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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있는 집중호우는 해마다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지적 집중호우

는 기존의 종관 및 자동기상관측망으로는 그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기

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여러 분야

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CCTV 영상을 활용하여 강우량을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CCTV 강우 영상 자료 확보

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대기환경관측소 옥상에 2 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영상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CCTV 영상을 통한 강우량 산정 기법은 강우 분리 알고리즘과 강

우 계산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강우 분리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카메

라 셋팅 값에 따른 최적 매개변수를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최적 매

개변수와 빗줄기의 길이, 빗방울의 크기 등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카

메라의 조도, 초점 거리 등의 광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강우 계산 알

고리즘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강우량을 계산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에 CCTV 영상을 통해 계산된 강우량과 AWS에서 측정된 강우량을 비

교했을 때, 블랜드 알트만 플롯과 선형 회귀분석 결과 모두에서 두 가



 

 

지 방법으로 관측된 강우량 값의 상관성이 높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CCTV 영상에서 분석된 강우량이 AWS에서 측정된 강우량 보다 조금 

큰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특정 지점에서 측정되는 AWS

와 달리 CCTV는 촬영된 영상 내의 모든 빗줄기를 강우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강우량 측

정 기법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장기간의 다양한 장소

에서 촬영된 영상 데이터 확보를 통해 강우 미 계측 지역의 강우 자

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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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한국은 이상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강우량 및 강우 강도의 변

동성이 커지고 있다(KMA, 2018). 또한 강우 전선 및 지형학적 요인

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간 강우량 편차도 커

지고 있다(박수진, 2015). 특히 도심과 산지가 공존하는 복잡한 지형

을 가진 서울시의 경우 북동쪽이 남서쪽보다 강우량이 많고, 동년 지

역구별 누적 강우량 차이가 최대 927.5 mm/yr로 나타날 만큼 지역에 

따른 강우량 편차가 큰 특징을 가진다(그림 1). 이와 더불어 집중 호

우의 경우에도 서쪽 지역은 발생 빈도가 낮지만 강우 강도가 세고, 동

쪽 지역은 발생 빈도와 강우 강도 모두 높은 값을 보이며 중심부를 

기준으로 동서 지역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2). 또한, 과거에 

비해 최근 봄, 여름 계절의 야간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수

자원 관리와 정확한 수재해 정책 수립을 위해서 세밀한 시공간적 강

우 분포 파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우 측정은 우량계(rain gauge)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우량계의 공간 분포가 조밀하지 않기 때문

에 한국과 같은 복잡 다양한 지형에서 발생하는 강우의 공간적인 변

동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Kidd et al., 2016). 또한 우량계가 설

치되지 않은 지역의 강우량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량계 사이의 강우

량을 가정하여 공간 강우량을 추정해야한다는 한계가 있다(Ho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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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0). 강우 레이더(RADAR)를 이용한 강우 관측 또한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방법 또한 해안 및 육상에서만 가능한 강우 관측 방법이

다(Kim et al., 2013).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 관측을 통한 강우량의 간접 산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T. Kozu et 

al., 2001). 그러나 위성 강우량 산출 자료의 낮은 공간 해상도 때문에 

국지적인 강우 특징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Famiglietti et al., 

2015). 또한 위성 관측 강우량 자료는 지상 관측 강우량 자료의 20% 

정도를 과소 모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성 관측을 통한 강우량의 

변동성 확인도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Kim et al., 

2013). 그러므로 지역적인 강우의 변동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는 저비용의 보다 조밀한 지상 관측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상 관측을 위해 우량계와 강우 레이더를 추가로 설치해 

다수의 강우 관측망을 구축하는 방안은 고가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비

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강우 관측 방

법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써, 2000년대 초 컴퓨터 기술과 카메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카메라 영상 기술을 활용한 강우 관측이 대안

으로 제시되었다(Garg and Nayar, 2004, Shin et al., 2015, Dong et 

al., 2017, Jiang et al., 2019). Garg and Nayar (2004)은 강우 영상에

서 빗줄기를 분리, 제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분리

된 빗줄기를 이용한 강우 발생의 유무 판별 및 강우 강도 산정과 같

은 새로운 강우량 관측 방법이 수행되었다(Shin et al., 2015, Do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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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7). 이를 응용하여 국내외에서는 일반 카메라가 아닌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영상을 활용한 강우 유무 판별과 강우량 

계산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CCTV를 활용한 강우량 측정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Bae et al., 2016, Jia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CCTV 카메라에서 녹화된 영상을 통해 강우량을 

계산하고, 이를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강우량 자료와 비교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CTV 영상을 이용해 계산된 강우량 값과 실제 지

상관측 강우량 값이 유사하다면, 해당 알고리즘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

는 도로 감시 또는 보안 CCTV의 영상에 적용하여 기상관측소가 존

재하지 않는 지역 또는 위성이 관측하지 못하는 지역의 강우량을 측

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강우 관측 방법의 지역적인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상세한 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특성 변화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보다 세밀한 수자원 및 수재해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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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지역구별 연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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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9–2018년 서울시 (a)집중호우 강우강도, (b)집중호우 발생빈도. 

