터 멀어질수

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후 많은 연

구에서도 비 (ratio)로써 표현되는 편의가 거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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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왔다 (Koiostinen, 1991; Kitchen

and Jackson, 1993; Smith et al., 1996).

편의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거리

에 따른 레이더 빔의 고도와 불균등한 레이더 연직반

사도 (Vertical Profile of Reflectivity, 이하 VPR)와 연

관된다 (Joss and Waldvogel, 1990; Fabry et al., 1992;

Smith et al. 1996). 레이더 빔의 고도는 거리가 멀어질

수록 높아지고 따라서 관측되는 VPR의 위치가 달라지

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가 발생한다. Seo et al. (2000)

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레이더 빔의 고도와 VPR을 고

려하여 레이더 편의 보정 계수를 산정하여 편의 보정

을 실시한 바 있다. VPR을 고려하여 레이더의 편의

를 보정하는 방법은 이후에도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
(Vignal and Krajewski, 2001; Villarini and Krajewski,

2010).

본 연구는 레이더 반사도 자료의 오차구조를 파악

하고 그러한 오차구조를 가진 반사도 자료로부터 표

출한 CAPPI의 오차 특성을 파악하여 거리오차를 적

절히 보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차구조의 파악

을 위해서는 참 값으로 가정할 수 있는 기준 반사도

의 결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VPR 모형으로부

터 기준 반사도라 할 수 있는 지상 반사도를 추정하

였다. 추정된 지상 반사도는 레이더 반사도의 오차구

조와 레이더 반사도로부터 표출된 CAPPI의 오차 특

성을 파악하는데 적용되었다. 마지막으로 CAPPI에 포

함된 거리오차를 VPR 모형을 이용하여 보정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2. 레이더 반사도 오차구조와 CAPPI 반사도
의 거리오차

2.1. 레이더 반사도 오차구조와 VPR 모형

zT를 참 값의 반사도라 하면 레이더 반사도의 오차

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oistinen et al., 2003;

Berenguer and Zawadzki, 2008). 여기서 오차는 거리

r과 방위각 θ로 결정되는 위치 X와 관측고도 h의 함

수로 나타난다.

(1)

여기서, 는 위치 X와 고도 h에서의 오차를 의

미하고 단위는 dBZ이다. 와 는 지

점에서의 반사도를 의미하며 각각 과 dBZ의 단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에서의 반사도 값을 참 값의 반

사도로 가정하였다. 이에 지상 반사도를 결정하기 위

한 방법으로 VPR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지상 반사도 결정을 위한 VPR 모형으로 식 (2)

를 채택하였다. 이 모형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

사도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가진다 (윤정수

등, 2011).

(2)

여기서, a, c는 상수이고 b는 반사도가 0일 때의 고도

를 의미한다. 이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지상에서의 반

사도 z0는 c(1 − exp(−ab))와 같다. 즉, 위치 X에서 식

(2) 형태의 반사도 분포를 갖는다면 레이더의 오차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3)

즉, 레이더 반사도의 오차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음의 값을 가지고 지수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물론 식 (1)로부터 산정된 것으로 어떤 레이

더 한 격자에서의 오차를 의미한다. 

2.2. CAPPI 반사도의 거리오차구조

3차원 볼륨 자료인 레이더 강우는 표현 방법에 따

라 다양하게 표출된다. PPI, RHI, CAPPI, BASE,

CMAX, ETOP, VIL 등이 3차원 레이더 볼륨 자료로

부터 표출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중 BASE는 임계값

이상의 에코가 나타나는 최하층 자료만을 표출하는

가장 낮은 고도 자료로 레이더 값을 강수량으로 환산

하거나, 지상강수량과 비교 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종호와 류찬수, 2009). 일정 고도에서의 레이

더 반사도를 표출한 CAPPI는 특히 국내에서 수문해

석의 입력자료로 적용되어왔다 (건설교통부, 2006; 국

토해양부, 2008; 최규현 등, 2006; 김광섭과 김종필,

2008). 반면 국외에서는 CAPPI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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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bservation height of the CAPPI vs. the distance

from th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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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여러 고도각에서의 PPI를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Anagnostou et al., 1999; Anagnostou and Krajewski,

1999; Borga and Tonelli, 2000; Chumchean et al.,

2003; Collier, 1986; Fabry et al., 1992). 

