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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terpose an objection about the analysis of rainfall spatial distribution

without a proper standard, and offer the improved approach using the geostatistical analysis method to

analyze it. For this, spatially distributed daily rainfall data sets were collected for 41 weather stations in

study area, and variogram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onger distance between the stations

reduces the correlation of the rainfall data, and mak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infall spatial

distribution. The variogram analysis shows that correlation range was less than 50 km for the 17 daily

rainfall data sets of total 91 sets. It says that it involves some rike, to determine the application method

for rainfall spatial distribution without some qualifications, hence the Application standards of the Rainfall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Technique, were essential and that was contingent on characteristics of

rainfall and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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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강우는 시간과 공간 변동성 모두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관측 자료에 대한 시공간적인 해석

과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송병현 또한 연속적으로 분포한 강우에( , 2000).

대한 정량적 해석은 수자원 분야에서 분포형 수문 모델 등의 핵심적인 입력 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강우의

공간분포에 대한 추정은 매우 중요하며 강우의 시공간적 분포가 유출수문곡선에 미(Entekhabi et al. 1999),

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 등 최계훈 등 에서 증명되어 왔다(Wilson , 1979; Nicks, 1982; Hamlin, 1983; , 1992) .

와 은 강우의 공간적 분포와 지속기간을 단순하게 가정하여 비교적 큰 유역에 적용할 경Milly Eagleson(1988)

우 유출 총량은 강우의 공간적인 분포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강우의 공간적 상관성은 거리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상관관계는 거리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일정.

거리 이상의 강우 관측값들은 이론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수치이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분포를 결정하

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공간 분포의 추정이 중요한 만큼 베리오그램 분. , (variogram)

석을 통해 상관거리 를 산출하여 한계거리를 설정하였으며 강우의 특성과 강우량 계측 밀도를 고려(range) ‘ ’ ,

하지 않는 기존의 일관적인 강우분포해석 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일강우량 자료와 상관성을 가지는 강우,

자료 집합을 추출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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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선정 및 자료 구축대상지역 선정 및 자료 구축대상지역 선정 및 자료 구축대상지역 선정 및 자료 구축2.2.2.2.

대상지역대상지역대상지역대상지역2.1.2.1.2.1.2.1.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한강유역의 동

부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수집한 기후 및 지형자료

를 이용하였다 대상유역은 강우 형성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지형분포가 다양한 지역으로 충주댐

과 춘천댐 상류를 비롯하여 소양강과 남한강 상류를

포한하는 지역으로 총면적은 11,103km
2
이며 수자원,

공사 관할의 우량 관측소 개소가 설치되어있고 강우47

계측밀도는 약 개소1 /210km
2
이다 본 연구 지역 내.

에는 개소가 넘는 건교부 관할의 자기 우량 관측소20

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분포가 고르지 않고 평창강,

권역에 밀집되어 있어 자료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공사 관할의 개 측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47 .

은 한강유역내 대상유역의 유역도와 우량관측Fig. 1

소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구축자료 구축자료 구축자료 구축2.22.22.22.2

가 강우자료.

대상유역내 수자원공사 관할의 개 우량 관측소에 대해 강우량 일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기간은47 , TM

관측개시일로부터 년 까지이다 세부적인 강우분포분석을 위해 추출한 자료는 년 년까지의2003 . 1998 ~ 2003

기간에 대해서 강우 사상이 집중 분포되어있는 우기 월 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연구, (6 ~ 9 ) .

목적에 따라 강우가 발생한 기간중 대상유역 기상측후소의 이상에서 강우량이 이상으로 기록된 날50% 1mm

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강우자료 분석.

일강우량과 월평균 강우량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고 기법을 이용하여 일강우량 주변수 의 공Co-kriging ( )

간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해당년 월평균 강우량자료 및 월평년 강우량자료 이차변수 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 .

는 설명의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전자를 후자를 그리AMR(Average Monthly rainfall), NR(Normal Rainfall)

고 일강우량은 이라 호칭한다 월평년 강우량 자료는 기왕 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DR(Daily Rainfall) . 30

한 값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측점별 자료기간이 년 미만인 측점에, 30

대해서는 수집한 전체 자료의 해당월 평균값을 월평년값으로 사용하였다.

강우자료간 상관관계 분석강우자료간 상관관계 분석강우자료간 상관관계 분석강우자료간 상관관계 분석3.3.3.3.

분석한 강우자료 간의 상관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와 은(AMR, NR) . Fig. 2 Fig. 3

강우가 이상 발생한 임의의 대상일중 의 일강우량을 기준으로 각 자료를 정50mm (2000. 06. 27, 2000. 08. 25)

규화 한 후 이에 대해 작성한 산포도이다.

