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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Assessment of the Satellite-based IMERG’s Monthly
Rainfall Data in the Inland Region of Korea
Sumin Ryu and Sungwook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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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nfal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eorological variables in meteorology, agriculture, hydrology, natural
disaster,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 Recently, satellite remote sensing is essential to the accurate detection, estimation,
and prediction of rainfall. In this study, the accuracy of Integrated Multi-satellite Retrievals for GPM (IMERG) product, a
composite rainfall information based on 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 (GPM) satellite was evaluated with ground
observation data in the inland of Korea. The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based rainfall measurement data were
used for validation. The IMERG and AWS rainfall data were collocated and compared during one year from January 1,
2016 to December 31, 2016. The coastal regions and islands were also evaluated irrespective of the well-known
uncertainty of satellite-based rainfall data. Consequently, the IMERG data showed a high correlation (0.95) and low error
statistics of Bias (15.08 mm/mon) and RMSE (30.32 mm/mon) in comparison to AWS observations. In coastal regions
and islands, the IMERG data have a high correlation more than 0.7 as well as inland regions, and the reliability of
IMERG data was verified as rainfall data.
Keywords: rainfall, IMERG, AWS, accuracy assessment
요 약: 강수는 기상학, 농업, 수문학, 자연재해, 토목 및 건설 등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상 변수들 중 하나이다. 최근
이러한 강수를 탐지하고, 측정 및 예보를 하기 위해서 위성원격탐사기술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항공
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 발사한 전 지구 강수 관측 위성인 GPM 위성을 기
반으로 다양한 자료와 합성된 강수 자료인 IMERG 자료의 정확도를 한반도, 특히 남한지역에 대해 지상관측자료와 비
교분석 하였다. 기상자동관측 장비인 AWS의 관측 강수량을 검증 자료로 사용하여,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한반도의 육상부분에 대하여 IMERG의 월 강수량 자료를 비교 검증하였다. 잘 알려진 대로 위성은 해안가
와 섬 지역 같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지만, 별도로 비교 분석하였다. 위성 자료인 IMERG와 지상 관측 자료인 AWS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0.95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Bias, RMSE의 오차 비교에서도 각각 월 15.08 mm, 월
30.32 mm의 낮은 오차를 산출하였다. 해안지역에서도 육상지역과 마찬가지로 0.7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산출하며, 강
수 자료로서 IMERG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주요어: 강수, IMERG, AWS, 정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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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지구적으로 강수는 가뭄, 홍수, 집중호우와 같
은 재해 예방 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 건축업 등 산
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상 요소이다. 특히 현재는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 또는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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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강수 자료를 이용하여
수문학적으로 기후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향후 발생
할 재해에 적절한 대처를 찾는 것은 필수적이다
(Futrell, 2005; Kidd et al., 2011; Kim, 1988;
Hyunwook Park et al., 2005; Yoo, 1996).
강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직접 측정하
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자료의 공백없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Huffman et al., 2001; Kidd et al., 2011; Mishra et
al., 200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Hong et
al., 2012; Hou et al., 2014; Villarini et al., 2008).
위성 관측 자료는 관측 데이터의 부재가 거의 없고,
직접 관측이 어려운 지역까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 위성 자료를 이용한 강수 연구는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Huffman et al., 2007; Joyce et
al., 2004; Kubota et al., 2007; Seo, 2011, 2012;
Sorooshian et al., 2000). 위성 자료의 사용이 늘어남
에 따라 위성 강수 산출물을 강수 모델 자료 혹은
지상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고
(Bitew et al., 2012; Li et al., 2015; Scheel et al.,
2011; Su et al., 2008), 강수 산출 알고리즘을 개선하
기 위한 연구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 (GPM) 위성은
전 지구의 강수와 강설 관측을 목표로 미국 항공우
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 발사되고 활용되고 있는 강수관측 전용
위성이다. 이전에 성공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TRMM) 강수
위성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GPM이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GPM은 기존의 TRMM에서 사용하던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TMI)와 단일 파장 강우레이
더(PR)에서 기술을 확장하여 GPM 마이크로파 라디
오미터(GMI)와 이중 파장 강우 레이더(DPR)를 탑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GPM 센서는 TRMM 센서보
다 소규모 강수와 강설을 더 높은 효율로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Hou et al., 2014). 이러한 GPM의
개선된 효과를 밝히고자 GPM 위성 자료와 TRMM
위성 자료를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Liu,
2016; Sharifi et al., 2016; Tang et al., 2016).
GPM 강수 산출물은 GPM에 속한 모든 마이크로
파 위성의 강수 자료와 마이크로파 위성으로 보정된

