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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플러 기상레이더(doppler weather radar)는 시

공간적인 고해상도 관측 자료를 3차원 볼륨(volume)

형태로 제공하는 장비이다. 레이더는 원거리에서의 

목표물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기에 레이더 관측 반경 

내에 호우 사상만 존재한다면 호우에 대한 볼륨 관측 

자료 획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은 많은 수문 및 

기상학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레이더 자료는 현재 중

규모 및 대류성 기상 현상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 및 

분포형 수문 모형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2].

미국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NWS)은 158

개의 기상감시레이더(WSR-88Ds)를 미국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WSR-88D 자료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상감시레이더는 정량적 강

수 추정(quantitative precipitation estimate, QPE) 및

정량적 강수 예측(quantitative precipitation forecast,

QPF), 초단기 예보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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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 신호처리장치는 레이더 수신 신호에

서 기상 목표물의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으

로 추출해 내기 위한 모든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를 실시간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속 

프로세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레이더 신호처리란 

레이더 수신기에서 처리한 중간 주파수 신호를 신호

처리장치에서 받아 여기서 기상목표물의 위치, 강도,

운동 상태 등의 기상학적 변수를 추출하는 모든 절차

를 레이더 신호처리라 한다[12].

신호처리장치의 기저대역 데이터(baseband da-

ta)인 I/Q(in-phase, quadrature-phase) 데이터는 펄

스(pulse) 신호의 시계열 데이터(time series data)로 

정현파(사인파)의 크기와 위상을 직교좌표계로 대칭

하여 가로축은 I를 세로축은 Q로 나타낸다. I/Q 데이

터의 특성, 다양한 모멘트(moment)의 유도 과정들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기적인 기초 지식이 필요

하다. 현재 레이더 자료는 기상학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전자 및 통신학적인 배경 

지식은 수문 및 기상학자의 레이더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레이더 이미지의 

오역 또는 잘못되거나 제한된 레이더 데이터 사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I/Q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보

다 나은 자료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Q 데이터로부터 변환된 기상인자에는 실제 기상

인자가 아닌 비기상 인자가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해 레이더 영상에서 발생하는 에코

(echo)자료가 실제로 어떠한 강수 과정 및 주변의 영

향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또한 비기상 에코에 대

해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몇 가지 

필터가 비기상 에코의 하나인 클러터(clutter) 제거

를 위해 레이더 I/Q 데이터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클러터 제거 기법이 적용된 이후에도 상당한 

비기상 에코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같은 비기상 

에코 제거를 위한 많은 연구가 현재까지도 많이 진행

되고 있다. 비기상 에코 제거를 위한 방법은 일반적

으로 반사도, 속도와 스펙트럼(spectrum)의 공간적

인 변동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에코를 확인하

고 제거하는 것이다[17].

레이더 자료의 활용에 있어 레이더 자료의 품질관

리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 레이더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관측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목적에 맞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거친다. 본 논문은 레이더로부터 관측된 I/Q

데이터의 구조와 기상모멘트 추정과정을 분석하여 

그 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오차를 확인하였다. 그리

고 I/Q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강우를 추정하여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상레이더 I/Q 데

이터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기상레이더 신

호처리 과정을 통한 I/Q 데이터 강우 산정을 하며,

마지막으로 I/Q 데이터의 품질관리 방법의 일환으로 

다중 지체(multi-lag)를 적용하여 레이더 강우를 추

정하였다.

2. 이  론

2.1 기상레이더 신호 및 레이더 영상 처리

레이더 송신기에서 대기 중으로 방사된 고주파,

고출력의 펄스파가 기상 목표물에 후방 산란되어 다

시 레이더 안테나로 들어와 수신기에 감지된 전파 

신호를 레이더 신호라 한다. 수신된 레이더 신호에는 

기상 목표물에 대한 정보와 기타 전파원으로부터의 

간섭 신호가 포함되어 있다. 레이더 신호의 기본 요소

는 주파수(frequency), 진폭(amplitude), 위상(phase)

이다.