다음 은 자료기간의 우기에 대한 일강우량 자료 집합중 강우가 일 이상 지속된 개의 강우사상을Table 1 , 2 6

추출하여 해당되는 일의 각 일강우량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산출된 피어슨 상관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20 .

Fig.Fig.Fig.Fig. 1111 Study watershed and weather stationsStudy watershed and weather stationsStudy watershed and weather stationsStudy watershed and weather stations



Date

Daily

rainfall

(mm/day)

Peason correlation

coeffiaient Date

Daily

rainfall

(mm/day)

Peason correlation

coeffiaient

A B C A B C

00. 06. 26 10.9 -0.082 -0.135 0.031 08. 27 32.4 0.220 0.272 0.166

06. 27 47.6 0.683 0.362 0.840 09. 13 25.3 0.771 0.063 0.864

06. 29 22.6 0.057 0.335 0.114 09. 14 66.6 0.550 0.426 0.914

06. 30 12.5 0.201 0.197 0.142 09. 15 43.2 0.178 0.243 -0.205

07. 29 7.9 0.088 0.191 0.155 09. 16 29.1 0.342 0.366 0.681

07. 30 15.6 0.015 0.538 0.470 01. 06. 29 36.9 0.683 0.003 0.784

07. 31 31.7 0.546 -0.008 0.143 06. 30 56.5 0.361 0.129 0.581

08. 24 16.0 -0.329 0.340 -0.360 08. 13 19.5 0.188 0.058 0.587

08. 25 66.2 0.775 -0.067 0.833 08. 14 6.5 0.075 0.074 0.101

08. 26 43.9 -0.131 0.318 -0.186 08. 15 13.5 -0.062 -0.215 0.314

A: nomal rainfall

B: average rainfall for rainy season

C: average monthly rainfall

TableTableTableTable 1111 Pearson Correlation between rainfall data setsPearson Correlation between rainfall data setsPearson Correlation between rainfall data setsPearson Correlation between rainfall dat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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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Fig.Fig.Fig. 2222 Scatters of daily rainfall for (a)Scatters of daily rainfall for (a)Scatters of daily rainfall for (a)Scatters of daily rainfall for (a)

average monthly rainfall and (b) nomalaverage monthly rainfall and (b) nomalaverage monthly rainfall and (b) nomalaverage monthly rainfall and (b) nomal

rainfallon June 27, 2000rainfallon June 27, 2000rainfallon June 27, 2000rainfallon June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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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Fig.Fig.Fig. 3333 Scatters of daily rainfall for (a)Scatters of daily rainfall for (a)Scatters of daily rainfall for (a)Scatters of daily rainfall for (a)

average monthly rainfall and (b) nomalaverage monthly rainfall and (b) nomalaverage monthly rainfall and (b) nomalaverage monthly rainfall and (b) nomal

rainfall on August 25, 2000rainfall on August 25, 2000rainfall on August 25, 2000rainfall on August 25, 2000

에서 볼 수 있듯이 년의 그리고 우기 평균 강우량중에 이 과 매우Table 2 2000 ~ 2001 AMR, NR AMR DR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동일 강우사상에 대해서 최대 강우량을 보이는 날의 일강,

우자료가 그렇지 않은 전후의 일강우자료보다 자료 집합간의 상관계수가 로 현저히 높은 상관성0.58 ~ 0.84

을 보였다.

그러므로 일강우량 공간분포 예측에 있어 을 이용하는 작업은 타당성이 있으며 시간 이상 지속되AMR 48

는 강우의 경우 최대 일강우량을 보이는 날에 대해서는 적용성이 유력하나 그 전후일에 대해서는 강우자료,

간의 상관관계가 이하로 낮게 나타나 일반적인 산술적 내삽 법이나 단순 크리깅을 이용하는0.2 (interpolation) ,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일강우량 자료에 대한 베리오그램 분석일강우량 자료에 대한 베리오그램 분석일강우량 자료에 대한 베리오그램 분석일강우량 자료에 대한 베리오그램 분석4. (variogram)4. (variogram)4. (variogram)4. (variogram)

베리오그램은 표본자료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나타내며 임의의 두 자료값의 차에 대한 분산으로 구해진,

다 수집된 강우자료로부터 선정한 개의 특성별 강우사상에 대해 관측지점의 좌표와 자료 집합를 이. 91 TM

용하여 입력자료를 구축하고 지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거리에 대한 강우 반베리오그램ArcGIS

을 구축하였다 는 산출한 베리오그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우특성이 다른 두 강우에(semivariogram) . Fig. 4 ,

대한 상관거리 및 문턱값 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range) (sill) .



