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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 및 DWT 기반의 손상된 기상레이더

영상 복원 기법

장봉주†, 임상훈††, 김  원†††, 노희성††††

DCT and DWT based Damaged Weather Radar Image Retrieval

Bong-Joo Jang†, Sanghun Lim††, Won Kim†††, Huiseong Noh††††

ABSTRACT

Today, weather radar is used as a key tool for modern high-tech weather observations and forecasts,

along with a wide variety of ground gauges and weather satellit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equency

transform based weather radar image processing technique to improve the weather radar image damaged

by beam blocking and clutter removal in order to minimize the uncertainty of the weather radar

observation. In the proposed method, DCT based mean energy correction is performed to improve damage

caused by beam shielding, and DWT based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 and high frequency

cancellation are performed to improve damage caused by clutter removal.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method to the damaged original weather radar image improves the quality

of weather radar image adaptively to the weather echo feature around the damaged area. In addition,

radar QPE calculated from the improved weather radar image was also qualitatively confirmed to be

improved by the damage. In the future, we will develop quantitative evaluation scale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 an improved algorithm of the proposed method through numeric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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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레이더는 다양한 종류의 지상강수계 및 기상

위성과 함께, 현대 첨단 기상관측 및 예보를 위한 핵

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지상강수계는 설지 지

점에서의 강수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 환경과 바람의 영향에 따른 관

측오차가 크며 강수면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

려운 단점이 있다. 한편 기상위성은 넓은 지역에 대

한 강수면적과 대기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관측할 

수 있어 전반적인 기상상황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나,

지구와 위성간 거리에 따른 시․공간적 해상도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상변이를 관측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기상레이더는 비교적 

높은 시․공간적 해상도로 면적강수와 강수의 시선

속도(velocity)를 관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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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각 스캔을 통해 대기의 입체적인 부피 관측도 

가능하므로 지상강수계와 기상위성의 장점을 함께 

가진 관측 장비로 활용된다. 따라서 6시간 미만의 단

기 기상예보 측면에서는 보다 정밀한 대기기상 분석

과 정확한 기상 예측을 위해 기상레이더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

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일

정 간격으로 다수의 기상레이더를 설치함으로서 국

토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전 국토에 걸

친 기상 현상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1].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은 크게 층

운형 구름에 의한 강수와 적운형 구름에 의한 강수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심각한 재해를 야기

하는 기상현상은 도시화, 사막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

에 기인하여 주로 도심지 돌발홍수나 갑자기 쏟아지

는 국지성 호우 등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국지성 호

우 및 돌발기상은 주로 지표에 가까운 저층대기에서 

형성되며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측하고 대응하

기 위해서는 기상레이더 관측 전략에서도 역시 저층 

대기 관측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은 국토 대부분이 여러 산맥들

에 의해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산악에 

의한 지형 클러터(clutter)나 레이더 빔(beam) 차폐 

등과 같은 레이더 관측 시 발생하는 손상을 최소화하

면서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상레이더 

대부분이 산 정상과 같은 고지대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레이더 설치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서 언급

한 저고도 기상 현상들을 관측하기 위해 대부분의 

레이더 사이트(site)에서 고도각 0° 이하의 저고도 관

측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료품질의 신뢰성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돌발 기상재해 모니터링에 중요

성이 높은 저고도 레이더 관측자료에 대해, 이산 퓨

리에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및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

등의 주파수변환 기법과 영상처리 기법들을 응용하

여 손상 영역을 복원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향상시

키고, 저고도 돌발 강수 추정 및 예측 정확성을 향상

시키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중 DCT는 주로 

전역적 신호해석 및 주파수 성분 분석을 위해 이용되

며, 그에 따라 신호의 평균적인 에너지 분포와 크기

를 보정함으로써 레이더 신호의 감쇄복원에 이용될 

수 있다. 한편, DWT는 임펄스성(impulse) 신호 및 

국부적 신호해석과 다해상도 신호 분석을 위해 이용

되며, 그에 따라 레이더 신호에서 국부적으로 손상된 

영역 처리에 적합하다. 레이더 영상 손상과 그에 따

른 보다 자세한 보정방법은 본문에서 자세히 기술한

다. 제안 기법에서는 레이더 기상자료의 손상 특성을 

분석한 후, 각 손상 특성에 적합한 주파수 변환 기법

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저고도 기상영상의 전체적인 

향상을 꾀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된 기법을 적용함으

로서 손상된 기상레이더 영상의 복원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으며, 이로부터 강수추정의 정확성 향상 및 강