2.1.1 수신 신호 혼합

고주파의 레이더 신호를 중간 주파수(intermedi-

ate frequency, IF)의 비디오 신호로 바꾸어 처리하

Fig. 1. Intermediate frequency form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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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본래 레이더 신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잃지 않

고 쉽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레이더 

신호를 포함하고 있는 중간 주파수는 레이더 신호에 

원하는 중간 주파수만큼 차이가 나는 신호를 혼합하

여 얻는다.

2.1.2 레인지 빈(range bin)

임의 방위각으로부터 수신한 레이더 신호를 단위 

거리별로 처리할 때 기본이 되는 하나의 자료 세포를 

레인지 빈(range bin)이라 하며 레인지 게이트(range

gate)라고도 한다. 레이더를 시작점으로 하여 일정 

거리 크기의 레인지 빈이 하나씩 존재한다. 이러한 

레인지 빈의 개수는 신호처리장치에 따라 총 개수가 

다르다(256, 512, 1024개 등). Fig. 2는 레인지 빈을 

개념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Fig. 2에서는 송신 펄

스(Pulse) 이후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레인지 빈을 

표현 것으로 시간과 거리는 선형으로 비례한다[19].

2.1.3 샘플링(sampling)

레이더 신호 처리에서 샘플링은 매우 중요한 사항

이다. 이는 샘플링 주기에 따라 원래 신호의 복원 상

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도플러 레이더에서는 도

플러 원리로부터 입자의 운동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샘플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 

샘플링에 대해서 나이퀴스트 주파수(nyquist fre-

quency)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샘플링에 따른 

원래 정보의 분별 능력을 말한다. 나이퀴스트 주파수

는 도플러 레이더에서 나이퀴스트 속도(nyquist ve-

locity)라고 지칭하며 도플러 속도의 최대 관측 능력

을 나타낸다. Fig. 3은 샘플링 수에 따른 원래 신호의 

복원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레이더 신호에 대한 샘플링 방법 및 절차는 Fig.

4와 같다. 제일 상단의 그림은 레이더 신호를 나타내

며 중간 그림은 샘플링 포인트(sampling point), 마지

막 그림은 각 샘플링 포인트에서 취한 신호로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샘플링 주

기가 증가할수록 원래의 신호 복원율은 높아지게 된

다. 신호 처리기의 각 레인지 빈에서는 레인지 빈의 

중심에서 신호를 취득하여 이를 처리한다.

Fig. 2. Conceptual Schematic of Range Bean.

Fig. 3. Number of samples and Relationship with original signal restoration.



1877강우의 불확실성에 관한 강우레이더 영상 품질관리 알고리즘

2.1.4 I/Q 신호 검출

도플러 레이더에서 I/Q 신호 처리는 속도의 방향 

분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I/Q 신호를 처리하

지 않고 레이더 신호를 그대로 샘플링 하여 처리해도 

도플러 속도는 구할 수 있으나 속도에 대한 증감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물체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없다.

Fig. 5는 신호를 직접 샘플링한 것과 I/Q 신호를 샘플

링하여 처리한 경우의 방향 분별능력을 나타낸 것이

다. 가장 왼쪽 그림은 신호를 직접 샘플링한 것으로 

두개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 어느 것이 실제 방향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I/Q 신호를 샘플링하여 처리한 경

우에서는 방향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

2.1.5 기상 신호의 분별

Fig. 6은 레이더 신호 처리기에서 취급되는 수신

신호를 오실로스코프에 파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는 로그(log) 채널의 신호 분별 상태를 나타내는 것

Fig. 4. Sampling method of radar signal.

Fig. 5. Comparison of Direct Sampling and I/Q Sampling.

Fig. 6. Discrimination of meteorological signals according to signal-to-noise ratio (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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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로그 채널은 수신 신호로부터 레이더 반사도 

인자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각각의 그림들은 수신기 

자체의 잡음신호로부터 기상 신호가 어떻게 분별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요 지수는 신호 대 

잡음비 즉 SNR(signal to noise ratio)로써 이 값이 

증가할수록 신호의 분별이 쉬워진다.

