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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methodologies for determining the representative direction of a storm event. The mean direction, median

direction, and modal direction of von Mises distribution were considered as representative directions. In addition, the results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the storm moving distance were also compared. As results, the modal directions of von Mises distri-

bution were found to explain the directional characteristics of a moving storm much better than other methods. Also, it was found

that the storm moving dista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termin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ions of a moving storm, whose

uncertainty can also be decreased significantly by considering the mov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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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호우사상을 대상으로 호우이동의 대표방향 결정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표방향 설정을 위해 평균방

향, 중앙방향, von Mises 확률밀도함수의 주방향을 고려하였다. 추가로 호우 이동거리의 고려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von Mises 확률밀도함수의 주방향이 호우이동의 방향적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호우의 대표 이동방향은 이동거리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동거리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대표방향의 불확실성도

크게 작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대표 이동방향, von Mises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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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문해석에서 유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유

역특성인자와 강우특성인자로 분리할 수 있다. 유역특성인자

는 유역면적, 유역형상, 유역경사, 식생 등과 같이 유역의 상

황을 나타내는 자료들로, 그 변동성이 매우 작은 편이다. 반

면에 강우특성인자는 강우강도, 강우 지속시간, 강우 이동방

향, 강우 이동속도 등과 같이 시공간적 변동성이 매우 높은

인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자들은 물론 강우-유출 해석 결과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Niemczynowicz and Jönsson,

1981; Niemczynowicz, 1988).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이들

특성을 정량화하여 강우-유출 해석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호우사상의 이동경로 및 이동속도

를 대변하는 방향적 특성도 그 중요성은 널리 인정되어 왔다

(Jensen, 1984; Niemczynowicz, 1984; Lima and Singh,

2002; Lima et al, 2003).

호우의 방향성이 강우-유출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한 연구는 다양하다(최계운 등, 1993; 2000; 한건연 등,

2004; 2006; Yen and Chow, 1969; Townson and Sim,

1974; Niemczynowicz, 1984; Anderson et al., 1991;

Singh, 1998; 2002; Lima and Singh, 2002; 2003; Chang,

2007).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실험유역이나 가상유역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호우의 방향적 특성을 유출모형에

고려하기 위한 방법도 모의실험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실제 유역에서 호우의 방향적 특성

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호우의 방향성을 정량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Marshall(1980)은 219개의 호우사상을 이

용하여 영국 Cardington과 Winchcombe 지역 호우의 이동속

도와 이동방향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Niemczynowicz

and Dahlblom(1984)는 스웨덴 Lund 지역을 대상으로 400개

의 호우사상을 추출하여 강우의 동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 이들은 호우의 이동방향을 계절별로 분류하고, 호우와 바람

의 이동속도를 2변수 대수정규분포로 정량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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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uchi(1985)는 일본 Mt. Akagi에 위치한 기상레이더 자

료에서 30개의 호우사상을 선정하여 강우특성별로 호우 이동

속도와 이동거리를 정량화한 후 그 특성을 비교·평가하였다.

Upton(2002)은 영국 Bolton 지역을 대상으로 107개의 호우

사상을 이용하여 호우 이동방향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Breckling(1989), Upton and Fingleton(1989) 등에

서 다양한 적용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상유역에 대

한 호우의 이동특성을 정량화하고 아울러 대표방향을 설정하

고자 하는 시도로서 Marshall(1980), Niemczynowicz and

Dahlblom(1984) 등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

는 특히 강우-유출 해석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이들의 연구는 호우 이동방향 특성의 중요성을 파악

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할 만한 방법

론의 제시까지는 도달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극

복되어야만 호우사상의 방향적 특성이 강우-유출 해석에 정

량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평균적인 경우나 또는 극단적

인 경우의 호우 방향성이 그 발생확률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우 이동의 대표방향 등 방향적 특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Bras, 1979; Johnson and Bras,

1979). 이는 방향성을 갖는 자료의 통계학적 특성이 선형 자

료(linear data)의 경우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동방향의 평균의 경우 359, 1, 3도를 갖는 자료의 평균은