CAPPI는 일정 고도에서의 반사도를 2차원 평면으

로 표출한 것으로써 강수의 수평적인 해석에 많이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hr and Vaughn (1979)

에서 제시한 Bilinear 방법으로 CAPPI를 표출하였다.

표출된 CAPPI의 거리에 따른 관측 고도는 Fig. 1의

굵은 실선과 같다. Fig. 1에서 일점쇄선은 각 레이더

빔의 관측 고도를 나타내며 점선은 1.5 km 고도를 나

타낸다. CAPPI의 관측고도는 그림에서와 같이 일정

거리까지 1.5 km 고도를 유지하다 일정 거리 이후부

터 점점 높아진다. 결국 본 연구에서 고려한 VPR 모

형을 적용하여 거리에 따른 오차구조를 파악하면

CAPPI는 일정 거리 이후부터 오차가 점점 커질 것

이다. Fig. 2는 VPR 모형의 매개변수로 각각 a = 0.4,

b = 10, c = 35를 적용하여 추정된 CAPPI 반사도와

CAPPI의 거리에 따른 오차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거

리에 따른 오차의 거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실제 레이더 자료의 오차구조 및 거리오차 

보정

3.1. 분석자료

한반도의 70%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강수 발생

시에도 산악효과가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반사도의 오차구조 파악 시 산악효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강릉

기상레이더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S밴드의 강릉 기상

레이더는 관측 거리가 280km이며 고도각은 총 16개

(0.40o, 0.59o, 0.82o, 1.09o, 1.43o, 1.85o, 2.38o, 3.04o,

Fig. 2. The reflectivity and error structure of the CAPPI with respect to the distance from the radar.

Fig. 3. Location and beam height of the Gangneung weather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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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o, 4.93o, 6.25o, 7.92o, 10.02o, 12.67o, 15.95o, 19.95o)

이다. 이 관측 고도각은 관측 전략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강릉 기상레이더의 위치 및 관측영역 그리고 각

고도각 별 거리에 따른 빔의 관측 고도는 Fig. 3과

같다. Table 1은 강릉 기상레이더의 제원을 정리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9월 12일 0100 LST에서

2010년 9월 12일 1000 LST에 발생한 호우사상을 적

용하였다. 본 호우는 한반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온대성 저기압으로 Fig. 4와 같다.

3.2. 강릉 기상 레이더 자료의 오차구조 및 거리오

차 보정

강릉 기상 레이더 자료의 오차구조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먼저 VPR (Vertical Profile of Reflectivity) 모

형 추정이 필요하다. 강릉 기상레이더의 서쪽 부분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차폐가 발생하므로 VPR 모형의

매개변수 a 추정 시에는 이러한 차폐부분의 영향을 제

외하기 위해 30~145o 방위각 자료만을 적용하였다.

Fig. 5에서 속이 빈 원형 점들은 2010년 9월 12일 0800

LST, 방위각 90o, 거리 60 km에서 관측된 반사도의 연

직분포를 나타내며 실선은 연직분포 자료에 대해 추

정된 VPR 모형을 나타낸다.

VPR 모형으로부터 거리와 고도에 따라 반사도를

추정하면 Fig. 6(a)와 같다. Fig. 6(a)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은 지구곡률효과로 인해 관측되지 않는 영역과

무방사 원뿔 (cone of silence) 영역을 나타낸다. 동일

한 VPR 모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같은 고도에서의

반사도는 거리에 따라 일정하다. 이와 함께 거리와 고

도에 따른 오차구조에서도 일정 고도에서의 오차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날 것이다 (Fig. 6(b)).