수 추적을 위한 강수에코 형상의 복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우리나라의 기상레이더 관측 방법 및 전략을 살펴본 

후 저고도 관측자료에서 발생하는 기상레이더자료 

손상 종류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한다. 3장

에서는 분석된 기상레이더자료의 손상 종류에 따른 

각각의 복원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

안한 기법을 적용하여 기상레이더자료 복원 시뮬레

이션을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 및 

고찰을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최종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기상레이더 관측 방법 및 전략

기상레이더는 스캔(scan) 방식에 따라 수평적 에

코(echo) 분포를 관측하기 위해 레이더 안테나의 고

도각을 고정하고 방위각을 가변함으로서 구동하는 

PPI(plan position indicator) 스캔과, 수직적 에코 분

포를 관측하기 위해 방위각을 고정하고 고도각을 가

변하는 RHI(range height indicator) 스캔으로 분류

된다. Fig. 1로부터 PPI 및 RHI 스캔 방법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운영 중인 

X밴드 기상레이더로 관측한 명확한 층운형 및 적운

형 강수 사상을 예로 각각 나타내었다[2]. Fig. 1-(a)

및 (b) 는 2014년 고양시에서 최초로 레이더 관측된 

용오름 사상이며, 대표적인 적운형 구름의 예이며,

(c) 및 (d)는 2015년 가을철 호우사상으로 층운형 구

름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두 사상에서의 구름 

분포 특성에 대해 각각의 RHI 영상으로부터 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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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Examples of PPI and RHI scans from different 
rainfall types by KICT X-band radar (a) Eleva-
tion Angle 6°PPI Image in 2014, (b) Azimuth 
243°RHI Image of (a), (c)  Elevation Angle 6°PPI 
Image in 2015, (d) Azimuth 90°RHI Image of (c).

를 뚜렷이 알 수 있다.

한편, 국내 기상레이더 운영기관은 기상청 및 국

토교통부가 있으며, 그 운영목적과 관측목적에 따라  

각기 기상레이더 및 강우레이더로 명명하여 현업에

서 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관측 목적에 따라 

현업에서 운영하는 최적의 관측 주기와 입체적 대기,

강수 분석을 위한 관측 고도각들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관측자료를 상시 수집하고 있다. 이 때 결정된 

관측주기 및 고도각을 관측전략이라고 한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의 경우 주 운영목적이 기상관측 및 대기

분석에 있으므로, 10분을 한 주기(volume)로 레이더 

사이트에 따라 한 주기당 –1°～30° 사이의 고도각 

중 8～16개의 PPI 자료를 획득한다. 반면 국토교통부 

강우레이더의 경우에는 주 운영목적이 홍수관리 및 

예경보에 있으므로 기상청보다 빠른 2.5분을 주기로 

각 레이더 사이트의 고도와 주변 환경에 따라 한 주

기 당 -1°～3° 사이의 고도각 중 5～6개의 PPI 자료

를 획득한다[3]. 따라서 본 논문은 기상레이더영상의 

손상확률이 큰 저층 관측을 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

부 레이더 자료를 대상으로 제안하였다. 국토교통부 

강우레이더 중 비슬산 레이더 자료에 대해 각종 레이

더 품질관리 과정을 거친 후의 1주기 관측 결과를 

Fig. 2로부터 나타내었다.

Fig. 2로부터 레이더 안테나의 방사 고도각에 따

라 관측되는 에코의 고도차와 각 고도각 관측 시간차

에 의해 반사도 분포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및 (b)와 같은 저고도 관측 

자료가 여타 다른 고고도 관측자료에 비해 에코 영역

의 불연속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형 클러

터에 따른 신호감쇄, 차폐 및 지형클러터 제거에 따

른 손실영역으로 볼 수 있다.