3차원 형태로 관측하는 레이더 자료는 일반적으

로 볼륨 관측 자료라 한다. 이 볼륨 자료는 각각의 

고도각에서 스캔된 스윕(sweep) 자료들이 여러 개 

모여 구성 되어 있다. 레이더가 일정 고도각에서 관

측한 스캔 자료(scan data)를 세분화해서 분석해보

면 다음과 같다. 스윕 자료는 여러 개의 레이(ray)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레이 자료는 여러 개의 

레인지 빈(bin)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레이

더 볼륨 자료에는 각각의 스윕과 레이 별로 레인지 

빈 자료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의 레인지 빈 자

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신호 처리기에서 수행되는 

수신 신호의 샘플링 및 통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

다. 레이더 신호 처리는 수신기로부터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여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적인 기법, 신호처리 기법 등이 신호처리

보드(signal processing board)에서 이루어진다. Fig.

7은 레이더 신호 및 자료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16].

2.2 기상레이더 클러터 필터링

펄스압축(pulse compression) 시스템에서는 물론 

펄스압축을 한 I/Q 신호가 의미가 있다. 펄스압축을 

한 I/Q 신호는 비펄스압축(non-pulse compression)

시스템에서의 일반 짧은 펄스 I/Q 신호와 동일한 정

보를 싣고 있으므로 클러터 필터링에서는 펄스압축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처리 과정과 의미를 갖는다.

물론 펄스압축 시스템에서 펄스압축을 하지 않고 클

러터 필터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펄스압축 시스

템에서는 반드시 펄스압축을 수행한 후에 클러터 필

터링을 거쳐야 한다[1].

2.2.1 시간 영역(time domain) 클러터 필터링

기존의 시간 영역 무한 임펄스 응답 필터(IIR)를 

사용하여 클러터 필터링을 수행하는 과정은 Fig. 8과 

같다. M개의 송신 펄스로부터 수신된 M개의 I 신호 

 와 M개의 Q 신호  는 각각 무한 임펄스 응답 

Fig. 7. Flow chart of radar signals and data.

Fig. 8. Time Domain Clutter Filtering with Infinite Impulse Response (II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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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을 수행하여 필터링된 I, Q 신호인 ′ 와 ′
가 되며, 이 신호로부터 상관계수 계산을 수행하면 

상관계수인 (필터된)  ,  ,  가 생성된다. 이  ,

 , 로부터 기상 모멘트 (필터된) Z, V, W 를 계산

하게 된다. 물론 클러터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을 경

우는 무한 임펄스 응답 필터 부분을 생략하고  와 

 신호로부터 바로 상관계수 계산을 수행하면 필터

되지 않은  ,  , 가 된다.

2.2.2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 클러터 필터링

반면 주파수 영역 클러터 필터링 방법은 무한 임

펄스 응답 필터에 비하여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나 

필터링으로 인하여 억제되는 기상 신호를 어느 정도 

복원함으로써 신호 왜곡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주파수 영역 클러터 필터링 방법의 개념은 Fig.

9와 같다. 주파수 영역 클러터 필터링에서는 그림에

서와 같이 클러터 필터링과 상관계수 계산이 하나의 

과정으로 처리된다. 주파수 영역 클러터 필터링은 세

부적으로 복소수 수신신호 생성, 파워 스펙트럼

(power spectrum, 스펙트럼 밀도) 계산, 주파수 영역 

필터링(frequency domain filtering), 역 이산 푸리에 

변환(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 IDFT)를 

이용한 상관계수 계산 과정을 거친다.

2.3 기상레이더 I/Q 데이터 프로세스

Fig. 10은 이중편파 기상레이더의 I/Q 데이터 처

리에 따른 흐름도이다. 이와 같이 신호처리장치 전체

의 구조를 통해 Fig. 11과 같은 신호처리장치 아키텍

PRI

M pulse Received signals

0 

1 

2

1st
Rx signal

2nd
Rx signal

Mth
Rx signal

= +

Power 
spectrum

k

Frequency
domain
filtering

IDFT

Fig. 9. Frequency Domain Clutter Filtering with Fast Fourier Transform (FFT) Filter.

