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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현재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때는 수문사상 자료계열이 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산정하고 있다. 이는 경향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비정상성을 가지는 자료계열이라 할지라도 이들 자료에 대해 해석을 할 수 있는 검증된 대안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증가경향성이 존재하여 경향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비정상성을 가지는 지역에 대해서

경향성을 고려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기존의 방법에 의해서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비교해보았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강우량 자료를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미래 강우량 자료를 예측하고 확률강우량을 산정함으로써

시계열분석을 통한 확률강우량 산정과 경향성을 고려하여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비교했다.

우선 실제로 우리나라의 강우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변화의 양상이 뚜렷한 지점에 대해서 시계열분석

을 이용하여 가까운 미래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 비해서 2020년의 확률강우량이 4∼15%정도

증가하였다. 다른 방법과 비교해본 결과, 약 5%의 편차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강우관측소 61지점의 경향성을 판별하여 전국 지도에 등고선으로 나타내어 경향

성을 고려해야 할 지역들은 분류하였고, 이 지도를 활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함으로써 수공구조물의 계획 및 설계, 하

천관리, 수자원 계획 등에 활용하고 전체적인 설계 빈도 상향조정으로 발생되는 예산 낭비 방지와 홍수피해 저감에 도

움이 되고자 한다.

핵심용어 : 확률강우량, 경향성분석, 시계열분석, ARIMA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강우관측소 가운데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점을 파악하여 목표

연도까지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추계학적 기법 중 하나인 ARIMA모형을 이용하였고, 2009년에 권영

문 등이 제시한 증가 경향성을 고려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 산정법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경향성을 고려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함으로써 수공구조물의 계획 및 설계, 하천

관리, 수자원 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설계 빈도 상향조정으로 발생되는 예산 낭비 방지

와 홍수피해 저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목표연도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위하여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하였다. 우리나

라는 유역의 효과적인 치수계획을 위해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단위

로 가장 가까운 미래인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다.

경향성을 나타내는 관측소를 선별해내기 위해서 검정방법으로 MANN-Kendall 검정, Hotelling-Pa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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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Wald-Wolfowitz 검정을 사용하였다. 3가지 검정 방법을 사용한 이유로는 우리나라 재해영향평가 관

련 규정에서 경향성에 대한 검정 방법을 3가지 이상 적용한 후, 2가지 이상에서 위배되는 경우에 설계빈도

를 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립방재연구소, 2001).

관측소 지점의 지속시간 24시간의 고정시간 연 최대강우량자료를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임의시간 24시간

강우자료로 환산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국 확률강우량도 작성

(건교부, 2000)에서 모든 관측소에 대하여 최적 확률분포형으로 채택하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형인 Gumbel 분포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분석방법 중 하나인 ARIMA모형을 이용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FARD2006을 이용하여 2010년까지의 확률강우량 값과 비교를 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는 권영문 등(2009)이 제안한 증가경향성을 고려한 목표연도의 확률강우량 산정방법과 비교를 하였다. 그림

1은 시계열분석을 이용한 확률강우량 산정방법과 증가경향성을 고려한 목표연도의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a) Time Series Analysis
(b) Method of Considering an Increasing

Trend in Rainfall Data

그림 1. 목표연도의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

2. 연구대상지점

연구 대상지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강우 패턴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이

에따라 우리나라 69개 강우관측소의 24시간 강우자료를 산술평균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강우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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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하였다. Fig. 2는 24시간 강우자료의 산술평균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지속시간 24시

간에 대한 우리나라의 산술평균값은 유의수준 90%에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69개의 강우관측소 중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판별되는 강우관측소를 선별함

에 있어서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과 같은 유의수준 90%에서 경향성을 가지는 강우관측소를 선별했고 그

중 경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강우관측소를 추가로 선별하였으며, 그 기준은 유의수준

95%에서 경향성을 나타내는 강우관측소이다.