(a)에서 붉은 색(푸른 색) 분포는 강우 강도가 센(약한) 지역을 의미함. (b)

에서 노란색 분포는 연간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40회 이상, 초록색 지점은 

50회 이상, 푸른색 지점은 60회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빈도 수가 커질수록 

원의 크기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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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1. 카메라 영상을 통한 강우량 측정 

 

카메라 영상을 활용한 강우량 측정 연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강우 제거 알고리즘을 활용한 강우 분리 방법 연구이

고 두 번째는 강우 분리 방법을 접목한 강우량 산정 방법에 대한 연

구이다(Shen et al., 2011; Garg and Nayar, 2005; Berg et al., 2016). 

첫 번째, 강우 제거 알고리즘을 활용한 강우 분리 방법은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생성 관련 분야에서 악기상 발생시 영상과 사진의 품

질 유지를 위해 최초로 개발되었다(Garg and Nayar, 2004). 이는 영

상에 촬영된 빗방울의 모양, 크기, 공간 분포를 고려하여 빗줄기를 탐

지하고 배경과 빗줄기와의 밝기 차이를 이용하여 빗줄기와 배경을 분

리하는 방법이다(Beard and Chuang, 1987; Gunn and Kinzer, 1949; 

Manning, 1993). 또한 딥러닝 기술의 한 종류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이용해 영상에서 빗줄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련

된 연구도 진행되었다(Li Zhun et al., 2018).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영상 이미지 내 빗방울을 제거해 깨끗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목

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

제점이 존재했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영상 배경에서 분리된 빗줄기를 활용해 

강우량을 산정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Dong et 

al., 2017). 이 연구에서는 앞서 감지된 빗방울의 크기를 빗방울-크기 

분포 곡선에 fitting하여 강우 강도를 계산했다. 또 Jiang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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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카메라의 초점거리, 해상도, 피사계 심도(DOF) 등을 활용

하여 이미지의 회색조 값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목적함수를 최소화하

는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 강우량을 계산했다.  

이처럼 빗방울의 물리적인 성질과 카메라의 광학 특성을 이용한 

강우 분리 방법과 강우량 산정 방법에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 강우가 발생하

였을 때와 야간에 발생하는 강우량 측정은 불가하다는 한계점이 존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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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카메라 영상을 통해 강우량을 측정하는 연구는 현재 미국, 싱가

폴,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야간에 발생한 비와 강우 강도가 센 비의 강우량은 측정이 

불가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전 세계 최초로 적외선을 활용해 야간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본 알고리즘에서는 정확한 강우량 산출

을 위해서 CCTV 카메라 기종과 실험 대상지의 환경에 맞는 최적 조

절 매개변수를 강우 강도 기준(약한 강우, 중간 강우)에 따라 설정했

다.   

기존 연구에서 인공지능 기법 중 하나인 딥러닝을 활용하여 영상

에 촬영된 비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딥러닝은 데이터로부

터 어떠한 정보 혹은 지식을 학습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블랙 박

스(Black Box)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

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반한 시스템을 무조건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

점이 있다(Guidotti et al., 201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강우량 계산 

과정의 물리적인 구조를 알 수 있도록, 빗방울의 역학적 특성을 반영

한 수식들을 활용하여 강우 영상의 배경을 제거해 비의 강우 강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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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지 및 관측 장비 

 

1) 연구 대상지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 중 AWS (Automatic Weather System)에

서 측정되는 강우량과 CCTV에서 계산되는 강우량과의 정량적 비교

를 위해 관악 AWS가 설치 되어있는 서울대학교 대기환경관측소 옥상

에 CCTV를 설치하였다. AWS는 기상청에서 기상 현상에 따른 자연재

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상관측 장비로써 시간 별 기온, 풍향, 풍속 

및 강우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해당 지역의 해발고도는 141.64 m로 서울시 내 AWS가 설치된 

지역의 평균 해발고도가 61.95 m 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

징이 있다. 또한 산골짜기 아래에 대기환경관측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

에 해당 지점이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지역은 서울대학교 대기환경관측소

가 포함된 서울시 관악구를 연구 지역으로 정의하였다(그림 3). 본 논

문의 연구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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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대기환경관측소 위치와 지형. (붉은 점) 



11 

 

2) 관측 장비 

 

본 연구에서 영상 촬영에 사용되는 CCTV를 설치하기 전 카메라 

설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관악 AWS 지점에서의 2009–2019년 1

분 풍향, 풍속 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바람장을 분석하였다(그림 4). 

그 결과 최근 10년간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북풍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겨울의 북풍을 제외하고 여름, 가

을, 겨울 계절에 관악지점의 주 풍향은 모두 남풍인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관악 AWS의 남쪽 방향에 존재하는 관악산 골짜기에서 불

어오는 바람으로 생각된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

치하게 되면 빗방울이 렌즈에 묻어 번짐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

기 때문에 주 풍향인 남쪽 방향을 배제하였다. 또한 동쪽 방향에는 

학교 건물들과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찻길이 존재하므로 영상 배경

에서 빗방울을 인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카메라가 북쪽 방향

을 향하게 되면 배경이 밝아져 배경과 빗방울 간의 밝기 차이가 줄

어 빗방울 인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강우 발생 시 

바람의 영향과 건물의 간섭, 빛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CTV 

카메라가 서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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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a)여름, (b)가을, (c)겨울 기간의 관악 

AWS 지점의 바람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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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CCTV는 총 2대로써 EZVIZ CCTV는 

2019년 8월 12일에 처음 설치하였다. 이후 야간 강우 영상 촬영을 

위해 적외선 카메라를 지원하는 HANWHA CCTV를 2019년 10월 9

일에 추가 설치하였다. 따라서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해 주간, 야간의 

지속적인 녹화가 가능하며 상호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결

측 없이 장시간의 강우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 CCTV의 

상세 정보는 표 1과 같다.  