적외 위성 자료, 지상 관측 자료를 합성하여 최종적
으로 산출된 고해상도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
다고 평가되고 있다(Huffma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GPM 프로젝트 중의 일환인
Integrated Multi-satellite Retrievals for GPM (IMERG)
고해상도 강수 자료를 지상 관측 자료와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한반도 영역에서의 효율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한반도 영역에서 강수 위성의 정확도는 이미
TRMM 위성 산출물과 한반도의 지상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된 바가 있으며, 높은 정확도를 보
이며 한반도에서의 강수 위성 산출물의 신뢰성이 높
음을 보여주었다(Koo et al., 2009; HS Park et al.,
2000; Soh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영역에서의 IMERG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하여 월 강수 산출물을 이용하여 지
상 관측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월 강수 자료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호우에 의한
영향에 변동성이 큰 일 자료에 비해 지역의 전반적
인 강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기
적인 기후 및 수문학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Jung
et al., 2002; Kang et al., 1992). 위성 강수 산출물과
의 비교를 위한 검증 자료로는 지상 관측 자료인
Automated Weather Station (AWS)의 월 누적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영역은 한반도 영역의 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발생한 강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IMERG는 AWS와의 비교를 통해 월별 오차 분포 특
성을 통하여 검증을 실행하였으며,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으로 나누어 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후,
한반도 영역에서의 위성 자료와 지상 관측 자료의
비교 결과를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으로 나누어 제
시하였다. 위성 자료를 이용한 정확도 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마
지막으로 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였다.

자료 및 방법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영역에서 IMERG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한반도의 지상 관측 자료인 AWS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자료는 2016년 1월부
터 2016년 12월까지의 1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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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WS locations in South Korea: (a) All stations, (b) Stations of Island and coast region.

며, 모든 자료는 월 누적 강수량으로 변환하여 사용
하였다. 자료 범위는 한반도 영역인 위도 33-39oN,
o
경도 125-131 N 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MERG Final Run Version 4에서
제공하는 월 강수량 자료를 월 누적 강수량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IMERG는 NASA와 일본 우주
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의 협력으로 시행된 GPM 강수 위성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IMERG 자료는 GPM 이전의 대규모
강수 프로젝트였던 TRMM의 TMPA (Huffman et
al., 2015a, b) 자료를 개선하여 더 높은 효율의 강수
및 강설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
다. IMERG 강수 자료는 30분 간격의 시간해상도와
0.1o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TMPA보다 높은 공간해
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강수 자료
를 얻을 수 있다(Hou et al., 2014; Huffman et al.,
2014).
위성 IMERG에서 산출되는 한반도 영역의 강수
자료는 AWS 자료와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검증하였
다. AWS는 한반도의 자동 지상 관측 장비로, 한반도
의 각 지점별로 기온, 풍향, 풍속, 습도, 기압, 강수량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자료가 제공된다. 관
측 지점은 Fig. 1-(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섬을 포
함하여 전국의 480여개 정도 존재한다. 육상과 해안
지역의 경계에서는 기온, 풍속, 대기의 수렴 속도 및
열역학적 요소들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지형적인 특
수성으로 위성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

다(Fisher, 1960, 1961; Heiblum et al., 2011; Meyer,
1971; Neumann, 1951; Schoenberger, 1984).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를 포함한 섬과 해안 지역에서는
IMERG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어 통계적
인 비교를 할 때는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을 나누어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Fig. 1-(b)는 본 연구에서 섬
및 해안 지역의 강수 자료를 비교할 때 사용했던
AWS 자료의 지점 위치를 보여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성 자료 IMERG와 지상 관측 자
료 AWS를 공간해상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린 보간법을 이용하였으며, AWS의 위, 경도 자
료를 IMERG의 격자에 맞추어 강수를 산출하였다.
IMERG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AWS 자료와의
통계 분석을 통해 오차 분포 특성을 알아보았고, 이
를 바탕으로 두 자료 간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오
차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지수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CC), 평균오차(Bias),
비편차(multiplicative bias, Mbias), 상대오차(relative
bias, Rbias),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이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지수의 식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지수의 의미를 살펴보면,
CC는 IMERG와 AWS 간의 선형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선형관계