단순한 산술 평균 공식으로 구할 수 없다. 이러한 오류를 교

차문제(cross-over problem)라 부른다. 따라서 방향성을 갖는

자료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벡터 개념의 도입이 필요

하다(Fisher, 1993). 또한 이와 같이 방향성을 갖는 자료의

통계특성은 순환적 거동(cyclic behavior)을 고려해야만 추정

할 수 있다. 호우 이동방향의 대푯값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도 자료의 순환적 특성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달

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점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주어진 호우사상의

대표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대

상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적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를 위해 매 단위시간별로 호우의 이동경로

를 추적하여 그 이동방향과 이동거리를 결정하였다. 주어진

호우사상의 대표방향 설정방법으로 평균방향, 중앙방향 및

von Mises 확률밀도함수의 주방향 등을 이용한 방법을 고려

하였다. 추가로 매시간 결정한 호우사상의 방향자료만 이용

하는 경우와 방향과 이동거리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를 비교

하였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대표방향의 불확실성은 자료의

통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2. 호우사상의 대표방향 결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
 

2.1 평균값을 이용한 대표방향 결정

2.1.1 이동방향만을 고려하는 경우의 대표방향 결정

호우추적기법(storm tracking method)에 의해 결정된 호우

의 이동방향은 각도로 제시된다. 즉, 0에서 360도 사이의 값

을 갖는다. 예를 들어 매시간 추정된 각도가 350, 10, 20,

10, 340, 350도라면 이 호우사상의 대표방향 결정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단순한 산술평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

6개 방향의 산술평균은 180도가 된다. 즉, 이 결과는 호우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다는 것으로 방향자료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한 것이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Fig. 1과 같이, 호우의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여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방향

자료의 벡터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

석이 가능하다. 먼저 아래와 같이 C, S 및 R을 정의하면,

(1)

(2)

(3)

이 때 평균방향 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즉,

(4)

(5)

따라서 위 두 관계를 만족하는 평균방향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6)

이 방법을 따를 경우 앞서 살펴본 예제의 대표방향은 0도

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결정된 평균방향을 호우사상

의 대표방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강우-유출 해석을 염두에 두고 호우사상의 방향성을 정량화

하는 경우 이 대표방향은 유출특성을 대표하는 방향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호우의 이동이 마치 반원

을 그리듯 하여, 서에서 북으로 다시 동으로 빠져나간다면,

위 식을 적용할 경우 호우의 대표방향은 단순히 서에서 동으

로 결정되는 문제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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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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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in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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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R C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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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additional of unit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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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이동방향과 이동거리를 고려할 경우의 대표 방향 결정

앞서 살펴본 경우와 유사하게, 매 단위시간 동안의 방향은

350, 10, 20, 10, 340, 350도로 동일하고, 여기에 이동거리

가 각각 1, 2, 2, 3, 1, 1 단위거리인 경우를 고려해 보자

(Fig. 2). 

먼저, 이미 불합리한 결과를 주는 방법으로 나타났지만, 단

순한 산술평균을 적용해 보자. 이 경우 위 6개 방향에 각각

의 이동거리를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 결과는 113도로 앞서 방향만을 고려한 결과와 확연

히 다르다. 그러나 이 값 역시 대상의 방향적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한 값으로 대표방향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값은 아니다. 

다음으로 호우의 방향을 벡터로 고려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도 앞서 제시한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

음과 같이 C, S의 추정에 거리 di를 가중치로 하여 다시 정

의하여야 한다. 즉, 

(7)

(8)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그 평균 방향은 5.1도로 계산된

다. 이 값이 앞서 계산한 값보다는 보다 현실적일 수 있으나

아직 최선의 값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2.2 확률분포를 이용한 대표방향 결정

2.2.1 von Mises 분포와 매개변수 추정

대표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매 단위시간 동

안의 방향자료를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정량화하는 것이

다. 방향자료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는 일반적인 자료에 대한

정량화와는 매우 다르다. 특히, 방향자료의 순환적 거동이 고

려되는 확률밀도함수의 적용이 중요하다. 다음은 방향자료의

정량화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von Mises 분포의 확률밀도함

수를 나타낸다(Fisher and Hall, 1989 ; 1990).