즉, 일정한 VPR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 오

차는 일정하고 오직 고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일정 고도에서의 반사도 표출 방법인 CAPPI

는 지구곡률효과로 인해 실제로 거리가 멀어 질수록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Gangneung weather radar.

관측개시년도 2010.05

제작사 METSTAR(중국)

송신주파수(MHz) 2,855

대역 S 밴드

송신관 klystron

첨두전력(kW) 750

빔폭(o) 1

안테나 직경(m) 8.54

다이내믹 레인지(dB) 97

Fig. 4. Storm event considered in this study. ; (a) Weather map (09 sep. 12 2012 UTC), (b) 1.5 km CAPPI (0700 Sep. 12 2012

LST)

Fig. 5. The VPR model fitted to the observed data (0800

Sep 12 2010 LST, θ = 90
o

, r = 6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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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고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서 오차는 거리가 멀

어질수록 커지게 된다 (Fig. 7). 

2010년 9월 12일 0800 LST 강릉 기상 레이더 반

경 내에 표출된 CAPPI 반사도는 Fig. 8(a)와 같다.

Fig. 8(a)에서와 같이 강릉 레이더의 서남 방향에 해

당하는 내륙 영역에는 차폐로 인해 반사도 영상이 나

타나지 않았다. Fig. 8(b)는 방위각 45o에서의 거리와

고도에 따른 반사도 분포를 나타낸다. 반사도는 고도

4~6 km까지 거의 일정하다가 그 이상부터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VPR 모형이 지

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임을 감안한다면 본 모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호우 형태임을 알 수 있다. 

Fig. 6. The reflectivity and error estimated by applying the VPR model with respect to the distance and height.

Fig. 7. The error structure of the CAPPI estimated by applying the VPR model.

Fig. 8. 1.5 km CAPPI and the reflectivity with respect to the distance and height (θ = 45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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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rror structure estimated hourly with respect to the distance and height (θ = 45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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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은 2010년 9월 12일 0100 LST에서 2010년

9월 12일 1000 LST까지 10시간 동안의 거리와 고도

에 따른 방위각 45o 레이더 반사도의 오차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VPR 모형을 적용

한다면 거리와 고도에 따른 레이더 반사도의 오차 분

포는 Fig. 6(b)와 같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오차는 커

질 것이다. 그러나 Fig. 9의 0100 LST부터 0300 LST

까지는 호우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그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호우가 레이더 관측영역 전반적

으로 확산되어 있기 시작한 0400 LST부터는 이론적

으로 검토한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호우의

총 기간 동안의 거리, 고도에 따른 오차 분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Fig. 10). 

특히 오차의 평균은 이론적으로 검토한 Fig. 5(b)와

같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론 Fig. 10은 Fig. 6(b)와 다르게 각 거리별로 VPR

모형의 매개변수를 달리 추정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고도에 따른 레이더 반사도의 오차가 Fig. 10과 같다

면 일정 고도에서 추출된 2차원 형태의 반사도는 거

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오차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반사도 추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오차는 커질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오차구조를 감안한다면 반사도 추출

고도는 낮을수록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차폐와 지형 에코를 고려했을 때 너무 낮은 고도

는 레이더 반사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강릉 기상 레이더의 경우 1.5 km CAPPI는 약 100 km

까지 1.5 km 고도를 유지하다 그 이상부터 고도가 점

점 높아진다. 이는 Fig. 3(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선 결과에 의하면 이는 결국 100 km 이상부터 오

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자

료의 오차를 거리에 따라 분포시키면 Fig. 11과 같다.