536

류수민·홍성욱

Table 1. Statistical indices used in this study
Statistic metrics

Equation

Perfect value

Coefficient Correlation

1

Bias

0

Multiplicative Bias

1

Relative Bias

0

Mean Absolute Error

0

Root Mean Square Error

0

결 과

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Bias는 두 자료 간
의 편차의 평균을 나타내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자료의 오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Mbias은 두
자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1에 가까울수록
두 자료의 오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Rbias는 두 자료
의 상대적인 편차를 나타내어 데이터 간에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내며, 이 또한 0
값에 가까울수록 두 자료의 오차가 작다는 것을 의
미한다. MAE는 두 자료 간의 절대 오차의 평균을
나타내며, Bias와는 다르게 오차의 절대적인 크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RMSE는 두 자료 간의 오차
가 발생했을 때, 이 오차에 가중치를 부여한 통계 지
수로, 두 자료 간의 오차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내륙 지역 월별 강수량 비교 검증
한반도 영역에서 발생하는 강수에 대하여 위성 자
료 IMERG와 지상 관측 자료 AWS를 좀 더 효율적
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로 각각 비교하였다. 한반
도는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많고,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은 기후 분포
를 보이며, 연 평균 강수량은 약 1300 mm이다. 2016
년 1년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한 강수 중 최대 월 누
적 강수량은 4월로 약 985 mm, 최소 월 누적 강수량
은 11월로 약 201 mm이다. Table 2는 각각 한반도
지역의 AWS 지상 관측 자료와 IMERG 위성 자료의

Table 2. Analysis of statistical indices between IMERG and AWS in 2016 (Inland region)
Month

Corr.

Bias(mm)

MAE(mm)

Mbias

Rbias

RMSE(mm)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0.82
0.45
0.80
0.83
0.81
0.62
0.78
0.37
0.95
0.79
0.36
0.29

21.42
21,86
9.46
14.70
7.13
16.81
14.79
2.82
24.51
9.98
11.87
28.95

21.81
23.28
15.13
25.21
17.66
22.75
51.82
28.43
36.96
29.51
12.18
31.08

2.61
1.51
1.19
1.11
1.07
1.31
1.04
1.03
1.17
1.08
1.65
1.51

1.61
0.51
0.19
0.11
0.07
0.31
0.04
0.03
0.17
0.08
0.65
0.51

10.22
7.59
11.86
29.11
19.63
20.71
38.03
23.98
32.23
18.05
8.75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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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tial distributions of monthly-accumulated rainfall (unit: mm).

월별 강수 분포를 나타내며, IMERG가 AWS와 유사
한 강수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ERG와 AWS 자료는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절에서는 내륙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다루었다.
Fig. 2에서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총 월 누적 강수량을 하나의 산포도로 나타
냈다. Fig. 2에는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지점의 강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IMERG와 AWS 사이의 전반
적인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2016년 1년 간의
IMERG와 AWS 자료를 비교했을 때, CC가 0.95로
거의 1에 가까운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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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와 Fig. 4는 IMERG와 AWS 자료 간의 오
차 분포 특성으로 산출된 통계 분석 결과를 월별로
나타낸 표와 그림이다. Fig. 4-(a)의 CC 분석 결과를
보면, IMERG가 전반적으로 AWS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특히 9월에 0.9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겨울철에 해당하는 2
월과 11월, 12월에는 AWS와 비교적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Fig. 4-(c)와 (f)의 MAE와 RMSE 분석 결과
에서는 강수량이 많은 7월에 오차가 가장 크고, 강수
량이 적은 2월, 11월에는 오차가 작게 산출되었다.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과 강수량이 적은 겨울철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상대 오차를 이
용하여 추가로 비교하였다. Fig. 4-(b)와 (d), (e)의
Bias와 Mbias, Rbias를 살펴보면, 강수량이 많은 7월
보다 강수량이 적은 1월과 12월에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7월
에는 강수량이 많아 IMERG와 AWS의 실제 강수량
의 오차는 크지만, 여름철과 겨울철을 상대 오차를
이용해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하면, 여름철보다 1
월과 12월 등 겨울철에 산출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
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Fig. 4-(b)와 (e)의 Bias와
Rbias는 모든 월에서 기준 값인 0보다 큰 값을 나타
내고, Fig. 4-(d)의 Ratio도 모든 월에서 1보다 큰 값
이 산출된 것을 통해 IMERG가 실제 AWS 자료보다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Scatterplot of monthly rainfall data between IMERG
and AWS in 2016 (Inland region).