     (9)

여기서,

(10)

von Mises 확률밀도함수의 매개변수로는 주방향(preferred

or mean direction, µ)과 집중계수(concentration parameter,

κ)가 있다. 그러나 von Mises 확률밀도함수의 적용과정에서

여러 개의 mode를 가정할 수 있으므로, 매개변수의 추정도

mode 수에 따라 다르게 된다. 그러나 multi-modal의 경우는

bi-modal의 경우의 확장된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uni-

modal과 bi-modal 경우에 대한 적용과정만을 살펴보기로 한

다.

먼저, uni-modal인 경우 von Mises 확률밀도함수의 매개

변수는 최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으로 쉽게 결정

된다. 먼저, 주방향(µ)의 추정치( )는 평균방향 와 같다.

집중계수( )는 다음 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추정된다.

(11)

여기서 n은 자료의 수, R은 합성벡터의 길이(the length of

the resultant vector)로 (0, n)의 범위를 갖고, 은 평균벡

터의 길이(the length of the mean vector)로써 (0, 1)의 범

위를 갖는다. 또한 위 식에서 A1(x)는 다음과 같고,

A1(x) = I1(x)/I0(x) (12)

여기서, Ii(x)는 수정된 베셀 함수(modified Bessel function)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 1, 2, 3) (13)

확률밀도함수의 형태가 bi-modal 형태로 나타날 경우는 다

음과 같다. 먼저, mode의 수가 두개임을 고려하여 두개의 확

률분포가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지고 결합된다고 가정한다. 즉,

확률 p에 의하여 vM(µ1, κ1)이 발생하고, 확률 (1-p)에 의하

여 vM(µ2, κ2)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매개변수 µ1,

µ2, κ1, κ2, p가 모두 포함된 다음과 같이 총 여섯 개의 방

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

pA1(κ1)cos(µ1) + (1 − p)A1(κ2)cos(µ2) =

pA2(κ1)cos(2µ1) + (1 − p)A2(κ2)cos(2µ2) =

pA3(κ1)cos(3µ1) + (1 − p)A3(κ2)cos(3µ2) = (14)

pA1(κ1)sin(µ1) + (1 − p)A1(κ2)sin(µ2) =

pA2(κ1)sin(2µ1) + (1 − p)A2(κ2)sin(2µ2) =

pA3(κ1)sin(3µ1) + (1 − p)A3(κ2)sin(3µ2) =

위 식에서 추가로 정의가 필요한 함수들은 다음과 같다. 

C dicosθi
i 1=

n

∑=

S disin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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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θ( ) 2π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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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of additional of unit vectors considering mov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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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 = Ii(κ)/I0(κ), (i = 1, 2, 3)  (15)

, (i = 1, 2, 3) (16)

, (i = 1, 2, 3) (17)

Eq. (14)에서 좌변과 우변의 잔차를 ∆C1, ∆C2, ∆C3, ∆S1,

∆S2, ∆S3라 하면, 매개변수 µ1, µ2, κ1, κ2, p는 이들 잔차

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추정된다(Fisher

and Hall, 1989 ; 1990). Multi-modal인 경우는 bi-modal인

경우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Bi-modal의 경우와

multi-modal일 경우 최종적인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18)

2.2.2 von Mises 분포를 이용한 대표방향 결정

von Mises 분포를 이용하여 방향자료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는 먼저 mode의 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정된 mode

의 수에 따라 매개변수 추정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

서 호우사상의 대표 이동방향은 mode의 수에 따라 하나 또

는 그 이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유역

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역의 규모가 클 경

우에는 상대적으로 호우의 기간이 길어지고 산지의 영향으로

기상요란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호우의 대표 이동방향이

두 개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확률밀도함수

를 이용하여 호우의 대표 이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ode의 수를 적절히 가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향 자

료의 히스토그램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예제의 경우, 이동방향만 고려할 경우에는

mode가 확실하게 하나임으로 대표방향은 0도이다. 그러나 이

동거리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mode가 하나 또는 두 개

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mode가 하나라고 가정하면 대

표방향은 5.1도가 되고, 두 개라고 하면 5.75도와 7.13도로

나타난다.