2.2 기상레이더영상 손실 

2.2.1 비기상 에코 제거에 의한 손상

기상레이더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부터 관측되는 

반사체들로부터 정확한 기상에코만을 검출하기 위

한 다양한 품질관리 기법들을 적용함으로써 비기상

에코를 제거한다. 하지만 비기상에코와 기상에코가 

중첩된 영역이 존재할 경우, 비기상에코 제거 과정에

서 기상에코도 함께 제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Fig.

3으로부터 비기상에코 제거에 의해 기상에코가 손상

된 경우의 예를 나타내었다.

Fig. 3의 경우, Fig. 3-(a)의 강한 반사도 영역이 

대부분 지형클러터에 의해 강하게 관측된 신호이며,

이를 제거한 영상이 Fig. 3-(b)이다. 이 때, 품질관리

로 인한 강수 에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2 차폐에 의한 손상 

차폐에 의한 손상은 완전차폐와 부분차폐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차폐에 의해 강수에코

가 미관측 되거나 또는 반사도가 과소추정 되는 현상

을 의미한다. 완전차폐는 전파 진행 방향 상에 존재

하는 차폐물에 의해 전파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함으

로서 발생하며 따라서 차폐물 이후의 영역은 관측사

각지역으로 간주된다. 한편, 부분차폐는 레이더 전파

의 빔폭과 차폐영역과의 거리 및 차폐물의 유형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불완전 차폐 영역에서 일부 

통과하는 전파에 의해 약하게 관측되는 영역을 의미

한다. Fig. 2-(a) 및 (b)로부터 차폐에 의해 레이더 

빔의 반사도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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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2. Example of various elevation angles of PPI images in single volume data, (a) -0.5°,  (b) 0.0°, (c) 0.5° (d) 
0.8 (e) 1.2, and (f) 1.6. 

(a) (b)

Fig. 3. Before and after quality control processing of 
low elevation scanned radar data, (a) reflectivity 
image before quality control, and (b) reflectivity 
image after quality control.

본 논문은 이러한 저고도 레이더 관측에서 발생하

는 QC 및 차폐 등에 의한 강수에코의 손상에 대한 

기상 관측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레이더 영상의 

특성을 이용한 주파수 변환 기반의 기상레이더 영상 

개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는 

지상클러터나 차폐 복원 알고리즘들은, 차폐 영역의 

상위 고도각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4]으로 보

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 고도각 관측 자료들의 시간

적 차이와 고도차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확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

일 고도각 관측자료 내에서 영상을 개선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서 시간적 불일치성과 고도별 강수강도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제안 기법은 

강수에코의 형태학적 구조와 강수에너지 분포에 기

반한 레이더 영상 개선을 위해DCT(discrete cosine

transform) 및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 및 

영상 모폴로지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강수에코 클러

터나 차폐로 인해 소실된 강수에코 영역을 보정한다.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하는 주파수변환 기반 레이더영상 개선 기법

제안 기법은 크게 3단계로, 레이더 영상 특성 분석

을 위한 전처리과정, DWT 변환 기반에서의 빔 차폐

에 의한 손실 개선과정 및 DCT 변환기반에서의 클

러터 제거로 인한 손실 영역 복원과정으로 분류 된

다. 또한, 제안 기법의 모든 단계는 자료처리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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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Statistical damage map on radial domain for ra-
dar image retrieval, (a) low elevation PPI’s dam-
age map, and (b) high elevation PPI’s map. 

Fig. 5. Damage mask for weather radar image retrieval.

(a) (b)

Fig. 6. Result of Reflectivity image retrieval using pro-
posed method of X-band radar data. (a) original, 
and (b) retrieved image.

계산복잡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Jang 등[5]의 방

법과 같이 방위각과 거리해상도에 따른 레이더 자료

의 기본 저장 형식인 × 자료에 대해 수행된다.

여기서 는 한 레이(ray)에 표현되는 게이트(gate)

수를 의미하며, 은 한 PPI 또는 RHI 내에서 관측된

각 방위각에 해당하는 레이(ray)들의 수를 의미한다.