그림 5.a는 영상 촬영에 사용된 EZVIZ C3W CCTV와 HANWHA 

QNO-6022R CCTV이며 그림 5.b는 CCTV와 관악 AWS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CCTV와 관악 AWS 간의 거리는 약 3m로 충분히 가

깝기 때문에 CCTV를 통해 계산된 강우량과 AWS 강우 데이터 간의 

공간적 분포 및 시계열 변동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c는 2대의 CCTV가 설치된 방향을 나타내며 그림 5.d는 

EZVIZ CCTV의 강우 영상 녹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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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EZVIZ C3W HANWHA QNO-6022R 

설치 일자 2019 년 8 월 2019 년 10 월 

녹화 시작 일자 2019 년 8 월 9 일 2019 년 11 월 15 일 

최대 해상도 1920×1080 1920×1080 

초점 거리 8 mm 4 mm 

조리개 값(F) 2.0 1.6 

가격 약 12 만원 약 13 만원 

초당 프레임 수(fps) 15 fps 30 fps 

기기 사진 

 

 

표 1. CCTV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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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11 

(d) 

EZVIZ 

HANHWA AWS 
(b) 

CCTV 

그림 5. CCTV 사진. (a)EZVIZ(좌), HANWHA(우), (b)CCTV와 관악

AWS, (c)CCTV 방향, (d)CCTV 화면과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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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영상 자료 

 

영상 분석을 통한 강우량 산정을 위하여 EZVIZ CCTV에서 촬영된 

주간 영상 자료와 HANWHA CCTV에서 촬영된 주 · 야간 영상 자료

를 사용했다. 강우 발생 시 카메라 렌즈 부분에 빗방울이 묻거나, 영

상 화면에 구름이 지나가면서 분석에 사용될 부분을 가리게 되면 영

상의 배경을 제대로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빗줄기 판별 시 어려움

이 있으므로 해당 영상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할 영상 자료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강우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각 CCTV에서 촬영된 비 영상 중 20 

mm/day 이상의 강우가 발생한 날의 영상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 EZVIZ 영상은 1920×1080 해상도로 촬영되었고 HANWHA 

영상은 720×480 해상도로 촬영되었다. EZVIZ 영상의 해상도가 높아 

영상 분석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되므로 시간 단축을 위해 960×540 

해상도로 변환하였다. 또한, 번짐 효과와 배경 간섭 문제를 최소화 하

기 위해 EZVIZ와 HANWHA 영상 모두 아래쪽 중심부 영역만을 관심

영역으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5.d). EZVIZ 영상의 관심 

영역은 241×181 해상도, HANWHA의 관심 영역은 281×161 해상도

이다.  

강우 강도는 15 mm/hr를 기준으로 약한 강우, 중간 강우로 구분

하였다. 표 2의 EZVIZ Event 2 영상을 주간 중간 강우 조절 변수 보

정과 선정에, EZVIZ Event 4 영상을 주간 약한 강우 조절 변수 보정

과 선정에 사용했다. 또한 야간 약한 강우 조절 변수 선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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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Event 7의 야간 영상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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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강우 발생 날짜 및 영상 정보. 

 

  

CCTV Event Date Time Resolution 

AWS 

Rainfall 

Intensity 

(mm/day) 

Calibration 

EZVIZ 1 2019.8.12 
9:00-

12:00 
1920×1080 47.5  

EZVIZ 2 2019.8.29 
10:00-

14:00 
1920×1080 49.5 

Daytime 

Moderate  

EZVIZ 3 2019.9.5 
13:00-

19:00 
1920×1080 58.5  

EZVIZ 4 2019.9.10 
12:00-

18:00 
1920×1080 65 Daytime Light  

EZVIZ 5 2019.9.12 
15:00-

20:00 
1920×1080 20  

EZVIZ 6 2019.10.2 
13:00-

20:00 
1920×1080 24  

EZVIZ 

(HANWHA) 
7 2020.1.7 

8:00-

20:00 

1920×1080 

(720×480) 
43 

Nighttime 

Light  

EZVIZ 

(HANWHA) 
8 2020.2.25 

8:00-

15:00 

1920×1080 

(720×48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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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우량 계산 및 검증 

 

CCTV 영상을 사용한 강우량 계산은 크게 두 가지 알고리즘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강우 분리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는 강우량 

계산 알고리즘이다(그림 6).  

첫 번째 분리 알고리즘에서는 30초 단위로 전처리 된 강우 영상

의 공간 밀도, 수직 방향의 빗줄기, 수평 방향 불연속성, 시간 의존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조절 매개변수를 결정했다. 이를 적용하여 영상에

서 배경과 빗줄기를 분리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악

산을 배경으로 영상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관악산 배경 레이어와 빗줄

기 레이어로 분리했다.  