2.3 대표방향의 신뢰구간 추정

결정된 호우사상의 대표방향은 사실 유의한 것일 수도 있

고 그렇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물론 그 대표성이 갖

는 불확실성에 의존적이다. 추정된 대푯값이 갖는 불확실성의

정도는 소위 분산을 이용하여 정량화 되나, 자료가 갖는 분

포적 특성에 근거한 판단은 애매하게 된다. 단순히 정규분포

를 가정한 분산이 그 자료가 갖는 불확실성의 척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

정된 분산을 이용하여, 주어진 유의수준에 대한 신뢰구간의

설정이 필요하다. 유도된 신뢰구간의 폭이 작을 때 대푯값이

갖는 유의성은 커지게 된다.

먼저 관측된 방향자료 θi의 평균방향( )에 대한 불확실성

은 그 신뢰구간을 추정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물론 원형표준오차(circular standard error) 의 추정이

필요하다.

(19)

위 식에서 는 원형분산(circular dispersion)의 추정치이고, n

은 자료의 수이다. 원형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0)

여기서 , 는 다음 식에 의해 추정하게 된다.

(21)

주어진 원형분산의 추정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평균방향에

대한 유의수준 α의 신뢰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즉,

(22)

그러나 자료수가 제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료수가 25개

이하인 경우, 추정되는 통계치가 상대적으로 큰 불확실성을

가지게 됨으로서 위에 제시된 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보다 경

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복원추출기법의 하나인 Bootstrap을 들

수 있다. 

중앙방향( )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은 평균방향에 대한 방

법과는 개념상 차이가 크다. 즉, 중앙방향에 대한 신뢰구간은

중앙방향에서 수치상으로 얼마 떨어진 정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로 몇 번째 떨어진 값까지인가로 결정된다. 즉,

중앙방향에서 몇 번째까지(integer, m)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중앙방향에 대한 신뢰구간은 중앙방향에서 양쪽 방향으

로 결정된 횟수 번째의 값이 된다(MacKinnon, 1964;

David, 1981). 중앙방향에 대한 신뢰구간은 특히 자료의 수

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의 수가 16개 이상일 경

우 m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Fisher, 1993).

m = 1+integer part of (23)

위 식은 자료의 수가 16개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이외에는 Fisher and Powell(1989)에 제시된 표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von Mises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하여 결정한

주방향( )의 신뢰구간은 원형표준오차( )를 추정하여 결

정한다. 유의수준 에 대한 von Mises 확률밀도함수의 주방향

( )의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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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우사상의 대표방향 결정

3.1 대상유역 및 대상 호우사상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내성천 유역으로 하였다. 내성천 유

역은 형상계수(유역면적/유로연장2)가 0.14로 상대적으로 작아

서(긴 막대 모양으로) 호우 방향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유역이다. 내성천 유역의 유역면적은 1,816 km2이며, 유

로연장은 113 km이다(Fig. 3).

본 연구에서는 이 유역을 통과한 호우사상 하나를 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내성천 유역 내 위치한 영주 지점에

대해 1978-2007년 사이의 강우자료를 수집한 후 총 100개의

호우사상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2004년 6월

20일 06시부터 2004년 6월 21일 12시까지 총 31시간 지속

된 호우사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나머지 호우사상의 분석

결과는 추가의 연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대상 호우사상에 대한 호우추적(storm tracking)을 통해 매

시간 호우사상의 이동방향과 거리를 결정하였다. 호우추적 결

과는 자료의 품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Niemczynowicz,

1987), 분석 전 관측자료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

히 전체적인 호우사상의 거동에 반하는 강우기록은 매우 혼

란스러운 호우추적 결과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품

질이 좋은 기상청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내륙지역에 기상청 관할의 우량 관측소는 총

65개이다.

3.2 호우 이동경로 추적

3.2.1 호우추적기법 선정

대상유역을 지나는 호우의 이동방향은 호우추적기법을 이

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호우추적기법으로 등우

선도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과 호우의 도심을 이용하는 방

법이 있다(Huff, 1967; Clayton and Deacon, 1971). 그러나

등우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우선도 패턴의 정의가 매우

주관적이란 문제가 있으며, 호우의 도심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지적인 호우의 발달과 소멸 특성을 잘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 Briggs et al.(1950)에 의해 제안

된 “full correlation analysis”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방법에