(a) (b)

Fig.Fig.Fig.Fig. 4444 variogram of daily rainfall on (a) June 27, 2000 and (b) July 21, 2001variogram of daily rainfall on (a) June 27, 2000 and (b) July 21, 2001variogram of daily rainfall on (a) June 27, 2000 and (b) July 21, 2001variogram of daily rainfall on (a) June 27, 2000 and (b) July 21, 2001

모델의 선정 및 적용모델의 선정 및 적용모델의 선정 및 적용모델의 선정 및 적용5.5.5.5.

본 연구에서는 개 측점에 대한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반베리오그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산된 베리오47 ,

그램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형모델 과 분석 결과 실측치와(Spherical model)

예측치간의 오차가 최소로 나타난 가우스모델 을 선정하였다 이로부터 산출된 상관거리(Gaussian model) .

를 이용하여 강우의 공간분포를 예측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강우사상의 특성에 따른 측점간(major range)

한계거리를 제시하였다‘ ’ .

선정한 두 모델을 적용하여 개의 일강우자료 집합에 대해 분리거리의 단위 를 로 하고 대, 91 (Lag size) 5km

상유역 규모를 고려하여 사방 까지 베리오그램 분석을 실시하였다 베리오그램으로부터 상관거리와150km .

문턱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구형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가우스모델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10 ~ 20% ,

자료의 짧은 분리거리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너깃 값은 작게 나타났다 이로부(nugget) .

터 불확실성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판단되는 구형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상관거리와 문턱값이 가지

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리에 대한 강우자료의 상관성을 반영하는 상관거리는 강우의 분포 특성. ,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지성 강우의 경우 계측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의 결측자.

료를 내삽법이나 크리깅으로 단순하게 보간예측하는 방법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는 상관거리, . Fig. 5

가 이하 은 이상인 일강우량 집합에 대한 단순 크리깅을 이용한 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50km , Fig. 6 100km

상관거리가 짧은 강우가 비교적 강우 분포가 고르지 않고 섬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Fig.Fig.Fig. 5555 Maps of precipitation estimatesMaps of precipitation estimatesMaps of precipitation estimatesMaps of precipitation estimates

(major range < 50km),(major range < 50km),(major range < 50km),(major range < 50km),

(a) 2000. 7. 29, and (b) 2002. 7. 14(a) 2000. 7. 29, and (b) 2002. 7. 14(a) 2000. 7. 29, and (b) 2002. 7. 14(a) 2000. 7. 29, and (b) 2002. 7. 14

(a) (b)

Fig.Fig.Fig.Fig. 6666 Maps of precipitation estimatesMaps of precipitation estimatesMaps of precipitation estimatesMaps of precipitation estimates

(major range > 100km),(major range > 100km),(major range > 100km),(major range > 100km),

(a) 2000. 7. 22, and (b) 2001. 09. 30(a) 2000. 7. 22, and (b) 2001. 09. 30(a) 2000. 7. 22, and (b) 2001. 09. 30(a) 2000. 7. 22, and (b) 200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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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강우량 자료를 이용한 강우 공간 분포 해석을 위해 대상지역에 설치된 개 기상 관측소47

로부터 년의 일강우량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로부터 개소 이상의 관측소에서 강우가1998 ~ 2002 , 50% (24 )

발생한 것으로 측정된 개의 일강우량 자료 집합을 추출하였으며 각 월평균 자료와 자료기간 전체에 대한90 ,

해당월 평균자료를 구축하였다 각 집합에 대해 베리오그램을 산출하고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여 각 모델에. ,

대한 문턱값과 강우자료간의 상관성과 강우 분포 특성에 따른 상관거리를 분석하였다.

이들 강우량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강우량은 해당년의 월평균 강우량 및 전체 자료기간의,

월평균 강우량 자료와 상관계수가 로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이상 지속0.47 ~ 0.84 , 48

되는 강우의 경우 최대 일강우량을 기록한 날의 자료 상관성은 높은 반면 그 전후의 일강우량은 월평균 자, ,

료와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강우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산술적 보간법이나 기. Kriging

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강우량 자료 집합에 대해 공간 분포의 분리거리에 대.

한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형모델과 가우스 모델을 선정하여 베리오그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

문턱값은 각 강우자료 집합의 평균값 및 최대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최대치와는, R2가 0.86

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선정한 모델에 대해 산출된 상관거리는 강우의 특성 규모 분포 에 따라. ( , )

다르게 나타나며 총 개의 일강우량 자료중 개 집합이 이하의 상관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1 17 50km .

이로서 일부 국지성 강우에 대해 계측밀도가 낮거나 결측이 발생한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공간 분포해석을

실시하는 것은 큰 오차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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