2016년 1년 중 최대 월 누적 강수량이 약 900 mm인
점을 고려했을 때, Bias는 월 15.08 mm, RMSE는 월
30.32 mm로 상대적으로 작은 오차 값을 보인다고 추
정할 수 있다.
Fig. 3은 2016년 1년 동안 발생한 IMERG와 AWS
의 월 누적 강수량 자료를 각 월별로 평균하여 나타
낸 그림이다. Fig. 3을 살펴보면, 모든 월에서 전반적
으로 IMERG와 AWS의 평균 월 누적 강수량 자료가
유사한 강수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강수량이 적은 1월이나 12월보다 강수량이 많은
7월에 상대적으로 AWS와 더 유사한 값을 산출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IMERG가 강수량
이 적을 때보다 강수량이 많을 때, 좀 더 정확한 결
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해안 지역 월별 강수량 비교 검증
IMERG와 AWS 자료를 비교하기 위한 산포도에서
일정하지 않은 강수 패턴이 발견되었고, 두 자료 사
이의 상관성을 떨어뜨리는 자료들이 다수 존재했다.

Table 3. Analysis of statistical indices between IMERG and AWS in 2016 (Islands and coastal region)
Month

Corr.

Bias(mm)

MAE(mm)

Mbias

Rbias

RMSE(mm)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0.71
0.48
0.84
0.52
0.46
0.83
0.58
0.81
0.85
0.51
0.52
0.33

7.36
-2.41
2.68
-23.14
-2.98
11.79
21.08
-9.13
6.23
-31.12
1.58
-3.60

21.81
31.50
21.07
54.77
37.53
36.93
66.60
31.30
53.53
62.10
19.64
31.12

1.18
0.96
1.04
0.87
0.98
1.12
1.08
0.89
1.03
0.84
1.03
0.96

0.18
-0.04
0.04
-0.13
-0.02
0.12
0.08
-0.11
0.03
-0.16
0.03
-0.04

23.00
15.30
18.74
58.57
27.91
32.94
61.19
26.51
56.79
38.64
25.35
24.35

한반도 육상지역에서의 위성기반 IMERG 월 강수 관측 자료의 정확도 평가

539

Fig. 4. Annual distribution of monthly-accumulated rainfall between IMERG and AWS in 2016 (Inland region).

Fig. 5. Statistical values of (a) CC, (b) Bias, (c) MAE, (d) Mbias, (e) Rbias, and (f) RMSE in 2016 (Inland region).

이 데이터들을 따로 추출해 확인한 결과, 해안가와
섬 지역의 강수로 확인되어 내륙 지역과 별개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통계 분석 실험을 실행하였

다. 이 절에서는 섬과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강수에
대한 IMERG와 AWS 자료를 내륙 지역의 월별 강수
량 비교와 마찬가지로 6개의 통계 지수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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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atterplot of monthly rainfall data between IMERG
and AWS in 2016 (Islands and coastal region).