서는 각 우량관측소의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상관 함수

를 설정하고, 이 함수의 최대값들 사이의 시간변위(time

shift)를 이용하여 호우 이동방향과 이동속도를 결정한다. 그

러나 이 방법의 경우 관측 시간간격이 매우 짧은 강우자료에

만 적용이 가용하다는 단점이 있다. Marshall(1980)에 의해

개발된 “lag correlation analysis”도 유사한 방법으로 분류된

다. 이 방법에서는 두 개의 지점에서 수집된 우량주상도 사

이의 최적 지체시간을 근거로 호우 이동특성을 결정한다. 그

러나 이 방법도 최적화된 지체시간과 직접 계산한 지체시간

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점은 후에 Diskin(1987; 1990)에 의해 일부 보완되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 Niemczynowicz(1987)의 “cross correlation

analysis”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상호-상관 함수 최대

값의 도달시간을 최적화 기법으로 직접 계산하여 호우 이동

특성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합호우사상에 대한 적

용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은 호우추적기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상 호우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이동방향과 이동속도가 결정된다는 점

이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 단위시간별로 호우 이동특성이 결

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호

우추적기법은 많지 않다.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것으로 합성

결합함수(composing matching function)를 이용한 호우추적

Fig. 3. Naesungchun basin and rain gauges around th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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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두개의 시간단계 사이의 호우의 형

태를 잘 일치시키는 함수를 결정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호

우의 이동특성을 결정하는 방법이다(Johnson and Bras,

1979). 이 방법은 레이더 강우자료와 점 강우자료 모두에 대

해 성공적인 적용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awadski,

1973; Bras and Rodriguez-Iturbe, 1976; Johnson and

Bras, 1979).

3.2.2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한 호우추적

본 연구에서는 호우의 이동경로를 매 단위시간별로 파악하

기 위해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한 호우추적기법을 이용하였다.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한 호우추적기법은 호우의 공간적인 분

포 형태가 두개의 시간 단계에서 얼마나 잘 맞는지를 비교하

는 형태로 되어 있다(Fig. 4 참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개의 함수가 이용된다(Johnson and Bras, 1979).

(25)

(26)

(27)

여기서 q(x, y, t)는 (x, y)지점에서 시간 t일 때의 강우량이고,

α와 β는 변위량(displacement), S는 대응면적(matching area)

을 나타낸다.

이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최대 가능 호우속도 를 고려하

여 결합면적의 최소 가능면적을 결정하는 것이다(Fig. 4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호우의 이동속도는 한랭전선에 의해 발생한

호우일 경우에는 약 45 km/hr, 온난전선에 의해 발생할 경우

에는 약 25 km/hr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광섭 등,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우추적 범위를 최대로 하기 위해 호

우의 이동거리를 한시간당 최대 45 km로 설정하였다. 두 번

째 단계는 다양한 대응면적에 따라 C1, C2, C3를 계산하는

것이다. 각각의 대응면적은 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고, 대응면

적의 범위는 최소 가능면적부터 최대 가능면적(두 시간단계

에서 호우의 이동이 없을 경우)까지 설정된다. 대응면적의 변

화에 따라 결정된 C1, C2, C3를 각각의 목적함수에 따라 최

적화하면(Eq. (28)와 같이), 최적의 대응면적과 최적 결합점

(α*, β*)을 결정할 수 있다. 

(α*, β*) = Max C1(α, β) or Min C2(α, β) or Min C3(α, β)

(α*, β*) = α, β(α, β) or Miα, β(α, β) or Mi α, β C3(α, β)

(28)

즉, 이 방법의 기본 개념은 호우 이동특성을 대변하는 최적

결합점 (α*, β*)를 찾기 위해 최적의 대응면적을 결정하는 것

과 같다. 이와 같이 결정된 결합점을 이용하면, 호우의 이동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x = α*, Dy = β* (29)

, (0 deg. < θ < 90 deg.) (30)

여기서 Dx는 두 시간 단계에서 x방향으로의 이동거리, θ는

호우의 이동방향을 나타낸다.

Eqs. (25)~(27)에 제시된 3개의 대응 기준은 적분 형태로

정의되지만, 호우사상은 공간적으로 연속된 함수로 표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점 강우자료로 주어질

경우에는 이를 공간적으로 보간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Eqs. (25)~(27)로 나타난 대응 기준에 대한 적용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바 있으며(Davis, 1973;

Zawadski, 1973; Johnson and Bras, 1979), 이 중 절대편

차함수 를 이용하는 방법이 계산 소요시간과 결과의 신뢰도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Johnson and

Bras, 1979).