두 번째 강우량 계산 알고리즘 과정에서는 빗방울의 종단 속도, 

직경, 공간 분포 등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빗줄기의 영상 심도

를 계산했다. 이후 카메라의 설정 값들을 추가로 고려해 각 빗줄기의 

길이를 계산하고 빗방울 크기 분포를 추정하여 강우량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CCTV의 설정 값과 조절 매개변수를 반영해 계산

된 강우량을 CCTV와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인 관악 AWS에서 측정

된 분 단위 강우량 자료와 비교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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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CTV 영상을 통한 강우량 계산 알고리즘 모식도. 강우 분리 알고

리즘과 강우량 계산 알고리즘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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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적 매개변수 선정 

 

강우량 계산 알고리즘에서는 비가 얼마나 세게 내리는 지에 따라 

다른 매개변수를 적용하게 된다. 매개변수의 값에 따라 강우량 산출의 

정확도가 달라지므로 영상을 활용한 강우량 계산을 위해서는 실험 대

상 지역 또는 카메라 성능에 따른 적절한 매개변수 선정이 매우 중요

하다(Garg and Nayar, 2004).  

일반적으로 빗방울이 포함된 회색조 이미지는 모든 요소가 회색

조 값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𝐎 𝛜 ℝ
𝒎+𝒏

 에 의해 정의된다(Jiang 

et al., 2019). (m과 n은 각각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를 뜻한다.) 

 𝐎 = 𝐁 + 𝑹 (1) 

매트릭스 𝐎는 빗방울이 없는 배경 레이어  𝐁 𝛜 ℝ
𝒎+𝒏

 와 빗줄기만 

있는 레이어 𝐑 𝛜 ℝ
𝒎+𝒏

 로 나뉜다 (수식 1). 단일 이미지에서의 빗방울 

분리를 위해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빗방울과 

배경과의 깨끗한 분리를 위해 최적화 기법 중에서도 현재 위치에서 

함수 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절 변수를 이동시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는 최소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Jiang et al., 2019). 

 𝒎𝒊𝒏𝒐≥𝑹≥𝟎 𝝀𝟏ǁ𝑹ǁ𝟏 + 𝝀𝟐ǁ𝛁𝒚𝑹ǁ𝟏 + 𝝀𝟑ǁ𝛁𝒙(𝑶 − 𝑹)ǁ𝟏

+ 𝝀𝟒ǁ𝛁𝒕(𝑶 − 𝑹)ǁ𝟏  

(2) 

 

 ǁ·ǁ1은 매트릭스의 모든 요소의 절댓값의 합을 의미하며 ǁ𝑹ǁ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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ǁ𝛁𝒚𝑹ǁ𝟏 ,  ǁ𝛁𝒙(𝑶 − 𝑹)ǁ𝟏 , ǁ𝛁𝒕(𝑶 − 𝑹)ǁ𝟏  항은 𝐑과 𝑩의 다른 특성들을 대표

하는 4개의 정규화 지표이다 (수식 2). 일반적으로 빗줄기만 있는 레

이어(𝐑)가 빗방울이 없는 배경 레이어(𝐁)보다 회색조가 0인 값이 더 

많고 x축의 회색조 변화율이 적기 때문에 ǁ𝑹ǁ𝟏  값을 최소화 시킨다는 

것은 회색조의 밀도를 낮추어 배경 레이어와 빗방울 레이어 간의 차

이를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ǁ𝛁𝒚𝑹ǁ𝟏  항은 세로 방향으로의 

smoothness를 의미하며 이 항을 최소화 한다는 것은 세로 방향으로 

내리는 비를 잘 감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ǁ𝛁𝒙(𝑶 − 𝑹)ǁ𝟏  항은 배경 

레이어의 가로방향 지속성 보존이 목적이며 ǁ𝛁𝒕(𝑶 − 𝑹)ǁ𝟏 항은 배경 

레이어의 시간 연속성 유지가 목적이다. 매개변수  𝝀𝟏, 𝝀𝟐, 𝝀𝟑, 𝝀𝟒  는 각 

항의 조절 변수로써 0이 아닌 양의 값을 가진다. 이 때, 수식 2 함수 

값을 최소화 시키는 매개변수들의 조합을 찾는 것이 강우 영상에서 

배경과 비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한 번

에 각 항의 값이 얼마나 이동할지를 정하는 조절 매개변수이며 이 값

이 증가할수록 최소값으로의 수렴 속도가 증가하지만 너무 증가하면 

발산해버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절 매개변수의 선정이 정확한 결과 

값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치

된 카메라의 성능 변수들을 고려하여 주간, 야간의 매개변수를 각각 

선정했다. 

선행연구에서는 강우 강도를 강한 비, 중간 비, 약한 비로 나누어 

그에 따른 매개변수를 선정했지만 강우 강도의 정량적인 기준은 정해

진 바가 없었다(Jiang et al., 2019).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30 mm/hr 

이상의 강우 강도일 때를 강한 비로 정의하는데(KMA), 본 논문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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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간인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 중에는 강한 비가 발생한 경

우가 없었으므로 강우강도 15 mm/hr를 기준으로 중간 비, 약한 비 2

가지로 나누고 그 기준에 따라 서울시 관악구에 맞는 최적 매개변수

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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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토의 

 

1. 최적 매개변수 선정 

 

본 논문은 EZVIZ CCTV의 2019년 9월 10일 12:45-14:30 pm, 

2019년 8월 29일 10:45-15:00 pm 강우 영상을 15분 단위로 사용하

여 주 · 야간 매개변수 값을 선정했다. 최적의 매개변수 선정을 위해 

매개변수 값을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절하여 CCTV 영상을 통해 계산

된 15분 누적 강우량과 AWS에서 측정된 15분 누적 강우량이 가장 

유사한 값을 가지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약 600번 정도의 반복 분

석을 진행하였다.  