3.2 전처리 과정

레이더 영상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손상으로 간

주될 수 있는 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본 기법에서 다

루는 개선 대상은 고정적인 지형지물에 의한 손상이

므로 그 영역이 한정적이지만, 기상레이더는 대기 강

수에 대한 자연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로써 강수 시에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손상 영역을 특정하기에는 어

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제안 기법에서는 강수 시 레

이더 영상의 손상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Jang 등

[6-8]의 방법으로 T시간 동안 지속되는 강수 사상

  을 활용하여 식 (1)과 같이 강수빈도를 이용

한 통계적 손실맵  을 생성한다. 이 때, r은 레이,

g는 게이트 인덱스를 각각 의미한다.

  
  








i f       
   

(1)

아래 Fig. 4로부터 저고도 및 고고도 PPI자료에 

대해 식 (1)을 이용한 통계적 손실 맵 생성 결과를 

영상으로 나타내었다. Fig. 4-(a)로부터, 해당 레이더 

사이트에서의 클러터와 빔 차폐 영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Fig. 4-(a)의 통계적 손실맵   으로부터 손실 

마스크 를 생성하기 위해, 지형에 의한 손실이 

없는 Fig. 4-(b)의 고고도각 손실맵   를 이용

하여 다양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식 (2)로부터 나

타내었다.

    ⊕       (2)

식 (2)를 통해 생성된   의 손실 마스크 

를 Fig. 5으로부터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현재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에 대해 

Fig. 5와 같이 생성된 손실마스크를 실시간 업데이트 

함으로서 현재 시점에서의 강수에코 손실 영역을 결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손실마스크는 클러터 

및 빔차폐 영역 개선 과정에서 손실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3.3 차폐에 의한 손상 개선 기법

Fig. 2-(a)와 같이 저고도 레이더자료에서 발생하

는 완전차폐 및 부분차폐의 경우 차폐 경계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한다. Fig. 6으로부터 완전차폐와 부분

차폐가 동시에 발생한 예를 나타내었으며,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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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차폐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경계선에서 불완전 

차폐가 포함되며,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레이더 빔 차폐는 각 레이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각 

레이에 대해 1차원 신호로써 처리될 수 있다. 저고도 

자료에서 차폐가 발생한 레이의 경우 해당 레이 내에

서 차폐가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모든 게이트의 반사

도가 급격히 낮아지므로, 동일 방위각의 고고도 자료 

레이에 비해 평균 반사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제안 기법에서는 차폐 발생 레이의 

1차원 DCT 변환을 통해 DCT 변환 계수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차폐영역의 반사도 에너지를 증폭함으로

서 레이더 차폐영역의 손상을 개선할 수 있다.

우선 차폐 레이의 분류 및 검출을 위해, Fig. 4-(a)

및 (b)에 대해 식 (3)과 같이 게이트 g에 대한 레이별 

1차원 DCT를 수행한다.

  



  

 cos


 

   (3)

DCT 변환된 저고도 자료    및 고고도 자료 

  에 대한 평균 에너지 성분인 각각의 DC 계

수, 즉    및    값의 비율에 대한 임계치 

th를 적용함으로써 식(4)와 같이 차폐 레이 를 분류

할 수 있다.

∋










   

 


 

(4)

이 때 는 b개의연속된 차폐레이들의 집합이며,

차폐 레이 검출을 위한 임계치 th는 실험적으로 th=

1.2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 시점의 레이더 자

료  의 저고도 및 고고도 PPI 자료에 대해서도 

위 식 (3) 및 (4)의 과정을 수행한 후, 누적 자료 

 와 현재 자료  로부터 계산되는 각각의 

 인덱스가 같은 지 비교한다. 그 비교 결과를 통해 

현재 레이더 자료에 강수 에코와 차폐 유무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임의 레이 로부터의 

손상 구간 레이는 식 (5)와 같이 선형 보간을 통해 

보정된 DC 계수  를  에 치환함으로서 

간단히 개선 될 수 있다.