3.2.3 대상 호우사상의 호우 이동경로

대상유역에 호우 이동경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호우추적

결과를 상대좌표계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내성천 유

역에 호우의 이동경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합

성결합함수를 이용한 호우추적기법은 그 결과로 나타난 이동

경로를 상대좌표계에 직접 나타낼 수 없다. 이는 매시간 단

위별로 대응면적을 고려하여 호우를 추적하기 때문이다

(Zawadski, 197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간 변화

에 따른 결합점을 연결함으로서 해결하였다. 

먼저, 시간 변화에 따른 대상 호우사상의 공간분포는 Fig.

5와 같다. 점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강우를 격자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리깅 기법을 이용하였으며(윤강훈 등, 2004), 이

때 격자 크기는 1 km×1 km로 설정하였다.

Fig.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상 호우는 국지적인 호우

특성이 나타나며, 호우는 크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상호우의 대부분이 내성천 유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이동

특성은 호우추적 결과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대상 호우

사상을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한 호우추적기법에 적용한 결과

는 Fig. 6과 같다. 아울러 이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할 경우 호우추적

결과는 상대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

나 결정된 결합점을 연결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호우 이동경

로의 확인은 가능하다. Figs. 5 and 6을 비교해 볼 때 호우

추적결과는 만족스러운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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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calculating the storm movement

parameters using composing match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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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 호우는 서에서 유입되어 동북, 동남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이동방향은 주로 0-180도 사이에서 결정되

며, 이 범위에서의 이동거리 또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매 단위시간별 호우 이동방향의 분포

특성은 Fig. 7과 같다. 이 그림은 결정된 이동방향의 순환적

특성을 고려한 분포로도 이해할 수 있다.

3.3 이동방향만을 고려할 경우의 대표방향 결정

3.3.1 호우의 방향 특성

방향성을 갖는 자료의 경우 특히 히스토그램의 검토가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히스토그램을 통해 대략적인

mode의 특성(결국, von Mises 분포의 형태)을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갖는 자료의 히스토그램은

장미그림(rose diagram)의 형태로 제시된다.

Fig. 8은 호우사상의 매 단위시간별 이동방향을 장미그림과

선형 히스토그램으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대상 호우사상의 방향적 특성이 한

방향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호우의 발당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강우

장(동북 방향)이 지나가면서 재차 유입된 호우(동남 방향)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복합적인 방향성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사실 이런 경우는 두 개의 독립적인 호우사상으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Shaw(1983)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공간적으로 복합호우사상이 발생할 경우 호우사상

을 어떤 식으로 분리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그 분

리결과에 따라 호우 이동특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Fig. 5. Temporal variation of spatial distribution of storm events

Table 1. The joint frequency of estimated storm movement

parameter

Moving distance 
(km)

Storm direction (degree)

0-90 90-180 180-270 270-360

0-20 4 4 2 2

20-40 2 1 1 -

>40 5 6 1 -

Fig. 6. Trajectory derived by the storm tracking method for the

storm event of June 20, 2004

Fig. 7.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storm movemen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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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복합호우를

분리하여 평가하기보다는 mode의 수를 증가시켜 각각의 특

성이 함께 분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s. 6 and 8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은 호우

의 이동거리이다. 기본적으로 호우의 이동거리는 이동속도를

대변한다. 호우추적기법 결과에서 대상호우의 이동속도는

3.6 km/hr-62.2 km/hr로 나타났으며, 그 평균은 31.9 km/hr 정

도이다. 이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호우의 이동방향이

뚜렷한 경우에서 이동거리(또는 이동속도)도 확연히 길게 나

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호우이동의 대표방향을 결정할 때도

이동거리의 고려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타당

성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3.3.2 호우의 대표방향 결정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호우의 대표방향 결정방안은 평균방

향(mean direction, ), 중앙방향(median direction, ),

von Mises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하는 경우의 주방향(preferred

direction, µ) 등이다. 평균방향과 주방향의 경우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중앙방향은 방향 자료 사이에서 중앙에 위치

하는 값으로, 다음 식을 최소화하는 값으로 결정된다.