매개변수는 0.4 ≤ 𝝀𝟏/𝝀𝟒 ≤ 2.0, 𝝀𝟐/𝝀𝟒 = 1, 𝝀𝟏· 𝝀𝟑 > 0 조건을 만족

하는 범위에서 조절하여 선정하였다. 𝝀𝟏/ 𝝀𝟒  값의 경우 반복 분석 결

과 해당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최적화 과정에서 값이 발산하여 결과

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𝝀𝟐 /𝝀𝟒, 𝝀𝟏· 𝝀𝟑 값의 경우 

실험적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두 값이 가장 근사한 값을 가진다

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다수의 반복 튜닝을 통해 결정된 서울시 관

악구 기준 최적 주· 야간 매개변수 𝝀𝟏, 𝝀𝟐, 𝝀𝟑, 𝝀𝟒 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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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관악구 주 · 야간 매개변수 

시간 강우 강도 𝝀𝟏 𝝀𝟐 𝝀𝟑 𝝀𝟒 

주간 약한 강우 120 100 55 100 

주간 중간 강우 100 100 48 100 

야간 약한 강우 80 100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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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강우량 검증 

 

본 논문에서는 표 1의 영상 자료들을 활용해 교내 대기환경관측

소를 대상으로 AWS와 CCTV 사이의 강우량 검증 실험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표 3의 매개변수 선정 시 활용된 Event 2,4 영상을 제외

한 나머지 Event 영상을 이용해 비교 검증을 진행하였다. 우선, 표 3

에서 선정된 주간 매개변수를 적용해 2019년 8월 12일부터 2020년 

2월 25일 사이에 발생한 주간 강우에 대한 강우량 계산 및 비교 검증

을 수행하였다(그림 7).  

그림 7은 AWS와 CCTV에서 측정된 매 15분 누적 강우량을 나

타냈으며 분홍색 막대는 AWS에서 측정된 값, 회색 막대는 

CCTV(EZVIZ) 에서 계산된 값을 의미한다. 그림 7.e는 두 기종의 

CCTV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회색 막대는 EZVIZ CCTV, 초록색 막대

는 HANWHA CCTV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EZVIZ와 HANWHA 

모두 AWS와 유사한 값과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EZVIZ 기기를 기준

으로 설정된 매개변수가 HANWHA   기기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설정된 매개변수가 카메라 

기종과 관련없이 강우 강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AWS에서 측정된 강우량 값보다 CCTV에서 계산된 

강우량 값이 큰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림 7.b 14:45 

pm, 15:30-15:45 pm, 7.c 19:30 pm 시간에는 AWS 강우량 값보다 

CCTV 강우량 값이 작게 계산되었다. 이는 해당 시간에 CCTV 카메

라 렌즈에 빗방울이 묻어 영상 전처리 시 설정한 ROI 영역이 뿌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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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져 녹화된 강우 영상에 빗줄기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경우 영상의 고정 배경에서 움직이는 빗줄기를 

탐지할 수 없다. 따라서, 분리 알고리즘에서 두 레이어의 분리가 불가

하고 15분 내에 빗방울이 걷혀 빗줄기가 탐지된 시간만의 강우량이 

계산되므로 실제 AWS를 통해 측정된 강우량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7.c 17:15-17:45 pm 시간의 경우 AWS에서 측정된 

강우량 값은 있지만 CCTV를 통해 계산된 강우량 값이 없다. 이는 해

당 시간 영상은 CCTV 녹화 시, 원인 불명의 기기 이상으로 인해 저

장된 영상의 frame 수가 매우 커서 전처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림 7.e에 따르면 AWS 강우량 값과 HANWHA, EZVIZ CCTV 

강우량 값의 차이보다 두 CCTV 강우량 값 간의 차이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종이 다른 두 CCTV에 같은 매개변수를 적

용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10:30, 11:15, 11:45 pm 시간의 경우 HANWHA CCTV의 영상은 

렌즈에 문제가 없었지만 EZVIZ CCTV 렌즈에 빗방울이 묻어 

HANWHA CCTV를 통해 계산된 강우량보다 EZVIZ CCTV를 통해 계

산된 강우량이 적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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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간 CCTV 강우량 검증. (a) 2019년 8월 12일 9:00–10:45, (b) 

2019년 9월 5일 13:00–15:15, (c) 2019년 9월 12일 15:30–20:00, (d) 

2019년 10월 2일 13:00–17:30, (e) 2020년 2월 25일 8: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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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발한 CCTV 영상의 강우량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간 

강우량 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주간에 

발생한 강우량 계산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야간 강우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진행했다. 강우량 계

산을 위해서는 영상에서 빗줄기가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

문에 야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도입하였다. 

EZVIZ CCTV는 가시광선 영역인 350~870 nm의 파장에서 RGB 색상

으로 영상이 표현되지만 HANWHA CCTV의 경우 주간 영상은 가시

광선 영역에서 녹화되고 야간 영상은 근적외선 영역인 800~1000 nm 

영역에서 녹화된다. 따라서 EZVIZ 강우 녹화 영상은 전처리 시 RGB 

값에서 YCbCr 값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HANWHA 야

간 강우 녹화 영상은 이미 Grayscale이므로 변환 과정이 불필요하다

는 차이점이 있었다. 

