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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기법 가운데 비모수적 방법인 검정 검정 은 수문시계열Mann-Kendall (MK )

의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검정 방법은 분석 대상 자료가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수행되며 자. ,

료가 계열상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관성의 영향으로 경향성 존재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검정을 이용할 때 자료의 상관성으로 인해 받게되는 영향을 소거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자료. MK

의 크기 를 이용하는 수정된 검정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Effective Sample Size, ESS) MK .

가 얼마만큼 계열상관성을 제거할 수 있는지 모의를 통해 검토하였다 검정 결과 계열ESS Monte Carlo . MK

상관계수의 증가에 따라 자료가 경향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아 졌으나 에 의해 수정된 검정을 수, ESS MK

행한 결과 계열상관계수의 영향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에 의한 방법은 상관성의 영향을. ESS

과대하게 제거하게 되고 이에 의해 실제 경향성이 존재하는 자료마저도 비 경향성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오,

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정에서 경향성으로 판단된 자료에 대해 경향정. MK

도를 분석하여 제거한 후 다시 에 의해 수정된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관성이 존ESS MK .

재하는 자료에 대한 검정 방법의 오류를 제거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실측 자료의 적용을 통해 수정MK , MK

검정이 경향성 분석에 매우 유용함을 확인 하였다.

핵심용어 경향성 분석핵심용어 경향성 분석핵심용어 경향성 분석핵심용어 경향성 분석:::: 검정 계열 상관성검정 계열 상관성검정 계열 상관성검정 계열 상관성, Mann-Kendall ,, Mann-Kendall ,, Mann-Kendall ,, Mann-Kendall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수자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목적에 따라 추계학적 모형 구축이나 빈도분석등 수문시계열 해석

을 시행한다 이 때 수문시계열 자료는 정상성과 독립성을 지녀야 하고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검정 을 수행하여야 한다(test) . 그러나 국내의 경우 사전에 수문 시계열 자료가 정상성이나 독립성

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문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수문자료를 확률적인 분석이나 추계학적 분석에 사용하기. ,

위해서는 수문자료의 시계열 특성을 사전에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계열 자료의 특성 중.

하나인 경향성은 자료를 도시함으로써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향성 분석을 실시한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는 검정. T- ,

검정 비선형 경향성 검정 검정 검정Hotelling-pabst , (nonlinear trend test), Mann-Kendall (M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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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Sen .

본 연구에서는 수문 시계열 자료의 경향성분석 방법중 하나인 검정에서 자료의Mann-Kendall

자기 상관성이 검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기 상관성의 영향을 소거시키기 위해 계, lag-1

열상관계수에 의한 효과적 자료크기 를 이용하여 수정된(Effective sample size, ES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수정 검정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파악하므로 자기 상관Mann-Kendall , MK

성을 지닌 자료의 경향성 분석기법을 연구하였다 즉 수정 검정이 계열 상관성의 영향 제거. , MK

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정에 대한 계열 상관의 영향검정에 대한 계열 상관의 영향검정에 대한 계열 상관의 영향검정에 대한 계열 상관의 영향2. Mann-Kendall2. Mann-Kendall2. Mann-Kendall2. Mann-Kendall

와 는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시계열 자료가 양의 계열상관성을Storch(1995) Yue et al.(2002)

가지고 있을 경우 자료가 비경향성 이라는 검정의 귀무가설을 거부할 확률이 증가하며 음의, MK ,

계열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거부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식 과 같은 모형을 이용하는데 계열상관계수(1) AR(1) lag-1 ρ1

을 부터 씩 증가시켜 까지의 값을 가지도록 하고 평균-0.9 0.1 +0.9 , μA=1.0 분산, σ2A=1.0 그리,

고 표본은 증분 의 크기를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크기별로 각각 개씩10 80( 10) . , 10,000～

의 자료군을 발생시켰다(Yue and Wang, 2004).

At=μA+ρ1(At-1-μA)+εt (1)

여기서, εt는 με=0, σ
2
ε=σ

2
A(1-ρ

2
1)의 값을 가지는 백색잡음이다.