(31)

각각의 경우에 대한 대푯값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

표를 살펴보면, 먼저, 평균방향과 중앙방향의 차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차이가 항상 작은 것은

아니다. 특히 방향 자료의 분포가 산발적으로 존재할 경우

평균방향과 중앙방향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방향자료가 20도와 160도 사

이에 대부분 분포 되어있기 때문에 평균방향과 중앙방향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평균방향과 중

앙방향은 실제 호우의 방향과 잘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von Mises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의 대표방향은 사전에 결

정한 mode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Mode의 수가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물론, 바람

직하기로는 대상 호우사상에 하나의 대표방향이 결정되는 것

이지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 호우사상은

mode가 두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θ θ

d θ( ) π 1

n
--- θi θ–

i 1=

n

∑–=

Fig. 8. Histograms of hourly storm direction

Table 2. Statistics of hourly storm directions (unit: degree)

Mean direction ( ) 96.6

Median direction ( ) 90.2

von Mises distribution
1-mode ( )

96.6

von Mises distribution
2-mode

57.3

148.3

θ

θ̃

µ̂

µ̂
1

µ̂
2

Fig. 9. Relative frequency of storm direction considering storm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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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mode

가 하나일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vM1(96.6, 1.342)이고, mode

가 두 개일 경우는 vM2(57.3, 6.283)과 vM2(148.3, 3.034)

이다. 따라서 mode가 하나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중계수

가 작아 상대적으로 평활화된 형태의 분포형을 보이게 된다.

반면에 mode가 두 개인 경우에는 보다 뚜렷한 봉우리를 갖

는 분포함수를 보이게 된다. 두 봉우리 중 주방향이 57.3도

인 분포형이 더 높은 집중계수를 보이고, 주방향이 148.3도인

분포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중계수를 보인다(Fig. 9).

Fig. 9에서도 볼 수 있듯이 von Mises 분포는 다른 방법

에 비해 호우의 이동방향을 정량화하는데 보다 큰 유연성을

갖는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대상 호우사상의 경우, 그 대표

방향은 두 개로 결정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이동방향과 이동거리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의 대표방

향 결정

3.4.1 호우의 방향 특성

Fig. 10(a)는 호우의 이동거리를 가중인자로 고려한 장미그

림이며, Fig. 10(b)의 경우는 선형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이

다. 먼저, 앞서 살펴본 이동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

교해보면 히스토그램 형태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동거리를 추가로 고려한 경우 mode를 갖는

class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그 외의 다른 class의

빈도는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호우의 이동방향이 동북, 동남쪽일 경우 이동거리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3.4.2 호우의 대표방향 결정

Table 3은 호우의 이동방향에 이동거리를 추가로 고려한

경우에 대한 대표방향의 결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평균방향과 중앙방향에 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방향에 의

한 대표방향은 이동방향만 고려한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동거리가 큰 방향이 대부분 평균방향의 주변

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대상 호우사상의 경우 이동

거리가 큰 방향의 영향력이 평균방향에 집중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중앙방향의 경우는 이동거리의 고려에 따른 결

과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는 중앙방향의 정의

Fig. 10. Various histograms considering hourly storm direction and moving distance

Table 3. The statistics of hourly storm direction considering

storm direction and moving distance (unit: degree)

Mean direction ( ) 96.2

Median direction ( ) 101.6

von Mises distribution
1-mode ( )

96.2

von Mises distribution
2-mode

55.9

150.1

θ

θ̃

µ̂

µ̂
1

µ̂
2

Fig. 11. Relative frequency of storm direction considering storm direction and moving distance



10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0권 2호 2010년 4월

에 따라 대상자료에서 대표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의 분포에 따라 대푯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대표방향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von Mises 분포의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mode가 하나일

경우 von Mises 분포의 매개변수는 vM1(96.2, 1.577)이고,

mode가 두 개일 경우 vM2(55.9, 6.283)과 vM2(150.1, 8.659)

로 나타났다. 이동방향만 고려한 경우와 비교해보면, 주방향

에 의해 결정된 대표방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중계수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난다. 가장 뚜렷한 차

이는 두 개의 mode일 경우에서 주방향이 150.1도인 분포함

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동방향만 고려한 경우에 비해 이

분포형의 집중계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

해 주방향이 105.1도인 분포형의 봉우리가 이동방향만 고려

한 경우에 비해 보다 뾰족하게 나타난다(Fig. 11). 즉, Fig.