야간 강우 계산 알고리즘에는 표 3에서 선정된 야간 매개변수를 

적용해 2020년 1월 7일부터 2020년 2월 25일 사이에 발생한 야간 

강우에 대한 강우량 계산 및 검증을 수행했다(그림 8). 그림 8은 야간

에 AWS와 CCTV에서 측정된 매 15분 누적 강우량은 나타냈으며 파

란색 막대는 AWS에서 측정된 값, 회색 막대는 CCTV(HANWHA) 에

서 계산된 값을 뜻한다. 주간 강우량 결과와 유사하게 CCTV 영상을 

통해 계산된 강우량이 AWS 측정 강우량보다 큰 값을 보이는 경향이 

보였다. 그러나 주간 강우와 달리 야간 강우 영상에는 적외선 CCTV 

카메라의 불빛 때문에 몰려드는 날벌레 떼들과 주간보다 센 풍속으로 

인한 수평 방향의 강우 패턴이 드물게 존재했다. 그림 6의 강우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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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알고리즘에서 수직 방향으로의 빗줄기에 대한 가중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CCTV 영상에서 계산된 강우량은 주간에 비해 야간이 상대적

으로 작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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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야간 CCTV 강우량 검증. (a) 2020년 1월 7일 20:00–21:30, (b) 

2020년 2월 25일 2: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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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AWS에서 측정된 강우량과 CCTV 영상을 통해 계산

된 강우량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case의 결과

를 블랜드-알트만 플롯을 이용해 비교분석 하였다(그림 9). 블랜드-

알트만 플롯의 가운데 점선은 AWS에서 측정된 강우량 값과 CCTV 

영상에서 계산된 강우량 값 차이의 평균(MD, Mean Difference)을 나

타내며 위 아래의 두 점선은 두 값 차이의 평균±1.96*표준편차(SD, 

Standard Deviation)를 나타낸다. 그림 9.a는 그림 7.c의 2019년 9월 

12일 결과 값들을 사용했으며 그림 9.b는 그림 8.b의 2020년 2월 25

일 결과 값들을 사용했다. 블랜드-알트만 플롯에 의하면 추정 값에 

고정된 편향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결과에서 AWS 강우량 값과 

CCTV 강우량 값의 차이가 MD±1.96*SD 내에 존재한다. 따라서 개

발된 CCTV를 이용해 강우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존의 AWS 측정 

방법과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강우 사상을 대상으로 AWS에서 측정된 강우량 값과 

CCTV 영상을 통해 계산된 강우량 값을 선형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기울기가 1.12 mm 15min mm-1 15min-1, r2가 0.96 (p<0.0001)로,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강우량 값이 비슷하다는 것이 유의미함을 

밝혀냈다 (그림 10). 분석 결과 양의 기울기가 나타났으며 이는 AWS 

측정 강우량 값보다 CCTV 영상에서 계산된 강우량 값이 더 큰 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양의 기울기를 보이는 

현상은 CCTV를 활용한 강우량 산정 알고리즘의 오류가 아닌, AWS 

기기와 CCTV를 활용한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AWS 기기는 강우 측정 시 원기둥 모양의 강우량계 내에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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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빗방울 만을 유효한 강우량으로 집계한다. 하지만 CCTV의 경우 

촬영된 영상 내에 내리는 모든 빗줄기를 강우로 인식하여 부피를 계

산하여 산출되는 강우량이므로 촬영 시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의 방해

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CCTV 영상을 통해 계산된 강우량이 높게 산

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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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WS와 CCTV 강우량의 상관성 비교를 위한 블랜드-알트만 플롯. 

(a) 2019년 9월 12일, (b) 202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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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WS와 CCTV 강우량의 상관관계 비교. 회색 실선은 두 값의 선

형 회귀선을 의미하며 회색 점선은 1:1 라인을 의미함. 표시 형식은 

yyyymmdd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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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 강우량 측정 장비로 사용된 AWS와 CCTV가 설치된 

지점은 해발고도가 높고 관악산 골짜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도와 

풍속 간의 양의 상관관계에 의해 서울 도심지에 비해 풍속이 강한 지

역적 특징이 있다. 그림 11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전체 

AWS 지점과 관악 AWS 지점의 풍속을 확률밀도함수로 나타낸 결과

이다. 그림 11에 따르면 관악 AWS 지점과 서울 전체 AWS 지점의 

최근 10년 평균 풍속은 각각 1.79 m/s, 1.65 m/s이다. 따라서, 관악 

AWS 지점의 평균 풍속이 서울 전체 평균 풍속보다 0.14 m/s 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시 내 AWS 지점 중 해발고도 100 m 이

상인 지점들을 제외한 평균 풍속과 관악 AWS 지점의 평균 풍속을 비

교했을 때도 관악 AWS 지점의 평균 풍속이 0.18 m/s 더 세게 나타

났다.  