비교하였다.
Fig. 5는 해안 지역에서 2016년 1년 동안 발생한
총 월 누적 강수량을 하나의 산포도로 나타냈다. 해
안 지역에서의 IMERG와 AWS 자료를 비교했을 때,
CC가 0.77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지만, 내
륙 지역의 CC인 0.95보다는 상관성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륙 지역에서 IMERG와
AWS 자료 간의 Bias는 월 15.08 mm, RMSE는 월
30.32 mm인 것과 비교하면, 해안 지역에서의 Bias는
월 −1.92 mm로 작아졌지만, RMSE는 월 55.08 mm
로 오차가 확연히 커진 것을 보여준다.
Fig. 6은 섬과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지점의
IMERG와 AWS의 월 누적 강수량을 평균하여 월별
로 나타낸 시계열 자료이다. 내륙 지역의 시계열 자
료와 마찬가지로, IMERG와 AWS 두 자료가 모두
비슷한 강수 분포를 보이는 반면, 내륙 지역과는 다

르게 강수량이 적은 1월과 12월에서 두 자료가 유사
한 값을 나타내며, 4월과 10월에 IMERG가 과소 추
정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Table 4와 Fig. 7은 앞서 월별 비교와 마찬가지로,
해안가와 섬 지역의 IMERG와 AWS 자료를 비교하
여 오차 분포 특성을 나타낸 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Fig. 7-(a)에서 CC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월에
서 CC가 0.5 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륙 지역보다는 낮은 상관성을
보이며, 내륙 지역의 결과에서 낮은 상관성을 보였던
12월 뿐만 아니라 4월과 10월에도 낮은 상관성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c)와 (f)의 MAE
와 RMSE의 값을 살펴보면, 7월에 가장 큰 오차를
보이며, 1월과 12월에 상대적으로 작은 오차를 보인
다. 내륙 지역의 최대 MAE와 RMSE는 각각 월
51.82 mm와 월 38.03 mm인 것과 비교했을 때, 해안
지역에서는 최대 MAE와 RMSE가 월 66.60 mm와
월 61.19 mm이므로 내륙 지역보다는 오차가 크게 산
출되는 것을 보여준다.
내륙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름철과 겨울철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상대 오차 결과를 비교하였
다. Fig. 4-(d)와 (e)에서 Mbias와 Rbias가 모든 월에
서 유사한 오차 값을 보이며, 이로부터 해안 지역에
서는 여름철과 겨울철 사이의 산출 정확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Fig. 4-(b)와 (e)에서
Bias와 Rbias를 살펴보면, 일부 월에서 두 오차가 기
준 값인 0보다 작은 오차를 산출하는 경우가 존재하
고, Mbias도 기준 값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월
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해안가와 섬 지역에서는
내륙 지역과는 다르게 일부 월에서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Annual distribution of monthly-accumulated rainfall between IMERG and AWS in 2016 (Islands and coas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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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atistical values of (a) CC, (b) Bias, (c) MAE, (d) Mbias, (e) Rbias, and (f) RMSE in 2016 (Islands and coastal
region).