9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두 개의 mode 중에서 주방향이

150.1도인 분포함수가 전체 분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대표방향의 결정 및 유의성 판단 

일반적인 자료에서 대푯값의 신뢰구간은 당연히 대푯값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방향자료의 경우에는 그 특성이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대표 방향이 10도 정도인 경우 그

신뢰구간은 350-30도 정도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구간

설정은 물리적으로 당연해 보이지만, 통계학적으로 자료를 처

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방향자료

에 적합한 이론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근

거로 그 신뢰구간의 설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Table 4는 대

상 호우사상에서 추정한 대표방향 및 그 신뢰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대푯값의 신뢰구간은 결정된 대표방향의 신뢰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이를 통해 대푯값의 유의성을 살펴볼 수

있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거리의 고려 여부에 따

른 신뢰구간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뢰구간의 범위는

이동거리를 고려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동거리가 긴 방향에 의한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대표방향을 설정하

는 것이 더욱 타당함을 의미한다.

Fig. 12는 위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본 연구의 대상 호우사상은

mode가 두개인 von Mises 분포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Table 4. Confidence intervals of storm direction for each method (unit: degree)

95% confidence intervals of representative
 direction considering storm direction

95% confidence intervals of representative direction 
considering storm directions and moving distance

  
vM*

(1-mode)

vM* (2-mode) vM*
(1-mode)

vM* (2-mode)

Upper value 122.1 126.9 117.9 66.9 162.3 100.2 115.2 99.1 57.4 151.3

Representative
direction

96.6 90.2 96.6 57.3 148.3 96.2 101.6 96.2 55.9 150.1

Lower value 71.1 63.4 75.3 47.7 134.4 92.3 65.22 93.3 54.4 148.9

*vM : preferred direction for von Mises distribution

θ θ̃ θ θ̃
µ̂
1

µ̂
2

µ̂
1

µ̂
2

Fig. 12. 95% confidence intervals of storm direction for each

method (left: considering storm direction, right:

considering storm direction and mov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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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공간적으로 복합호우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있어서, 따로 호우를 분리하지 않

고, 단순히 mode의 수를 조절함으로서 적절한 호우 방향특성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우사상의 매시간

이동거리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서 보다 신뢰도 높은 방향 특

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대상 호우사상

의 경우 그 대표방향은 각각 55.9도, 150.1도 두개로 결정된

다.

5. 결 론

대상유역에 대한 호우 이동방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먼저 개개 호우사상의 대표 이동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하여 호우의 이동경

로를 매 단위시간별로 추적하고, 이를 통해 호우 이동방향과

이동거리를 결정하였다. 호우사상의 대표 이동방향 결정을 위

해 평균방향, 중앙방향 및 von Mises 분포의 주방향 등을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호우 이동거리의 고려 여부에 따른 결

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대표방향의 불

확실성은 자료의 통계 특성을 이용하여 추정된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한 호우추적기법은 시단위 강우자료

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상 호우사상의 경우 호우 이동속도는

3.6 km/hr-62.2 km/hr(평균 이동속도 31.9 km/hr)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호우의 이동방향은 대부분이 20-160

도 사이에서 발생하며, 호우 이동속도가 높을 경우 더

뚜렷한 방향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평균방향 및 중앙방향은 모두 대상 호우사상의 방향성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

우 방향성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적인

방향을 취함으로서 물리적인 설명력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3) 호우사상이 전체적인 이동특성은 공간적으로 복합호우사

상이 발생할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공간적 복합호우를 분리하여 평가하기보다는 mode의

수를 증가시켜 각각의 특성이 함께 분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von Mises 분포는 mode

수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한 적용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

였다. 

4) 호우이동의 대표방향은 이동거리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위시간 동안의 이동거리가

큰 방향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방향

의 불확실성도 이동거리의 고려에 따라 크게 작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본 연구에서 분석한 호우사상의 경우 호우이동의 대표방

향은 각각 50.9도와 150.1도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공간적으로 복합호우사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상 호

우사상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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