Fig. 10. Flow chart of dual polarized weather radar I/Q data processing(Baron rad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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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architecture)를 도식하였다.

신호처리장치에서 동작하는 신호처리 블록(DSP

CSCI)은 수신신호로부터 기상변수를 생성하는 신호

처리 과정으로 신호처리장치 전체의 전처리 과정에 

해당한다. 분석표출 블록(analysis-display CSCI)은 

신호처리 블록에서 생성한 기상변수로부터 기상상

태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최종 기상정보를 

표출하는 과정으로 신호처리장치 전체의 후처리 과

정에 해당한다.

신호처리 블록은 펄스압축 모듈(module), 상관계

산 모듈, 변수산출 모듈로 구성된다. 신호처리 블록

의 구성은 Fig. 12와 같다.

펄스압축 모듈은 수신한 20비트로 I/Q 신호를 부

동소수(floating point) 포맷으로 변환한 뒤 펄스 압

축 기능을 수행한다. 상관계산 모듈은 상관계수 계산

과 클러터 필터링을 수행한다. 여기서 시간 영역에서

의 PPP(pulse pair processing) 모드와 주파수 영역

에서의 이산 푸리에 변환/고속 푸리에 변환(DFT/

FFT) 모드를 지원한다. 변수산출 모듈에서는 상관

계수로부터 이중편파 기상변수를 계산하고 최종적

으로 임계 처리와 스페클(speckle) 제거 과정을 거쳐 

운영제어 블록으로 전달한다. 펄스압축 모듈의 구조

는 다음 Fig. 13과 같다.

상관계산 모듈의 구조는 Fig. 14와 같다.

상관계산 모듈에서는 압축된 복소 펄스에 대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클러터 필터링을 수행한다. 상

관계수는 T0, R0, R1, R2의 단일편파 상관계수와 ρ

hv(0)의 교차편파 상관계수가 있다. 단일편파 상관

계수는 H 편파, V 편파 각각에 대하여 계산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Fig. 11. Signal Processing Device Architecture.

Fig. 12. Signal processing block configuration.

Fig. 13. Pulse compression modu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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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 : 필터링 되지 않은 0차 지체(lag) 자동상관

∙ R0 : 필터링 된 0차 지체 자동상관

∙ R1 : 필터링 된 1차 지체 자동상관

∙ R2 : 필터링 된 2차 지체 자동상관

단일편파 상관계수인 R0, R1, R2의 계산에는 클러

터 필터링을 포함하여 계산된다. 이 계산 과정은 그

림에서와 같이 시간 영역 계산 방법인 PPP 모드와 

주파수 영역 계산 방법인 이산 푸리에 변환/고속 푸

리에 변환(DFT/FFT) 모드로 구별된다. 고속 푸리

에 변환(FFT) 모드는 이산 푸리에 변환(DFT) 모드

에서 펄스 개수가 2의 승수인 경우에 계산량을 줄이

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모드에서 R0,

R1, R2의 상관계수 계산은 PPP 모드에서는 위 식과 

같이 직접적으로 계산이 되며, 이산 푸리에 변환/고

속 푸리에 변환(DFT/FFT) 모드에서는 주파수 영역

에서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고 크럴터 필터링을 수

행한 후 다시 역 이산 푸리에 변환/역 고속 푸리에 

변환(IDFT/IFFT) 한 계수의 0, 1, 2번째 계수가 R0,

R1, R2가 된다. 주파수 영역 방법에서는 푸리에 변환

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부엽을 줄이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파워 스펙트럼 계산에서 윈도우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Fig. 15는 변수산출 모듈의 구조를 나타낸다. 변수

산출 모듈에서는 상관계산 모듈에서 계산된 상관계

수로부터 기상변수를 산출하는 계산을 처리한다. 먼

저 선택 사항으로 거리 평균을 수행한 후 임계변수와 

기상변수를 계산한다. 여기서 기상 변수는 단일편파 

변수인 Z, V, W 외에 이중편파 변수인 ZDR, LDR,

ρHV, ΦDP, KDP을 산출한다. Z, V, W는 H편파와 

V편파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다. 산출된 기상변수는 

최종적으로 임계처리와 스페클 제거 과정을 거친 후 

운영제어 블록으로 전달된다[3,4].