            (5)

한편, 제안 기법에서는  를 제외한 나머지 

AC 계수들에 대해서는 원래의 계수값을 유지함으로

서  내 강수 에코의 세부특징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3.4 클러터 제거에 의한 손상 개선 기법

클러터 제거에 의한 레이더 영상 손상은 Fig. 3-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강수 에코 영역 내에서 

빈 구멍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형태의 손상은 클

러터 제거 필터에 의해 반사도가 완전히 제거됨에 

따라 그 손상 영역의 경계가 뚜렷하고 손상 영역 내 

반사도 자체가 ‘0’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영상처리 

중 모폴로지(morphology) 기법의 팽창(dilation) 또

는 닫힘(closing) 연산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9]. 하지만 지형 클러터의 크기에 따라 손상 영

역의 범위가 다양하고, 대체로 손상영역의 직경이 넓

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모폴로지 기법을 적용하

기에는 마스크 크기 및 연산량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안 기법에서는 Jang의 방법[10] 에서와 같이 

Fig. 5의 손실맵과 손상된 저고도 PPI 자료에 대해서 

동일한 레벨의 1차원 웨이블릿을 수행한 후, 저주파 

계수 영역에서 모폴로지 기법을 적용하고 고주파 영

역에서는 LPF(low pass filtering)를 통해 레이더 영

상 개선을 수행한다. 레이더 자료에 대해 레이 단위

의 게이트 열 n에 대한 기본적인 1차원 웨이블릿 변

환을 식 (6)으로부터 나타내었다.









   

  

 

 

    
  

 

 

(6)

여기서,  및 는 각각 저주파 필터 및 고주

파 필터를 의미하며, 각 DWT 커널(kernel)로서 기본

적으로 사용되는 Daubechies-4[11]를 사용하였다.

한편, 제안 기법에서는 각 레이들 간의 간섭을 피하

기 위해 게이트 열에 대해서만  1차원 DWT를 수행

하였으며, 식 (6)을 이용하여 저주파 영역  에 

대해 실험적으로 5레벨 웨이블릿 분해를 수행하였

다. 모폴로지 닫힘 연산을 함수 C( )로 표현하였을 

때, 5레벨 DWT 변환의 기저대역 
   계수들에 

대해 손실마스크의 기저대역 DWT 계수 
  을 

이용하여 식 (7)과 같이 손상 영역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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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7. Result of Reflectivity image retrieval using pro-
posed method of S-band radar data. (a) original, 
(b) retrieved image, (c) non-damaged high ele-
vation PPI for a reference, and (d) differential of 
(a) and (b).


   

   ∪ 
   ∩ 

    (7)

한편, 기저대역에서의 닫힘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저주파 계수가 보정됨에 따라 웨이블릿 합성 시 고주

파 계수들로부터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손상 레이

들의 집합 로부터 손상 경계영역에서 발생한 고주

파 계수들을 식 (8)과 같이 필터링 함으로써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if 
   ≠ (8)

최종적으로 보정된 기저대역 계수 
  및 나

머지 고주파 계수들 
 에 대해 역 DWT를 수행

함으로써 개선된 레이더 영상을 얻을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손상된 기상레이더 영상에 대해 기

상레이더 손상특성을 이용한 DCT 및 DWT 등의 주

파수 변환 영역 상에서의 레이더영상 개선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에서는 2장으로부터 레이더영

상 손상은 크게 차폐 영역 및 클러터제거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라 본 장에서는 레이더영상의 

그 두가지 손상 특성을 분석한 후 제안방법을 적용함

으로써 레이더 영상을 개선한 결과를 고찰한다. 제안 

기법의 레이더 별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높은 시

공간 고해상도를 갖는 X-밴드 기상레이더와 상대적

으로 낮은 해상도를 갖지만 넓은 반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S-밴드 기상레이더에 대해 같은 실험을 수

행하였다. 우선, Fig. 6-(a) 및 (b) 로부터 X밴드 기상

레이더의 손상영상 및 개선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Fig. 6에 사용된 레이더 영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에서 운영 중인 X밴드 수문레이더로서[2], 도심지 

홍수 예경보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설치 위치 상 

심각한 클러터 영향이 없으며 X밴드의 짧은 파장으

로 인해 차폐의 영향이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Fig.

6-(a)의 CW(clock wise) 방위각 270도 근처(영상 좌

측)에서 차폐의 영향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와 함께 제안 기법으로 개선한 결과를 Fig.