토 의
본 연구에서는 IMERG와 AWS의 비교를 통해 산
출된 오차가 작은 오차를 나타내는지 좀 더 명확히
비교를 하기 위하여 GPM 위성 이전에 활용되었던
TRMM 위성의 TMPA 자료와 지상관측자료 간의 오
차 분석 결과를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전 연구인 Koo et al. (2009)에서는 2006년 한반도에
서 발생한 강수에 대하여 TRMM의 TMPA 강수 자
료를 이용하여 지상관측자료인 AWS와 비교하였고,
2006년 6월, 7월, 8월 여름철 강수량의 CC와 Bias,
RMSE는 각각 0.92, 38.38, 84.39 mm였다. 또한 전구
지상관측자료인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GPCP)와 한반도의 지상관측자료인 AWS와
의 비교 결과 CC와 Bias, RMSE는 각각 0.45,
84.39, 179,43 mm를 나타냈었다. 이전 유사 연구 결
과를 토대로 본 연구인 IMERG 자료의 2016년 육상
지역의 CC와 Bias, RMSE는 0.95, 15.08, 30.32 mm
로써, 상대적으로 TMPA와 GPCP보다 높은 상관성과
작은 오차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TMPA의 월 강수 산출물을 본 연구와
같은 오차 분석 방법으로 비교한 사례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TMPA의 월 강수 자료를 지상관측자료와
분석한 사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려 한다. Sharifi
et al. (2016)에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란 지역에서 발생한 강수 사례에 대하여 IM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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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TMPA의 월 강수 자료를 각 지역별로 지상관측자
료와 비교하였다. 이란 지역은 한반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서 월 최대 강수량이 100 mm 이하이다. 이 연구에서
는 총 4개의 지역에서 위성 자료와 지상관측자료를
비교하였고, 그 중 월 최대 강수량이 350 mm 이하인
지역에서 TMPA 위성 자료와 지상관측자료의 CC와
Bias, RMSE는 각각 0.52, −35.57, 102.76 mm를 산
출하였다. 한반도의 월 최대 강수량이 985 mm인 점
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IMERG 자료가 TMPA
자료보다 지상관측자료와 높은 상관성과 작은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영역에서 발생한 강수에 대
하여 위성 강수 자료 IMERG와 지상 관측 자료
AWS를 비교하여 IMERG와 AWS의 상관성을 알아
보고, 통계적으로 오차 분포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IMERG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지역에 따른 강수의
전반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어 장기적인 기후 및 수
문학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월 강수 자료를 이
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강수 연구에 사용되는 IMERG
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IMERG와 AWS 자료
는 월 누적 강수량으로 변환하여 비교하였으며, 2016
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추가로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내륙 지역과 해
안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월별로 비교하였다.
2016년 1년 간의 총 자료를 이용해 IMERG와
AWS 자료를 통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 모두 CC가 0.7이상, 특히 내륙 지역
은 0.95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비교적 낮은 Bias
와 RMSE를 산출하며 IMERG가 전반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월별 평균 강수량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IMERG가 AWS의 강수 패턴
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IMERG 자료의 신뢰성 있
는 자료라는 점을 1차적으로 확인했다.
2016년 1년 동안 발생한 강수 자료에 대하여 월별
로 통계 분석을 한 결과,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
대부분의 월에서 전반적으로 0.5 이상의 높은 상관성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강수량이 적은 겨울철에 해당
되는 2월, 12월에는 상관성이 다른 자료에 비해 낮게

산출되었다. 또한, 2016년 우리나라의 평균 월 최대
강수량이 약 560 mm인 점을 고려했을 때, 오차의 평
균을 나타내는 Bias는 모든 월에서 30 mm 이하의
값을 나타내며, MAE와 RMSE는 내륙과 해안 지역
모두 최대 70 mm 이하의 오차를 산출했다. 특히, 내
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더 낮은 MAE와 RMSE를
산출하여 내륙 지역에서 더 정확하게 강수량을 산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자료의 상대 오차
를 나타내는 Mbias와 Rbias에서도 각각 1과 0에 가
까운 값을 보이며, IMERG가 AWS의 강수 자료와
유사한 값을 산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MERG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해당
하는 월에 상관성이 더 낮고, 실제 오차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크게 산출되었다. 그러나 여름철과 겨
울철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상대
오차는 겨울철에 더 큰 값을 나타냈다. 또한, 내륙
지역에서는 모든 월에서 IMERG의 강수 자료가 과
대 추정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해안 지역에서는 일
부 월에서 IMERG의 강수 자료가 과소 추정이 된
것이 확인되어 이전의 육상과 해안 지역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한 결과라
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영역에서 IMERG의 월 강
수량 자료가 지상 관측 자료의 전반적인 강수 분포
와 강수량을 비교적 잘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영역에서의 IMERG와 AWS 자료를 비
교했을 때, IMERG가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월에서
높은 상관성과 작은 오차를 보인다는 것이 통계 분
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2016년 1년 간의 자료로는
IMERG가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강수량이 적은 겨
울철보다 더 정확한 값을 추정하고, 유사한 강수 패
턴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의
TMPA 강수 자료와 지상관측자료의 오차 결과 비교
를 통해서 본 연구의 IMERG가 상대적으로 작은 오
차를 산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를 통해 IMERG의 월 강수 자료가 기후 및 수문학
적 연구를 위해 활용되기에 신뢰성 있는 자료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IMERG의 강수 산출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이러한
IMERG의 강수 산출물은 향후 진행될 강수 연구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라고 판단된다.

한반도 육상지역에서의 위성기반 IMERG 월 강수 관측 자료의 정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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