Fig. 14. Correlation calculation module structure.

Fig. 15. Variable calculation modu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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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한 방법

3.1 다중 지체 방법을 적용한 레이더 영상 처리

다중 지체 과정의 개념은 Lei et al.(2009)에 나타

나 있다[5,6,7]. Cao et al.(2010)는 레이더 신호들의 

자동상관관계(auto-correlation function, ACF) 그리

고 교차상관관계(cross-correlation function, CCF)

를 맞추기 위해 조정 가능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신호 세기  (또는  ), 차등반사도  , 교차상관계

수   , 스펙트럼 폭  (또는  ), 차등위상차  ,

그리고 시선 속도 vh (또는 vv)과 같은 레이더 변수

들을 추정하기 위해 기 설정된 ACF와 CCF가 사용

될 수 있다. STEP 알고리즘의 다중 지체 모멘트 산

정(MLAG) 모듈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다루어진

다.

기상 신호에 대해서와 같이 수평 편파( )에 대한 

ACF와 수직 편파()에 대한 ACF, 그리고 CCF 

는 모두 가우시안 함수 (p : h, v,  )에 의해 다음

과 같이 수치화 된다.

    exp




 (1)

여기서 m은 ACF/CCF의 지체(Lag) 번호이다. 

는 ACF/CCF의 비상관 길이(decorrelation length)

이다. 가우시안 ACF/CCF는 I/Q 데이터로부터 추정

되어진 ACF/CCF의 다중 지체를 통해 맞추어 질 수 

있다. 다중 지체 모멘트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비

용 함수(cost function) Xp를 최소화 한다.

  
  



       (2)

기상 신호들이 먼 지체에서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식 (2)의 비용 함수가 가우시안 모형 

그 자체의 조정 가능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레이더 모멘트들의 추정은 비선형(nonlinear) ACF와 

CCF에 기반을 둔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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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사용가능한 지체의 수이다. “arg[.]”

표기는 집합 번호의 위상을 나타낸다. “unwrap[.]”

표기는 다른 지체(m>1)에서 속도 추정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ACF의 다른 지체로부터 속도 접힘 다르

게 추정되기 때문에, 속도 추정을 푸는 과정이 평균 

전에 필요하다.

더 많은 지체가 사용 가능하면 보다 좋은 다중 지

체 적용 결과를 가진다는 점이 가치 있는 일이다. 사

용 가능한 지체 과 스펙트럼 폭 σ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λ는 레이더 파장이고, 는 펄스 반복 시간

(PRT)이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스펙트럼 폭이 넓을

수록, 사용 가능한 지체의 수는 작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band OU/PRIME 레이더는 일반적으

로 1,180Hz의 펄스 반복 주파수로 운영하고 는 

16.07 m/s이다. 주어진 기상 신호의 스펙트럼 폭은 

0.5-2 m/s였고, 사용가능한 수는 3-10이였다. S-

band 레이더에 대해서, 만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

용 가능한 지체의 숫자는 두 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MLAG 알고리즘이 C-band에서 보다 S-band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여줄 것이다.

일반적인 단일 지체 추정은 오차 분석을 통해 검

토되며, 신호 세기, 스펙트럼 폭, 차등반사도와 상관 

계수 추정의 편의 및 표준 편차는 이론적 분석을 통

해 계산되고 시뮬레이션에 의해 검증된다[5].

