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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는 저수량 지역 빈도분석 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최소자승(regional low flow frequency analysis)

법 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불확실성측면에서의 효(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Bayesian ,

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치와Bayesian t 분포를 이용하여 산정한 일반 다중회귀분

석의 추정치의 신뢰구간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재현기간별 비교결과를 보면. t 분포를 이용하여 산정된 평균

추정치와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평균 추정치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불확실성 측면에서 평가Bayesian .

해볼 때 신뢰구간의 상한추정치와 하한추정치의 차이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경우가 기존 방법Bayesian

을 사용한 경우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저수량 지역 빈도분석을 수행하는 경, (low flow)

우 다중회귀분석이 일반 회귀분석보다 불확실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Bayesian

있었다 또한 낙동강 유역에 개의 미계측 유역을 선정하고 구축된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불확. 2 Bayesian

실성을 포함한 미계측 유역에서의 저수량 을 추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이 미계측 유역에서의 저(low flow)

수 특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low flow) .

핵심용어 저수량 지역 빈도분석 불확실성 다중회귀분석핵심용어 저수량 지역 빈도분석 불확실성 다중회귀분석핵심용어 저수량 지역 빈도분석 불확실성 다중회귀분석핵심용어 저수량 지역 빈도분석 불확실성 다중회귀분석: (low flow) , , Bayesian ,: (low flow) , , Bayesian ,: (low flow) , , Bayesian ,: (low flow) , , Bayesian , tttt 분포 미계측분포 미계측분포 미계측분포 미계측,,,,

유역유역유역유역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저수분석 은 수자원의 관리 및 수공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low flow analysis)

며 저수량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빈도분석을 이용한 분석 결과가 주로, (low flow)

사용되어 진다 빈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정결과를 얻고자 하는 지점에서 충분한 길이 약 년 이. ( 30

상 의 과거 유량 자료가 필요하고 충분한 과거 유량자료가 확보된 지점에서의 빈도분석은 점 빈도분석)

을 수행하여 원하는 재현기간에서의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at-site frequency analysis) .

수자원 신규 계획이나 수공 구조물의 설치 등은 과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의 길이가 짧은 지

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근의 자료가 있는 지점에서의 유량자료를

사용하여 원하는 지점에서의 빈도유량을 추정하는 지역 빈도분석 을 사용해야(regional frequency analysis)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등에서 저수량 의 빈도분석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중회. (low flow)

귀분석을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정된 회귀계수와 그에 따른 종속변수의 추정치는.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신뢰구간이 함께 산정되어 표현되어야 최종 결과인 빈도유량을 이용하여 확률

적 개념의 수자원 관리 및 수공구조물의 설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빈도분석과 관련하여. Madsen

는 홍수량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수행하면서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 빈도분석and Rosberg(1997) Baye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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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 바 있으며 또한 은 일반화 회귀분석 을 구, Reis et al.(2005) (generalized least squares Regression)

축하면서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분산오차에 따른 홍수량 빈도분석 모형의 모형을Bayesian Bayesian GLS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자원의 관리측면에서 저수량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은. (low flow)

주로 홍수량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사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나,

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저수량 을 대상으로 지역 빈도분석을 수행하고 구축된 결과를 이Bayesian (low flow)

용하여 미계측 유역에서의 저수량 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low flow) .

다중회귀분석과 분포를 이용한 신뢰구간의 산정다중회귀분석과 분포를 이용한 신뢰구간의 산정다중회귀분석과 분포를 이용한 신뢰구간의 산정다중회귀분석과 분포를 이용한 신뢰구간의 산정2. t2. t2. t2. t

다중회귀분석 은 회귀모형의 설명변수 또는 독립변수 가 개 이상인 회귀모(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 2

형에 대한 분석이며 이를 행렬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다중회귀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

의 저서를 간단히 요약하였다Chatterjee and Price(1977) .

yyyy = XXXXββββ++++εεεε (1)

여기서, yyyy는 종속변수, XXXX는 설명변수, ββββ는 회귀계수이고 εεεε은 잔차항을 나타낸다.