또한 통계량에 대한 귀무가설의 기각역은 다음 식과 같으며 값이 아래의 식 과 같은, MK , S (2)

경우 경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S|>z1-α/2 V(S) (2)

여기서, α 유의수준:

z1-α/2 표준정규분포의: 1-α/2 분위수

위와 같이 모의발생된 자료를 이용한 검정은 계열상관계수의 증가에 따라 귀무가설의 기MK

각률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실제 자료가 비경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가 클 수록 경향성으로 판단되어지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며 자료의 계열상관성이, MK

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의 발생된 자료를 통한 검정결과 자료의.

크기에 따라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관성을 지닌 자료가 검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량에 대한 정규분포 적합 곡선을MK MK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자료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 통계량의 확률분포 곡선을 도시하면 상, , MK

관계수의 값이 클 수록 분산이 커지고 편평해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즉 상관계수가 큰 자료일수. ,

록 통계량의 더 많은 값들이 기각역에 위치하게 되어 비경향성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MK

경향성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검정에 대한 계열상관성의 영향 제거 방법검정에 대한 계열상관성의 영향 제거 방법검정에 대한 계열상관성의 영향 제거 방법검정에 대한 계열상관성의 영향 제거 방법3. MK3. MK3. MK3. MK

앞 절에서 시계열에 존재하는 계열상관성에따라 통계량의 분산이 변하게 됨을 설명하였MK

다 본 절에서는 분산을 수정하여 계열상관성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효과를 기. ESS

술하고자 하며 에 의해 수정된 분산은 다음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SS (3) .

V*(S)=V(S)
n
n*

(3)

여기서, n : ASS(actual sample size)

n* : ESS

n/n* 보정계수:

의 계산의 계산의 계산의 계산3.1 ESS3.1 ESS3.1 ESS3.1 ESS

는 다음의 식 로 계산된다BHMLL-ESS (4) (Bayley and Hammersley, 1946).

n*=
n

1+2∑
n-1

k=1
(1-
k
n
)ρk

(4)

위의 식에서 ρk는 인 계열상관계수이다lag-k .

모의된 자료에 대한 의 효과모의된 자료에 대한 의 효과모의된 자료에 대한 의 효과모의된 자료에 대한 의 효과3.2 ESS3.2 ESS3.2 ESS3.2 ESS

은 추계학적 모형을 이용해 모의한 자료를 가지고 방법의 효과를Yue and Wang(2004) ESS

검토하였다 즉 모의된 각각의 계열상관계수와 자료 크기에 대하여 를 계산하였으며. , lag-1 ESS

수정된 분산 V*(S)는 식 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이 값을 식 에서의(3) . (2) V(S)값 대신 적용하여

새로운 기각역을 계산하고 검정을 다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앞절에서 모의된 자료에 대한MK .

귀무가설이 맞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제 종 오류 를 재계산 하여 계열상(Type1 error- 1 )

관계수에 대한 기각률을 다시 계산한다.

그 결과 자료의 크기나 계열상관계수의 증가에 관계없이 매우 작은 기각률을 나타내었으며 이

는 의 적용을 통한 검정의 결과가 자료의 계열상관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ESS MK

한다 이로부터 방법은 상관성를 나타내는 시계열 자료의 경향성 분석에 있어서 계열상관성. ESS

의 영향을 제거하는데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경향성과 의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분석경향성과 의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분석경향성과 의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분석경향성과 의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분석3.3 AR(1)3.3 AR(1)3.3 AR(1)3.3 AR(1)

앞절의 내용으로부터 는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에서 에 대한 계열상관성의ESS MK test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경향성 분석의 목적은 실제 경향.

성이 존재하는 자료에 대하여 그 경향성이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이를 분석하.