식 (10)과 같이 일반적인 추정의 경우 편의는 잡음 

추정의 정확성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레이더 관측

을 하기 전에 잡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청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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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태에서 레이더 펄스를 보낸다. 잡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관측보다 더 많은 양의 펄스를 보낸

다. 잡음 측정은 잡음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8]. 잡음 

세기의 변화로 인해 낮은 신호 대 잡음비에서는 일반

적인 추정이 어렵다. 다중 지체 추정은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4가지 유형의 신호 세기 추정은 각각 일반적인 추

정, 지체-1, 지체-1&2 그리고 지체-1&2&3&4이다.

  
  (10)

    (11)

 

  



  




(12)

 

  



  



‧  



‧  



(13)

식 (10)과 같이 일반적인 추정을 위한 신호 세기의 

편의는 잡음 추정이 참값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에 

달려있다. 일반적인 추정을 위한 신호 세기의 차이는 

<(δPH)
2>의 값은 Melnikov의 논문(2004)에서 찾을 

수 있다[14].

  〈 
〉 

 ‧


 


  (14)

지체-1 추정의 경우 신호 세기의 편의는 식 (15)와 

같다.

  〈   〉    (15)

그리고 신호 세기의 표준편파는 식 (16)과 같다.

   〈    
〉

〈  
〉 

  ‧〈  〉
(16)

Fig. 16에서와 같이 편의는 신호 대 잡음비, 샘플

의 수(M)와 스펙트럼 폭의 함수이다. M=128, Ts=

0.001s, 녹색은 SNR=0dB, 청색은 SNR=5 dB, 적색은 

SNR=10dB, 지체-1의 경우 3개의 선이 중첩되었다.

여기서 샘플의 수와 신호 대 잡음비의 증가는 편의를 

감소시킨다. 신호 대 잡음비의 감소는 다른 레이더 

변수들이 동일할 때 편의 오차를 증가시킨다. 지체-1

추정은 편의된 추정이고 추정들 가운데 가장 큰 편의

을 갖는다. 신호 대 잡음비가 10 dB 미만인 경우 지체

-1～4 추정은 3.5 m/s 미만의 스펙트럼 폭에서 지체

-1～2 추정보다 작은 편의을 갖는다.

Fig. 17은 SNR=5 dB, M=128, Ts=0.001s일 때,

레이더 시뮬레이터를 적용하여 다중 지체와 비교하

였으며, Fig. 17은 이론적 분석 결과의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이다. Fig. 17에서 지체-1～4의 경우, 이

론적 결과와 시뮬레이션은 스펙트럼 폭이 3.5m/s보

다 클 때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더 큰 스펙트럼 

폭에서 과소 표집율에 의해 발생되었다. 펄스 수 또

는 신호 대 잡음비가 증가하여 편의와 표준편차가 

감소할 때 이론과 시뮬레이션이 보다 잘 맞을 것으

로 사료된다.

Fig. 16. Bias of signal strength.

Fig. 17. Signal strength bias with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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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다중 지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본 논문에서는 국토해양부 관할 소백산 강우레이

더 자료를 활용하였다. S 밴드의 소백산 강우레이더

는 이중편파 레이더로 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소

백산 강우레이더의 관측반경은 150km로 기상청 관

할의 기상레이더의 관측 반경보다 작다. 이는 거리오

차로 인한 원거리에서의 관측 자료를 배제하기 위함

이다. Fig. 18은 소백산 강우레이더의 반경과 본 논문

에서 적용한 지상강우 자료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지상강우 자료를 기존의 방법으로 추정된 

반사도 및 다중 지체 방법으로 추정된 반사도와 비교

하였다. 적용된 호우사상의 기간은 2013년 5월 27일 

1802 LST에서 2013년 5월 28일 0300 LST까지로 

Fig. 19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적용된 호우사상은 

대체로 10mm/hr 이하의 작은 강도로 호우가 발생하

였다. 소백산 강우레이더는 현재 2분 30초 단위로 레

이더 강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소백산 레

이더 강우와 지상강우의 시간 규모를 1시간으로 통

일하여 두 자료를 비교하였다.

강수량 추정에 앞서 클러터 필터링 분석을 Fig.