일반적으로 풍속이 센 지역은 풍속이 약한 지역에 비해 빗줄기가 

45° 이하 기울기로 하강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빗줄기가 수직이 

아닌 수평에 가깝게 흩날리면 CCTV의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로 맺혀 

영상 인식에 방해가 되는 blur effect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지는 산지이므로 강우 시 구름이 영상에 함께 촬영되는 현상도 

발생하여 이로 인해 분석에 사용하지 못한 강우 영상이 존재했다. 따

라서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활용하거나 평탄한 

도심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본 논문에서 개발한 강우량 계산 알고리

즘이 문제 없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 



38 

 

blur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로 

총 7개월 간의 강우 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양의 데이터

를 축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보된다면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CCTV 영상을 활용해서 주 · 

야간, 특히 야간 강우량의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 도출

된 결과 값을 확인하였다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알고

리즘을 타 지역, 타 기종의 CCTV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알

고리즘의 일반적인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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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울 전체 풍속의 확률밀도함수와 서울 평균 풍속 (회색 점선), 관

악 평균 풍속. (붉은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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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CCTV 카메라에서 녹화된 영상을 이용하여 강우량

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교내 대기환경관측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인 관악 AWS 지점의 강우량 데이터와 본 연

구를 위해 설치한 EZVIZ, HANWHA CCTV에서 녹화된 강우 영상 데

이터를 수집· 활용하였다.  

CCTV 영상의 강우량 계산 알고리즘은 크게 강우 분리 단계와 강

우량 계산 단계로 구분된다. 강우 분리 단계에서는 CCTV를 통해 녹

화된 강우 영상 자료를 30초 단위의 영상으로 전 처리하여 최적화 과

정에 필요한 조절 매개 변수를 결정한다. 이후 결정된 조절 매개 변수

를 적용하여 강우 영상에서 고정된 배경과 움직이는 빗줄기를 분리한

다. 강우량 계산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분리된 빗줄기의 물리적 

특성과 광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빗방울의 크기 분포를 추정해 강

우량을 계산한다. 

해당 지점에 적합한 조절 매개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약 600번의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평균 강우 강도가 15 mm/hr 일 때를 기준

으로 약한 강우, 중간 강우의 주 · 야간 매개 변수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CCTV가 설치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강우 사상 중 강우 강도가 30 mm/hr 이상인 강한 강우가 발생한 경

우가 없으므로 강한 강우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는 선정하지 못하였다

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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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논문은 개발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CCTV 영상에서 계산

된 강우량 자료와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강우량 자료를 비교 검증하

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AWS에서 측정된 15분 누적 강우량과 CCTV

에서 계산된 15분 누적 강우량을 비교한 결과, CCTV 영상에 빗방울

과 구름으로 인한 방해와 영상 자체의 frame 문제만 없다면 매우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해당 자료들을 이용해 AWS에서 측

정된 강우량과 CCTV에서 강우량의 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블랜드

-알트만 플롯과 선형 회귀분석 모두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강우량 

값이 비슷하다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상 기반 강우량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 강우량이 잘 계산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AWS가 측정하기 어

려운 약한 강도의 강우를 CCTV 영상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카메라 영상을 이용해 야간 강

우량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전 세계 최초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최근 

야간 강우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 실시간 방재 대책 

수립 및 야간 강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으로 6일 정도의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사용

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나, 선행 연구들에 비하면 매우 장시간의 강

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공간적인 범위는 한정되었기 때

문에 더욱 넓은 범위의 강우량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이 범

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만약 알고리

즘이 일반화 된다면 강우 미 계측 지역의 강우 자료를 확보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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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관측망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더 세밀한 수문, 치수 정

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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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강우량 계산 알고리즘 (Rainfall Intensity Algorithm) 

 

강우 분리 알고리즘(Rain Streak identification algorithm)을 통해 

분리된 binary image의 빗줄기와 빗방울의 물리학적 특성을 결합하여 

강우 강도를 추정할 수 있다(Keating, 2002). 보편적으로 빗방울의 크

기는 이미지에서 각각의 빗방울과 카메라 렌즈 사이 거리에 기반하여 

추정된다. 또한, 근거리에서 빗방울의 순간 속도는 카메라의 노출 시

간과 실제 빗방울 크기에 의해 계산된다. 그러나, 빗방울과 카메라 렌

즈 사이의 거리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강우량을 산정하기 전에 먼저 

추정 되어야 한다. 우선, 빗방울을 구형이라고 가정할 때, 빗방울의 

궤적 길이 (L, mm)와 빗방울의 직경 (D, mm)은 렌즈 방정식을 통해 

알 수 있다 (Keating, 2002). 

 

 
𝐋(𝐬) =

𝑑𝑓 − f ℎ
𝑠

𝑑𝑓·f ℎ𝑝

𝑙𝑝𝑠 

𝐃(𝐬) =
𝑑𝑓 − f 𝑤𝑠

𝑑𝑓·f 𝑤𝑝

𝑑𝑝𝑠 

(1) 

 

(2) 

 

수식 (1)과 (2)에서 s는 빗방울에서 렌즈까지의 거리 (mm), 𝑑𝑓 는 

초점 거리 (mm), f는 초점 길이 (mm),  ℎ
𝑠
와  w𝑠는 각각 이미징 센서 

활성 영역의 수직 및 수평 크기 (mm),  ℎ
𝑝
와  𝑤𝑝는 각각 캡쳐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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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수직 및 수평 크기 (pixel),  𝑙𝑝와 𝑑𝑝는 이미지에서 빗줄기의 길이

와 너비를 뜻한다.   

