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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일반적으로 확률강우량은 관측지점에서 관측된 연최대 강우량자료를 바탕으로 빈도해석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매시각별로 관측된 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 혹은 장기간의 지속기간에 대.

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시각단위의 지속기간 강우자료를 바탕으.

로 다양한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 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는 스케일 성질을 적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정확성을 판단하였다 강우자료는 비교적 신뢰성이 높고 자료기간이 긴 기상청 지점 개 자료를 사용하였으. 22

며 년까지의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지점빈도해석 프로그램인 과, 2003 FARD2006

비교하여 지점빈도해석의 결과 값을 참값으로 절대상대오차를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산정한 방법은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그보다 긴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 방법인 상향스케일링

과 그 보다 짧은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 방법인 하향스케일링(Up-scaling) (Down-scaling)

의 두 가지 방법으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두 방법 모두 시간 시간의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 1 24～

을 년 년의 재현기간에 대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빈도해석으로 산정한 의 결과값2 500 , FARD2006～

과 비교하여 절대상대오차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시간단위자료를 사용할 경우 대부분 절대상대오차가. , 10%

미만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개의 재현기간 중에서 개 이상의 재현기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 14 8

로 나타났다 지속기간 시간 강우자료를 기준 지속기간으로 시간 미만의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추. 1 1

정한 결과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대상대오차가 내외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10 10% .

스케일 성질을 이용하여 미계측 강우지속기간의 확률강우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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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용어 스케일링 빈도해석 상향스케일링 하향스케일링 절대핵심용어 스케일링 빈도해석 상향스케일링 하향스케일링 절대핵심용어 스케일링 빈도해석 상향스케일링 하향스케일링 절대핵심용어 스케일링 빈도해석 상향스케일링 하향스케일링 절대: , , (Up-scaling), (Down-scaling),: , , (Up-scaling), (Down-scaling),: , , (Up-scaling), (Down-scaling),: , , (Up-scaling), (Down-scaling),

상대오차상대오차상대오차상대오차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빈도해석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의 산정을 위해서는 최소 년 이상의 강우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비교적30

정확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자료중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기상청 지점 강우자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속기간에 걸쳐서 년 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지점은 그리30

많지 않은 실정이며 원하는 지속기간에 해당하는 관측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빈도해석을 이용하여 신,

뢰할만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일 혹은 멀티 스케일.

성질간의 정확도 차이가 혹은 곡선의 유도를 위해서 스케일링 성질을 활용한 것과는 달리 본 연IDF DDF ,

구에서는 서로 다른 지속기간에 대해서 산정된 확률강우량간에 존재하는 스케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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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위해서 스케일 성질의 정의와 스케일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케일 지수. (scaling

의 산정절차를 알아보고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지점 중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exponent) ,

개 지점에 대해서 스케일 성질을 이용하여 추정된 확률강우량의 정확도 및 적용범위를 살펴보았다22 .

기본이론기본이론기본이론기본이론2.2.2.2.

스케일링 성질의 정의스케일링 성질의 정의스케일링 성질의 정의스케일링 성질의 정의2.1 (Scaling)2.1 (Scaling)2.1 (Scaling)2.1 (Scaling)

극한강우사상에 대한 빈도해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τ 동안 관측된 최대강우량 H T를 고려해야 하

며 H T는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Gupta and Waymire, 1990).

H T=max(Z T(t):t 0≤t≤t 0+τ) (1)

여기서, t 0는 임의의 시간이며 최대강우량, H T는 t 0≤t≤t 0+τ 사이에서 계산된 Z T(t)의 최대값을 나타낸

다.

F T(h)를 F T(h)=Pr[H T≤h]로 정의되는 H T의 확률밀도함수라고 하고 빈도, q에 대해 F T(ξ q)=q를

만족하는 확률강우량을 ξ q(T)라고 하면 확률강우량, ξ q는 추정하고자 하는 지속기간 T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빈도 q에 대한 확률강우량 ξ q가 지속기간 T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다 이러한 특성은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 h=ξ q(T)의 성장곡선 추정에 이용되며 수문학적(growth curve) ,

으로는 빈도 q에 대한 설계수문량 산정에 사용된다 지속기간. T에 따른 확률강우량 ξ q(T)는 식 와 같(2)

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Gupta and Waymire, 1990).

h=ξ q(T)=A qT
m q (2)

여기서, A q와 m q는 지속기간 T에 따른 확률강우량의 산정에 필요한 매개변수이다 강우가. scale

의 특성을 보인다면 빈도invariance q에 독립적인 스케일 지수(scaling exponent) m q는 이론적으로 감소

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며 이와 같은 특징을 좁은 의미의 단일 스케일 이라 한, (strict sense simple scaling)

다(Gupta and Waymire, 1990).