20과 같이 수행하였다. Fig. 20(a)에서의 클러터 부분

에 대해 Fig. 20(c)의 나이퀴스트 속도를 적용한 결

과, 나이퀴스트 속도가 0m/s인 지점에서 클러터가 

구분되었으며, 이를 클러터 필터링한 결과, Fig. 20

(b)와 같이 클러터가 제거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레이더 

강우와 다중 지체로 추정된 레이더 강우의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 지상강우를 참값으로 가정하였다. 레

이더 강우의 품질은 지상강우를 참값으로 가정하여 

Table 1. Specifications of Sobaeksan rainfall radar

구 분 규 격

Frequency (GHz) 2.862

Frequency Band S Band

Polarization Dual Polarization (H/V)

Transmitter Klystron

Peak Power (kW) 750

3dB beam width (°) 1

Antenna Diameter (m) 8.54

Antenna Gain (dB) 45

Fig. 18. Observation radius of Sobaek radar and appli-

cable ground rainfall point.

(a) Composite Korean radar data (b) Sobaeksan rainfall radar

Fig. 19. Applied rainfall event(1900 May 27 2013 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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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식과 같은 편의와 RMSE로 비교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레이더 강우는 최저 고도

각에서 추출된 PPI를 적용하였다. 이중 편의는 오차

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레이더 

강우에 편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RMSE는 레이

더 강우의 변동성을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레이

더 강우의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RMSE 






  



  
 (18)

Fig. 21은 기존의 방법으로 추정된 소백산 강우레

이더의 PPI 반사도와 다중 지체 방법으로 추정된 반

사도를 나타낸다. 기존의 방법으로 추정된 결과에서

는 호우가 발생한 영역에 부분적으로 클러터가 제거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50dBZ 이상

의 반사도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50dBZ 이상

의 반사도는 층상형 강우에 적합한 Z-R 관계식

(A=200, b=1.6) 적용시 48.6mm/hr 이상의 강우로 변

환된다(Fig. 21(a)).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적용된 호우

사상의 크기가 대체로 10mm/hr를 넘지 않는 것과 

그와 같은 반사도가 발생된 셀이 주변 영역에서 관측

된 반사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칠 정도로 큰 것으로 

보아 여전히 클러터로 의심된다. 반면 다중 지체 추

정 방법으로부터 추정된 반사도는 이러한 이상치를 

나타내는 반사도가 제거되었다. Fig. 22는 1시간 누

적 레이더 강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 

방법으로 추정된 레이더 강우는 10mm/hr 이상의 강

우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3은 지상강우와 추정 방법에 따른 레이더 

강우의 산점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적용된 

(a) Sobaeksan radar DZ (b) Sobaeksan radar CZ

(c) Nyquist velocity = 0m/s

Fig. 20. Sobaeksan radar clutter filtering analysis.

Table 2. Errors according to radar estimation method

Index PPI Lag-1 Lag-1&2 Lag-1&2&3

Bias 0.98 1.02 0.83 0.63

RMSE 1.73 1.74 1.64 1.56



(a) PPI (b) Lag-1

(c) Lag-1&2 (d) Lag-1&2&3

Fig. 21. Reflectivity and estimated reflectivity from multiple lags of Sobaeksan radar(1900 May 27 2013 LST).

(a) PPI (b) Lag-1

(c) Lag-1&2 (d) Lag-1&2&3

Fig. 22. Rainfall intensity and estimated rainfall intensity from multiple lags of Sobaeksan radar(1900 May 27 2013 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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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가 많아질수록 레이더 강우가 지상강우와 더 유

사하게 나타났다. Table 2는 추정 방법에 따른 레이

더 강우의 오차결과이다. 레이더 강우의 편의는 적용 

지체가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였다. 레이더 강우는 

편의로 인해 지상강우보다 과소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레이더 강우의 과소한 문

제는 다중 지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

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한편, 레이더 강우의 변동성

을 나타내는 RMSE 역시도 적용된 지체 수가 증가할

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중편파 강우레이더 영상의 품질

관리가 불확실한 강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먼저, 기상레이더 I/Q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기상레이더 신호처리 과정을 통한 I/Q 데

이터 강우 산정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I/Q 데이터

의 품질관리 방법의 일환으로 다중 지체(multi-lag)

를 적용하여 소백산 강우레이더의 I/Q 데이터로부터 

강우량을 추정하였다.