그림에서 원형 점은 각 레이더 격자에서 산정된 오차

를 나타내고 굵은 실선은 각 거리별 오차에 대한 평

균 값을 의미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100 km까지는 어

느 정도 일정한 오차를 보이다 그 이상부터 오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는 CAPPI의 오차를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호우가 시작되는 0100 LST에서 0300 LST

까지는 지역적인 오차가 크게 나타나나 그 이후부터

는 대체로 원거리에서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차의 평균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13). 오차의 표준편차에서는 오차의 평균에서와

같이 뚜렷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이 역시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게 나타났다. 이는 레이더 반사

도의 수직구조와 지구곡률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

쩔수 없는 현상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정 없이

CAPPI를 바로 적용한다면 특히 원거리 자료는 심각

한 오차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오차는 강우 강도 변환시 편의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VPR 모형

Fig. 10.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error estimated for the storm event considered (θ = 45o).

Fig. 11. Error structure of 1.5 km CAPPI estimated with

respect to th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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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patial error structure of 1.5 km CAPPI estimated hourly within the radar umbrella.

Fig. 1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error of 1.5 km CAPPI estimated over the rainfall event within the radar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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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CAPPI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였다. 보정

된 CAPPI와 지상반사도를 비교하면 Fig. 14와 같다.

특히 원거리에서의 오차가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자료의 오차에 대한

2차원 평면 분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Fig. 15). 

Fig. 16은 지상으로 보정된 CAPPI의 오차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오차의 평균 (Fig. 16(a))

의 경우 보정전 (Fig. 13(a))보다 원거리에서 참 값으

로 가정한 지상반사도와의 차이가 명확히 줄어들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정 전과 유사한 오차

크기를 보이는 부분은 레이더 관측 영역 중 육상 영

역으로 태백산맥의 산악 및 차폐의 효과로 인한 오차

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편차의 경우는

보정 전과 비교하였을 때 약간 감소하였으나 거의 유

사하게 나타났다. 

Fig. 14. Error structure of 1.5km CAPPI estimated with

respect to the distance after removing the range-dependent

error.

Fig. 15. Spatial error structure of 1.5 km CAPPI estimated hourly within the radar umbrella after removing the range-

dependen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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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레이더 강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레이

더 강우에 포함된 각 오차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 반사도 자료의 오차구조를 파악하고 그러한

오차구조의 특성을 가진 반사도로부터 표출된 CAPPI

의 거리오차를 보정하였다. 이러한 오차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참 값으로 가정할 수 있는 기준 반사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VPR 모형으로부터 추정한

지상 반사도를 기준 반사도로 결정하였다. 파악된 레

이더 반사도의 오차구조와 그러한 오차구조의 특성을

지닌 반사도로부터 표출된 CAPPI 오차의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먼저, 레이더 전체 영역에 동일한 VPR 모형이 적

용될 경우 반사도의 오차구조와 CAPPI 오차의 특성

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경

우 일정 고도에서의 오차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

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정 고도에서의 반사도 표출 방

법인 CAPPI는 지구곡률효과로 인해 실제로 거리가

멀어 질수록 관측 고도가 높아지므로 그 오차는 거리

가 멀어질수록 커지게 된다. 

2010년 9월 12일 10시간 동안 발생한 호우사상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레이더 반사도의 오차는 전반적으

로 거리에 상관없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차구조는 특히 오차의 평균에

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반사도 자료로부터

표출된 CAPPI의 오차를 거리에 따라 분포시킨 결과,

오차는 100 km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오차를 보이다

그 이상부터 오차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릉 기상 레이더의 경우 1.5 km CAPPI는 약

100 km까지 1.5 km 고도를 유지하다 그 이상부터 고

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CAPPI의 오차를 2차

원 평면으로 나타낸 결과에서도 호우가 전반적으로 퍼

져있는 시점부터 원거리에서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차의 평균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VPR 모형을 이용하여

CAPPI에 포함된 거리오차를 보정하였다. 그 결과 원

거리에서 참값으로 가정한 지상반사도와의 차이가 명

확히 줄어듬을 확인하였다. 즉, VPR 모형을 이용한

거리오차의 보정이 CAPPI 자료의 정도 향상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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