이 때, 빗방울의 낙하 속도 v(s) (m/s)는 노출 시간 τ의 함수로 표

현될 수 있다 (수식 3). 낙하 속도는 일반적으로 근지상에서의 빗방울

의 순간 속도로 가정하는데, 이는 중력과 대기 항력 사이의 균형으로 

인해 낙하 시 달성하게되는 최고 속도를 의미한다 (Montero-

Martiniez et al., 2009). 

 

 𝐯(𝐬) =
𝐿(𝑠)

1000τ
 (3) 

   

물리적으로, 물체의 순간 속도는 떨어지는 유체의 형태, 질량, 특성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빗방울의 경우, 순간 속도는 빗방울 

직경의 경험적 공식에 의해 충분히 근사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많

이 쓰이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Beard, 1976; Atlas et al., 1973). 

 

 𝒗(𝐃) = 9.65 − 10.3𝑒−0.6𝐷 (4) 

   

수식 (4)에서 D는 빗방울의 지름이며 이는 수식 (2)의 D(s)와 같다. 

따라서 v(s)=v(D)의 경우, 수식 (1)과 (2)의 빗방울-렌즈 사이의 거리 

s에 대한 초월 방정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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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𝐬(𝑙𝑝, 𝑑𝑝) =
9650τA − B × w(C)

AB
 (5) 

   

이 때, A, B, C는 각각 A = −0.6
𝑑𝑓−f ℎ

𝑠

𝑑𝑓·f ℎ
𝑝

𝑑𝑝 , B =
𝑑𝑓−f ℎ

𝑠

𝑑𝑓·f ℎ
𝑝

𝑙𝑝 ,  C =

10300τ
𝐴

B
𝑒9650τ

𝐴

𝐵 를 의미한다. 수식 (5)에서 s를 제외한 모든 매개변수

는 알려져 있거나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빗방울과 렌즈 

사이의 거리(s)를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 범위(DoF) 내의 

빗줄기에 대해서만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점 거리 주변의 

DoF 내에서만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즉, 근거리 

𝑠𝑛과 원거리 𝑠𝑓사이의 범위에서만 s 값이 추정 가능한 것이다. 

 

 
𝑠𝑛 =

𝑑𝑓·𝑓
2

𝑓2 + 𝑁·𝑐𝑝·(𝑑𝑓 − 𝑓)
 

𝑠𝑓 =
𝑑𝑓·𝑓

2

𝑓2 − 𝑁·𝑐𝑝·(𝑑𝑓 − 𝑓)
 

(6) 

 

수식 (6)에서 𝑐𝑝는 카메라 기종에 따른 최대 착각원 (mm)이며, N은 

카메라 렌즈의 F 수이다. 일반적으로 DoF 내 빗방울의 blur effect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해당 범위를 벗어나면 blur effect 로 인해 빗방

울의 크기가 과대 평가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는 blur effect를 

무시할 수 있는 DoF 내에 집중된 빗방울 만을 고려하여 초점이 맞지 

않는 빗줄기는 제거하여 강우량을 계산하였다(Dong et al., 2017).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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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인 샘플 영상의 강우 부피 V (𝑚3)는 카메

라 초점 면에 맺힌 사각형 피라미드 모양의 부피를 의미하며 이를 통

해 시간에 따른 강우량 값을 계산했다 (수식 5). 

 

 𝐕 =
1

3 × 109

𝑑𝑓 − f

𝑑𝑓·f
𝑤𝑠ℎ𝑠(𝑠𝑓

3 − 𝑠𝑛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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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rainfall calculation 

technique using CCTV video 

 

Nahyun Le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heavy rainfalls all over 

the world. Heavy rainfalls lead to not only human casualties but also great 

loss in assets.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local heavy rainfalls with the current 

synoptic and automatic weather observation network. This study 

proposed an algorithm to calculate the amount of rainfall by using 

surveillance camera video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of study. In order to obtain surveillance camera footages on rainfalls, two 

surveillance cameras were installed at the rooftop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Observato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August 

2019 to February 2020. The two algorithms used to measure the amount 

of rainfall with surveillance camera videos are Rain streaks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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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and Rainfall intensity calculation algorithm. The optimal 

parameter was selected according to the camera setup value for the 

Rainfall streaks identification. Afterwards, the amount of rainfall 

according to time periods was calculated using the Rainfall intensity 

calculation algorithm, which takes into account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he selected optimal parameter, and the length and size of raindrops, 

and the optical properties such as the illumination and the focal distance 

of the camera. When comparing the amount of rainfall calculated with 

surveillance camera videos and the amount calculated with AWS over the 

set time period, it was shown that the values obtained from measuring the 

amount of rainfall using the two measurement methods had high 

corre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oth the Bland-Altman plot and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However, the amount of rainfall calculated with 

surveillance camera footages was generally slightly greater than the 

amount calculated with AWS. This may be because unlike AWS, which 

observes from a certain point in location, surveillance cameras recognize 

all types of rain steak in the videos as rainfall.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roposes a way to measure the amount of rainfall using camera videos.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lead to securing long-term video data from 

various locations tha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securing data on rainfall 

for the areas that have not yet measured rainfalls. 

 

Keywords: CCTV, Camera, Rainfall, Algorithm 

Student Number: 2018-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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