좁은 의미의 단일 스케일의 개념을 서로 다른 지속기간의 강우량에 적용하여 나타내면 식 과 같다(3) .

d

Z λT(t)=λ
nZ T(t) (3)

여기서, λ는 스케일 인자(scaling factor), n은 스케일 지수 로 일정한 값을 가지며(scaling exponent) , ‘ d
=
’

는 동일한 확률분포형 내에서 같다는 의미로 X(t)의 적분 과정에 적용되는 확률분포형은 스케일에 따라 변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 Z T(t)와 Z T(t)를 λ n으로 한rescale Z λT(t)는 같은 확률분포형을 가지는 특성

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강우자료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며 확률강우량의 산정은 분포의GEV GEV

역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포의 누가분포함수 는 식 와 같다. GEV (CDF) (4) (NERC, 1975).

F(x)=exp[-(1- k(x-ξ)α )
1/k

] (4)

여기서, ξ는 위치 매개변수(location parameter), α는 규모 매개변수(scale parameter), k는 형상 매개변수

이다(shape parameter) .

에 의해 연구된 분포에 대한 확률강우량Bougadis and Adamowski(2006) GEV (Q 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Q=ξ+
α
k
{1-[-ln(q)] 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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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는 비초과확률 (1-
1
T
)이고 T는 재현기간이다.

스케일링 인자와 스케일 지수의 추정스케일링 인자와 스케일 지수의 추정스케일링 인자와 스케일 지수의 추정스케일링 인자와 스케일 지수의 추정2.22.22.22.2

스케일 인자 λ는 스케일 성질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속기간 사이의 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지.

속기간 T '의 확률강우량에 스케일 성질을 적용하여 임의의 지속기간 T의 확률강우량을 추정할 경우 스케

일 인자는 식 과 같이 산정된다(6) .

λ=
T
T'

(6)

스케일 지수는 넓은 의미의 단일 스케일(wide sense simple scaling)에 근거하여 지속기간별 모멘트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우선 강우자료에 대한 지속기간별 모멘트를 모멘트 차수. l=1,2,3, ,m에 대해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통영지점을 대상으로 스케일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표. 1

은 통영지점의 지속기간 시간 별 연최대강우량의 기본통계값 및(1, 3, 6, 12, 24 ) m=5차까지의 모멘트를 계산

하여 나타낸 것이다.

우선 스케일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차까지의 모멘트를 전대수지상에 지속기간별로 도시한 후에 그, 5 (

림 다시 이 값들을 이용하여 차수별로 선형회귀선의 기울기를 도시하면 그림 를 얻을 수 있고 모멘트1), 2 ,

차수 l에 대한 모멘트의 기울기 ln은 각 모멘트 차수별 스케일 지수가 되고 넓은 의미의 단일스케일에 의,

해 n은 평균적인 스케일 지수가 된다.

표 지속기간 시간에서 시간에 대한 연최대강수량의 기본통계량 통영표 지속기간 시간에서 시간에 대한 연최대강수량의 기본통계량 통영표 지속기간 시간에서 시간에 대한 연최대강수량의 기본통계량 통영표 지속기간 시간에서 시간에 대한 연최대강수량의 기본통계량 통영1. 1 24 ( )1. 1 24 ( )1. 1 24 ( )1. 1 24 ( )

Sample data
Duration(hr)

1 3 6 12 24

Sample size(N) 36 36 36 36 36

Summation 13990 24396 35829 47043 57464

Mean( E[H]) 388.61 677.67 995.25 1306.75 1596.22

Variance 33532.96 80989.50 174518.35 329985.80 544443.01

Standard deviation 183.12 284.59 417.75 574.44 737.86

Coefficient of variation 0.47 0.42 0.42 0.44 0.46

2nd moment( E[H 2]) 1.85E+05 5.40E+05 1.17E+06 2.04E+06 3.09E+06

3rd moment( E[H 3]) 1.04E+08 4.98E+08 1.58E+09 3.81E+09 7.24E+09

4th moment( E[H 4]) 6.59E+10 5.16E+11 2.45E+12 8.42E+12 1.98E+13

5th moment( E[H 5]) 4.54E+13 5.85E+14 4.21E+15 2.12E+16 6.02E+1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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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멘트 차수, l에 대한 ln이 선형인 경우는 단일 스케일을 적용하게 되며 비선형인 경우에는 멀티