기 위하여 선형경향성과 계열상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계열 자료를 다음과 같이 모lag-1

의 하였다.(Yue and Wang, 2004)

Xt=Tt+At (5)

where, Tt=β(t-1), t=0,1,2, ,n-1

위의 식을 사용하여 개의 자료를 모의 발생 하였으며 이 자료는10,000 AR(1) n=50, ρ1=0～

그리고 의 값을 갖는다 또한 선형 경향성은 그 경사가0.9, Cv=0.2, 0.5, 1.0, 2.5 . β=0 0.008～

증분 가 되도록 하였고 이는 년동안 평균이 까지 증가 또는 감소함을 의미한( 0.002) 100 0 80%～

다 이렇게 모의된 자료를 사용하여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경향성이 없는. MK

경우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실제 경향성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비. ,

경향성일 것이라는 귀무가설의 판단이 계열상관계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로 수정된 분산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관성이 전혀 없는ESS

자료에 비하여 상관성이 있는 자료에서의 기각률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을 기각한다,

는 것은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경향성으로 판단할 확률이 더 작은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 경향성이 있음에도 계열상관계수의 증가에 따라 경향성이 없음으로 판단되는. ,

것이다 따라서 는 검정에 대한 계열상관의 영향을 과대억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 ESS MK ,

계열에 존재하는 경향성이 가지는 통계적인 의미를 과소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향성의.

존재 여부를 떠나 어떤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이면 추정된 상관계수값은 일정해야 하지만

경향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상관계수의 값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잘못 추정된 상관계수를 사용.

하여 식 로부터 추정된 값 또한 경향성이 없는 자료에서의 값과는 차이를 가지게 되(4) ESS ESS

며 그 결과 검정에 대한 계열 상관성의 영향을 정확히 제거할 수 없게 된다MK .

수정 검정을 이용한 지점 강우량 시계열의 경향성 분석수정 검정을 이용한 지점 강우량 시계열의 경향성 분석수정 검정을 이용한 지점 강우량 시계열의 경향성 분석수정 검정을 이용한 지점 강우량 시계열의 경향성 분석4. MK4. MK4. MK4. MK

이상의 내용을 대관령지점과 금강유역에 속해 있는 개 지점의 년동안의 연 강우량에 적용29 30

하여 경향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계열의 경향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과Theil(1950)

이 제안한 다음의 식 을 사용하였다Sen(1968) (6) .

β=Median( Xj-Xlj-l ) ∀l<j (6)

여기서, β 경향성을 나타내는 추정값:

X l : l번째 관측치

분석 과정을 통하여 식 를 만족하게 되면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비경(2)

향성인 것으로 판단되며 개 중 개 지점의 연 강우자료에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 30 6

다 그러나 자료에 상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비경향성인 자료임에도 귀무가설을 기각함. ,

으로 경향성이라고 판단하는 제 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에 의해 수정된1 . , ESS MK

검정을 다시 수행하였다 이렇게 다시 분석한 결과 개 지점 중 예산과 정안 지점만이 경향성을. 6

보인다고 판단되었으며 나머지는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성의 영향을 제거시킨 분, .



석에서도 경향성을 보인 두 지점의 자료는 실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에 기술하였듯이 에 의해 수정된 검정은 계열상관계수의 영향을 과대억제, 3.2 ESS MK

하므로 실제 경향성 자료를 비경향성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경향성을 제거한 후

다시 계산된 상관계수의 값을 사용하여 를 구하고 수정 검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렇게ESS MK .

분석한 결과 이미 경향성 자료로 판단된 예산과 진안 지점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

고 나머지 개 지점 중 수정된, 4 검정에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던 강경과 영동 지점의 자료MK

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관령과 연산지점의 자료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검정과 에 의해 수정된 검정 경향성을 제거한 자료에 대MK ESS MK ,

한 수정 검정을 통하여 시계열의 계열상관성이 경향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MK

개 지점의 년 연강우량 자료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내용과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30 30 .

같다.

기존의 검정은 시계열 자료에 상관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의 영향으로 비경향성 자(1) MK

료를 경향성 있는 자료로 판단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에 의해 수정된 검정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상관성을 제거 하지만 그 효과가 과(2) ESS MK

대하여 실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마저도 비 경향성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정확한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검정에서 경향성을 나타낸 자료의 경우 경향성(3) MK ,

을 제거한 후 산정한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한 수정lag-1 ESS MK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경향성 분석에 미치는 상관계수의 영향과 수정 검정의 오류를MK MK

파악하고 자기 상관성을 가진 자료에 대한 정확한 경향성 분석의 방법을 확인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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