안정성이 검토된 다중회귀분석모형과 를 이용하여 추정된 회귀계수는 지역 빈도분석의 불확실성을OLS

표현하기 위하여 신뢰구간을 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일정 유의수준. , α에서의 회귀계수에

대한 100(1-α) 신뢰구간은% t 분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β î ± se( β î)∙t (α/2, n-p-1) (2)

se( β î) = c ii∙MSE (3)

여기서, p 는 회귀모형의 자유도를 나타내고, c ii는 ( XXXX TTTTXXXX) -1의 대각행렬 요소값, MSE는 평균제곱오차

를 나타낸다 그러나 위에서 산정된 회귀계수의 신뢰구간의 상하한값들은 회귀계수의(mean square error) .

불확실성을 나타낼 뿐이고 지역 빈도분석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어진 설명변수들에 대한 평균반응치,

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정함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각 설명변수(mean response) . XXXX= aaaa 인 경우,

100(1-α) 에 대한 신뢰구간은%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재현기간에 해당Eq. (4) ,

되는 빈도유량의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 있다.

(4)

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3. Bayesian3. Bayesian3. Bayesian3. Bayesian

회귀분석은 최소자승법을 회귀분석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확률적 개념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Bayesian

시작된다 즉 이는 최소자승법에 의해 표현되는 회귀분석모형의 오차를 평균 과 분산. 0 σ 2을 가지는 각각의

정규분포 에 대한 조건부확률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이를 수식(normal distribution)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Martz and Waller, 1982).

p(ε|σ 2)≈N( ε|0,σ 2) =(
1

2πσ 2
) 1/2(exp-

1

2σ 2
ε 2) (5)

자료에 기반한 사전분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점 빈도분석의 경우 인근 유량자료로부터 분석하고자 하는

지점의 사전분포를 유도할 수 있으나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회귀계수에 대한 인근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어,

자료에 기반한 사전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 제안Sorensen and Gianola(2002)

한 다음과 같은 균일분포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균일분포는 회귀계수에 대한 사전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써 사전분포가 모형의 분산에만 관련되어짐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사전분포를 이용하.

고 수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최종식이 얻어진다.

π( ββββ,,,, σ 2)∝
1

σ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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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2| yyyy∼IG(
n-2
2
,
(n-2)s 2

2
) (7)

ββββ,σ 2| yyyy ∼N( ββββ̂, σ 2( XXXX TTTT XXXX) -1) (8)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회귀계수, ββββ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ββββ̂̂̂̂ , ( XXXX TTTT XXXX) -1, s 2을 자료로부터

산정한 후 이 값들을 이용하여 로부터Eq. (7) σ 2을 생성하고 생성된, σ 2을 이용하여 로부터 최종적Eq. (8)

으로 ββββ 를 생성시킴으로서 회귀계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부터 회귀계수의 평균추정치와 원하는 유의수준

에서의 신뢰구간을 산정할 수 있다.

적용결과의 비교분석 및 미계측유역에 대한 예측적용결과의 비교분석 및 미계측유역에 대한 예측적용결과의 비교분석 및 미계측유역에 대한 예측적용결과의 비교분석 및 미계측유역에 대한 예측4.4.4.4.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낙동OLS Bayesian

강유역의 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빈도분석을 수행하고 각 재현기간에서의 빈도유량을 산정한 후 불확10 ,

실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추정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기. Bayesian

존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고 t 분포를 이용한 신뢰구간으로부터 회귀계수와

종속변수의 불확실성을 산정하였다 저수량 빈도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산정해야. (low flow)

하는 것은 자연유량 이다그러나 국내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 소유역의(natural flow) . 10

출구 유출량에 대한 자연유량을 구하기 위하여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가 수행한 낙동강 유역의 유역(2006)

조사사업 결과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고려된 다중회귀모형의 설명변수로는 면적 평균 강우량. ,

유역면적 삼림면적 비율 유역밀도 유역평균경사 유역둘레 유역 평균폭 표고별 누가면적이 선정되었으나, , , , , , ,

이 중에서 유역 평균둘레 유역 평균폭 표고별 누가면적은 유역면적과의 상관계수가 를 넘어 다중공선성, , 0.9

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분석에서 제외하고 월부터 월사이의 강우량을 제외한 년간 전체 면적 평균1) 7 9 36

강우량 유역면적 삼림면적 비율 유역밀도 유로연장 유역면적 유역평균경사(P), 2) (A), 3) (PBF), 4) (= / , D), 5)

의 개만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BS) 5 .