스케일을 적용하게 된다 단일 스케일과 멀티 스케일의 적용에 대한 구분을 위해. Olsson and

는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따르면Burlando(2002) 95% , ln이 신뢰구간95%

내에 존재할 경우 선형이라고 판단하여 단일 스케일을 적용하고 신뢰구간을 벗어날 경우 비선형으로, 95%

간주하여 멀티 스케일을 적용하게 된다 통영 지점의 경우는. ln이 신뢰구간 내에 존재하므로 단일 스95%

케일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림 의 직선의 기울기는 로 계산된다, 2 0.469 .

스케일 성질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의 추정스케일 성질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의 추정스케일 성질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의 추정스케일 성질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의 추정3.3.3.3.

스케일 성질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의 추정스케일 성질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의 추정스케일 성질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의 추정스케일 성질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의 추정3.13.13.13.1

본 연구에서는 지속기간 분 분 분 분 분 분에 해당하는 분단위 자료와 지속기간 시간10 , 20 , 30 , 40 , 50 , 60 1 , 2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의 시간단위자료를 각각 기준 지속기간을 이용하여, 3 , 6 , 9 , 12 , 15 , 18 , 24 ,

재현기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에 해당하는 확2 , 3 , 5 , 10 , 20 , 30 , 50 , 70 , 80 , 100 , 150 , 200 , 300 , 500

률강우량 자료를 스케일 성질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기준 지속기간보다 단기간인 지속.

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구하는 경우를 하향스케일링으로 표시하였고 장기간인 경우에는 상향스케일링으,

로 표시하였다 지점빈도해석을 이용한 확률강우량과 스케일 성질을 활용한 확률강우량의 정확도 비교를 위.

한 절대상대오차 는 식 과 같이 계산한다(absolute relative error) (7) .

ARE(%)=| ScalingQ-At siteQAt siteQ
×100| (7)

여기서, Scaling Q는 스케일 성질을 이용하여 추정된 확률강우량(mm), At siteQ는 지점빈도해석을 이용하여

계산된 확률강우량 을 나타낸다(mm) .

그림 지속기간에 대한 모멘트별 스케일링 통영그림 지속기간에 대한 모멘트별 스케일링 통영그림 지속기간에 대한 모멘트별 스케일링 통영그림 지속기간에 대한 모멘트별 스케일링 통영1. ( )1. ( )1. ( )1. ( ) 그림 모멘트 차수에 따른 기울기의 신뢰구간그림 모멘트 차수에 따른 기울기의 신뢰구간그림 모멘트 차수에 따른 기울기의 신뢰구간그림 모멘트 차수에 따른 기울기의 신뢰구간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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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에서는 각각 기준 지속기간보다 단기간의 확률강우량을 추정하는 경우를 하향스케일링으로 장기,

간의 확률강우량을 추정하는 경우를 상향스케일링으로 정의하고 개 지점을 대상으로 전체 재현기간에 대22

해서 지속기간별로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시간단위자료를 사용할 경우 기준 지속기간이 시간과 시간인, 24 1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절대상대오차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단위자료를10% ,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단위자료에 비해서 절대상대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기준 지속기간별로 하향스케일링이나 상향스케일링을 할 때 전체지속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

도의 재현기간까지에 대해서 스케일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시간단위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는 전체 개 재현기간 중 대부분의 경우에서 개 이상의 재현기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14 8

으며 분단위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준 지속기간별로 재현기간의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면 미계측된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높은 정확. ,

도를 가지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확률강우량 자료가 아닌 강우자료에 직접 스케,

일 성질을 이용하여 강우량 자료를 발생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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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하향 상향스케일링에 따른 기준지속기간별 절대상대오차 개의 재현기간그림 하향 상향스케일링에 따른 기준지속기간별 절대상대오차 개의 재현기간그림 하향 상향스케일링에 따른 기준지속기간별 절대상대오차 개의 재현기간그림 하향 상향스케일링에 따른 기준지속기간별 절대상대오차 개의 재현기간3. (14 )3. (14 )3. (14 )3.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