레이더 신호처리는 연속 및 이산신호를 통해 신호

에 대한 혼합, 임의 방위각으로부터 수신한 레인지 

빈 처리, 나이퀴스트 샘플링, I/Q 신호 검출 및 기상 

신호 구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기상레이더 

자료 처리는 일반적으로 3차원 볼륨 관측 자료 생성

을 위해 레이더 볼륨 자료에는 각각의 스윕과 레이 

별로 레인지 빈 자료가 담겨져 있다. 클러터 필터링

은 시간 영역 클러터 필터링과 주파수 영역 클러터 

필터링으로 구분된다. 시간 영역 클러터 필터링은 계

산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속도가 0인 제로 도

플러 근처의 신호를 단순히 억제해 버리기 때문에 

이 구간에 포함되는 기상 신호도 함께 억제되어 왜곡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면, 주파수 영역 클러터 필

터링 방법은 무한 임펄스 응답 필터에 비하여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나 필터링으로 인하여 억제되는 

기상 신호를 어느 정도 복원함으로써 신호 왜곡을 

줄일 수 있었다.

기상레이더 신호처리장치의 신호처리 블록(block)

은 수신된 신호로부터 기상변수를 생성하는 일련의 

(a) PPI (b) Lag-1

(c) Lag-1&2 (d) Lag-1&2&3

Fig. 23. The scatter plot of ground rainfall and radar rainfall by estim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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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신호처리장치 전체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

하며, 펄스압축 모듈(module), 상관계산 모듈, 변수

산출 모듈로 구성된다. 이중편파 I/Q 데이터 처리 과

정을 통해 산정되는 기상 모멘트(moment)는 반사도

(Z), 도플러 시선속도(V), 스펙트럼 폭(W) 뿐만 아니

라 차등반사도(ZDR), 선형비편파율(LDR), 차등위

상차(ΦDP), 비차등위상차(KDP), 교차상관계수(ρhv)

등 이다. 사실상, 많은 경우에서 시선 속도 자료 없이 

기상 신호로부터 비기상 신호를 분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본 사례를 통해 I/Q 데이터의 시선속

도 및 반사도를 통해 기상신호 및 비기상 신호를 구

분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기상 모멘트 추정 방법은 자기상관함수

의 지체-0의 세기를 계산한다. 그러나 자기상관함수

의 지체-0은 잡음 세기가 포함되어 있다. 다중 지체 

추정 방밥은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 더 좋은 신호 품

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지체 값들을 활용한다. 레

이더의 데이터 품질은 레이더의 특성뿐만 아니라 기

상 변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레이더 신호처리 방식

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자기 공분산 처리에서 반

사도와 차등반사도는 측정된 자기상관함수(ACF)의 

지체-0로부터 잡음 세기를 뺌으로써 추정할 수 있었

다. 교차상관계수는 지체-0에서 수평과 수직 신호의 

교차상관함수(CCF)로부터 추정되고 또한 지체-0에

서의 잡음 보정 자기상관함수에 의해 표준화된다. 시

선속도는 지체-1로부터 추정되고 스펙트럼 폭은 자

기상관함수의 지체-0과 지체-1로부터 추정하였다.

다중 지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소백산 레이

더 자료를 적용한 결과 일반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반사도는 여전히 클러터로 의심되는 셀이 존재하였

다. 반면 다중 지체 추정 방법으로부터 추정된 반사

도는 이러한 이상치를 나타내는 클러터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적용 지체가 많아질수록 레이더 강우

가 지상강우와 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레이더 강우의 편의와 RMSE는 적용 지체

가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였다. 결국 다중 지체 방

법을 적용함으로써 레이더 강우의 편의와 변동성을 

감소시켜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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