6-(b)에 나타내었으며, Fig. 6-(b)로부터 차폐영역의 

평균 에코 에너지만 보정함으로써 차폐 손상이 개선

되며, 에코의 세부 특성을 보존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 및 8로부터 관측반경이 넓은 S-밴드 기상

레이더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

된 레이더 영상은 국토교통부의 한강홍수통제소에

서 비슬산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레이더로써, 넓은 

관측반경과 주변 산지들로 인해 저고도 관측자료에

서 클러터 및 차폐 손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레이더 

영상이다. Fig. 7 및 8의 (a)는 각각 연속되는 시간대

에 저고도 관측된 손상레이더 영상이며, 각 (b)는 손

상된 각 레이더영상을 제안한 방법으로 개선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기상레이더 관측영상은 그 자체가 원본자료로서 

정량적인 개선효과에 대한 비교척도를 적용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제안 기법에서는 Fig. 7 및 

8의 각 (c)에 나타낸 클러터 및 차폐 손상이 없는 고

고도 자료를 이용하여 정성적인 비교를 수행하는 한

편, Fig. 7 및 8의 각 (d)로부터 각 손상된 영상 (a)와 

개선된 영상 (b)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제안 기법의 

개선효과를 정성적으로 검증하였다. Fig. 7 및 8로부

터 손상영상 (a)와 제안 기법에 의한 개선영상 (b)를 

비교한 결과, Fig. 6-(a)와 유사한 형태의 차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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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8. Result of Reflectivity image retrieval using pro-
posed method of another S-band radar data. (a) 
original, (b) retrieved image, (c) non-damaged 
high elevation PPI for a reference, and (d) dif-
ferential of (a) and (b).

(a) (b)

Fig. 9. Each QPE retrieval result using proposed meth-
od from Fig. 7-(a) and (b).

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으며, 클러터 제거로 인한 손

상 역시 보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Fig.

7 및 8의 각 (c)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을 이유로 각 

레이더영상의 손상영역 주변의 강수에코 분포 및 강

도에 따라 각각 적응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개선에 의한 비강수영역의 오보정

을 확인하기 위해 에코영역이 비교적 잘 표현된 고고

도각 자료 (d)와 비교했을 때, 비기상에코지역에서 

과도하게 복원되는 오보졍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을 확인하였다.

기상레이더에서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관측 자

료로부터 정량적인 강수량을 추정(quantitative pre-

cipitation estimation. QPE)하는 것이다. 기상레이더

의 반사도 자료 Z로부터 전통적인 QPE 값 R을 계산

하는 Z-R 관계식을 식 (9)로부터 나타내었다[12].

    (9)

여기서,  및 는 상수로서, 레이더 종류와 설치된 

곳의 기상 환경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제안기법에

서는  및 에 대해 각각   및   로 적용

하였다. 식 (9)에 따라, 관측 자료가 손상되면 QPE로

부터 산출된 강수량 정보 역시 오차가 발생하게 되므

로, 강수량을 집계하거나 홍수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Fig 7의 손상영상 (a) 및 개선영상 

(b)에 대한 식 (9)의 QPE 계산 결과 영상을 Fig. 9의 

(a) 및 (b)로부터 나타내었다. Fig. 9-(b)의 결과로부

터 제안 기법을 이용함으로서 손상된 기상레이더 영

상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상예경보에 중요한 QPE 오

차 역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빔 차폐 및 클러터제거에 의해 손

상된 기상레이더 영상개선을 위한 주파수 변환 기반

의 기상레이더 영상처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

법에서는 빔 차폐에 의한 손상 개선을 위해 DCT 기

반의 평균에너지 보정을 수행하며, 클러터 제거에 의

한 손상 개선을 위해 DWT　기반의 모폴로지 영상처

리 및 고주파 제거 등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손상

된 원본 기상레이더 영상에 대해 제안 기법을 적용함

으로서 손상영역 주변의 기상에코 특징에 적응적으

로 기상레이더 영상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

선된 기상레이더 영상으로부터 계산된 QPE 역시 손

상에 의한 오차가 개선됨을 정성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안 기법의 실무적용을 위해서는 

정량적 개선율을 찾음으로서 정확한 개선 효과를 검

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량

적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그로부터 수치적 비교를 

통한 제안 기법의 향상된 알고리즘 개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기상레이더 영상 개선 기법을 

통해, 레이더 기상 관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나아

가 기상 예경보 정확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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