그림 3은 우리나라 강우의 경향성을 등고선 지도로 나타낸 것이고, 표 1은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지점으로 선정한 지점으로 강우의 경향성이 우리나라 연평균보다 경향성보다 큰 지점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우리나라연평균강우량시계열(지속시간 24시간) 그림 3. 연구대상지점 및 경향성 등고선 지도

경향성분석 강우관측소

유의수준 90%에서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점

인천, 울릉도, 안동, 서귀포, 양평,

인제, 홍천, 제천, 문경, 구미, 거창

표 1. 연구대상지점

3. 확률강우량 산정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하여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 7개의 강우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확률강우량을 FARD2006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원계열로 해서

ARIMA모형을 구축하여 목표연도의 확률강우량을 재현기간별로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현기

간 500년을 중심으로 산정하였다. 우선 ARIMA모형을 구축하기위한 첫 단계로 각 관측소별 시계

열을 안정시계열로 변환(차분 및 로그변환)을 하였고, ARIMA모형의 차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

관측소별로 ACF와 PACF를 산정하여, ARIMA모형의 차수를 결정하고 결정된 차수에 관한 모수

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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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목표연도의 확률강우량을 증가경향성을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방법과

비교하였다. 표 2는 목표연도 2020년의 확률강우량을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산정하여 나타낸 것

이다. 방법 1은 권영문 등(2009)이 제시한 방법이고 방법 2는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확률강우량

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증가율의 편차가 5%로 이내로 두 가지 방

법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우관측소 분류 방법 1 방법 2

울릉도

2010(mm) 271.0

2020(mm) 283.571 284.361

증가율(%) 4.64 4.93

안동

2010(mm) 281.7

2020(mm) 301.525 294.096

증가율(%) 7.04 4.40

서귀포

2010(mm) 430.6

2020(mm) 486.72 493.569

증가율(%) 13.03 14.62

인제

2010(mm) 436.8

2020(mm) 473.883 453.784

증가율(%) 8.49 3.89

제천

2010(mm) 429.4

2020(mm) 450.727 461.794

증가율(%) 4.97 7.54

문경

2010(mm) 281.0

2020(mm) 314.449 308.515

증가율(%) 11.90 9.79

구미

2010(mm) 273.8

2020(mm) 313.178 313.797

증가율(%) 14.38 14.61

표 2. 확률강우량 비교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시간 24시간에 대한 연평균 강우량의 경향성을 검정한 후, 우리

나라 연평균 강우량의 경향성보다 더욱 뚜렷하게 경향성을 나타내는 7개의 지점을 파악하여 목표

연도인 2020년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목표연도의 확률강우량을 산정 방법별로 비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강우 패턴이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유의수준 90%에서 경향성을 나타

내고 있음을 보였다. 경향성 검정의 이론적 유의수준으로 제시하는 95%가 아닌 90%에서 경향성

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강우 패턴이 경향성을 나타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향

성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강우관측소들의 경우에는 하천관리나 수공구조

물 설계 및 수자원계획 등을 수립할 때, 경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목표연도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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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비슷한 강우량을 산출하였다. 두 방법이 서로 약 5%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시계열분석을

통한 미래의 확률강우량 예측 결과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계열모형인 ARIMA모형의 특성상 과거의 경향성을 계속해서

미래에 반영하게 되므로 너무 먼 미래 강우량에 대한 장기예측을 사용하게 된다면 과거의 증가

경향을 계속해서 미래에 반영하기 때문에 과대추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균보다 두

드러진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역에 대한 단기예측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최근 홍수 피해의 급증으로 설계 빈도의 상향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미래의 확률강우량을 단기 예측에 활용하고 전국의 강우 경향성을

지도에 나타내어 실무에서 간단히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면 수공구조물의 계획 및 설계에

활용할 수 있고 전체적인 설계 빈도 상향 조정으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방지와 홍수 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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