통계적 안정성이 검증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Bayesian . Bayesian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ββββ̂̂̂̂ , ( XXXX TTTT XXXX) -1, s 2을 자료로부터 산정한 후 이 값들을

이용하여 위의 로부터Eq. (7) σ 2을 생성하고 생성된, σ 2을 이용하여 위의 로부터 최종적으로Eq. (8) ββββ

를 생성시킴으로서 회귀계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부터 회귀계수의 평균추정치와 원하는 유의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하기 위하여 개의. 10,000 σ 2을 생

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개의10,000 ββββ 를 추정하였으며 최초 개의 추정치는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서, 100

제거하고 평균추정치와 신뢰구간을 산정하였다 또한 회귀분석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위. Bayesian Eqs.

을 이용하여(2) and (3) t 분포를 이용한 회귀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추정하였다. 에는 각각Fig. 1 1, 4,

번 소유역에 대한 빈도곡선을 나타내었으며 그림에서 검은색 실선은 회귀분석결과로 아래 실선부터8, 10 , Bayesian

평균값 의 빈도별 유량을 나타내며 붉은 색 점선은 기존 방법에 의한 추정결과로서 마찬가지로 아래2.5 %, , 97.5 %

부터 평균값 값을 나타낸다2.5 %, , 9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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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gional frequency curve at sub-basin 1, 4, 8, 10Figure 1. Regional frequency curve at sub-basin 1, 4, 8, 10Figure 1. Regional frequency curve at sub-basin 1, 4, 8, 10Figure 1. Regional frequency curve at sub-basin 1, 4, 8, 10

각 그림으로부터 기존방법에 의한 추정결과와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결과를 함께 표시함으로써 불확실성Bayesian

측면에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에서 기존 방법Bayesian . Fig. 1

과 방법에 의한 평균에서의 빈도곡선과 실측값과의 차이를 도해적 비교를 통하여 비교할 수 있다 향후 여Bayesian .

러 지점에 대한 유사 연구를 수행하고 산정된 빈도곡선을 하여 곡선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curve fitting

며 곡선식이 작성될 수 있다면 도해적 비교가 아닌 교차 검증을 통하여 정량적인 비교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도해적 방법으로 실측값과 두 방법 간의 적용결과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유역에서 년 빈도를 기준으로 년. , 10 10

미만의 재현기간에서는 기존 방법이 방법보다 조금 더 실측치와 가깝게 저수유량을 추정하는 것을 알 수Bayesian

있으며 년 이상에서는 방법이 좀 더 실측치와 가까운 유량을 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0 Bayesian .

대부분의 수자원 계획과 이에 따른 수공구조물의 설치 단지 계획 등은 자료가 없는 지점에서 수행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료의 결핍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빈도분석을 수행하고 지역 빈도분석 결과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필요

지점에서의 빈도유량을 추정하여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과 유역을 미계측 유역으로 상정하여. 8-1 10-1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에 정리하였다Bayesian Table 1 .

Table 1.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and Bayesian predictionTable 1.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and Bayesian predictionTable 1.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and Bayesian predictionTable 1.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and Bayesian prediction 단위: m3/s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기존 방법과 회귀분석에 의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확정적인 값만은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귀Bayesian , Bayesian

분석과 기존 방법이 큰 차이가 없어 적용과정이 복잡한 회귀분석은 큰 우월성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불Bayesian .

확실성을 나타내는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에 있어서는 회귀분석이 기존 신뢰구간 산정방법 보다 불확실성Bayesian

을 훨씬 감소시켜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수자원관리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

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지역 빈도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데, Bayesian

있어서 우월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향 후 연구과제로서 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를 이용하여 수행함. OLS Bayesian GLS

으로써 불확실성의 정확도와 불확실성의 종류에 따른 분석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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