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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eyman-Scott 구형펄스모형 (Neyman-Scott rectangular pulses model; NSRPM)은 강우의

발생, 강우세포의 강우강도 그리고 지속시간으로 표현되는 점과정에 기초한 강우생성 모형으로, 기존

의 구형펄스모형 (rectangular pulse model)과 비교해서 강우사상의 군집특성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형이다. 하지만 NSRPM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모멘트를

이용한 여러가지 최적화 기법들은 그 계산이 복잡하고 또한 목적함수의 구성에 따라 추정값의 변동도

크게 나타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누적강수량에 대한 근사적인 우도함수 (approximated

likelihood function)와 이를 통해 NSRPM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본 논문에선

이 근사적 우도함수를 바탕으로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NSRPM에 공간구조를 표현하고

이를통해강우생성모형의공간적특성을알아보고자한다.

주요용어: 강우모형, 공간분석, 근사적우도함수, Neyman-Scott 구형펄스모형.

1. 서론

수문학 분야에서 강우 생성에 관한 모형은 저수지 디자인, 홍수 및 가뭄 연구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많

이연구되어져왔다 (Calenda와 Napolitano, 1999; Cowpertwait 등, 2007). 특히점과정에기초한모

형은 점과정 (point process)에 기초한 시계열 강우자료의 확률 모형이 실제 간헐적인 강우 과정에 적용

될 수 있다는 점 (Kavvas와 Delleur, 1981; Smith와 Karr, 1985; Rodriguez-Iturbe 등, 1987)과 그에

따른 적절한 모수의 수를 동반한다는 점 (Calenda와 Napolitano, 1999)에서 강우 생성 모형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다. 월 혹은 년간 누적 강우 자료는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와 같은 시

계열 모형으로 비교적 잘 설명이 되지만 (Montanari와 Brath, 1999), 이러한 모형은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모수를 요구하고 또한 시간 당 강우 자료와 같은 작은 시간 단위를 가지는 자료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lenda와 Napolitano, 1999). 따라서 강우생성 모형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시간

을효과적으로반영할수있느냐는점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포아송 과정은 강우 발생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여러 연구에서 실제 강우 발생이 포아

송 과정에 잘 적합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Kavvas와 Delleur, 1981; Smith와 Karr, 1983). 그후 기

존의포아송과정에강우의군집의특성을반영한 Poisson cluster process (Kavvas와 Delleur, 1981)나

Cox process (Smith와 Karr, 1983)와 같은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되고 연구되어져 왔다. 또한 강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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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다양한 군집분석을 통해 각 기상자료에서 유도된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병행되었다

(Yeo, 2011; Kim 등, 2015). Rodriguez-Iturbe 등 (1987)는포아송군집과정에물리적으로조금더현

실적인 구형펄스모형 (Rectangular Pulse Model)을 반영시킨 NSRPM (Neyman-Scott Rectangular

Pulse model)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형은 연속 점 과정에 기초하여 stochastic intensity를 모형에 반

영한다. 이는 포아송 과정에 근거한 강우 모형이 특정 강우의 누적시간 (aggregation time)에는 적용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시간 스케일을 고려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Rodriguez-Iturbe 등,

1987).

군집 점과정에 근거한 과정인 Neyman-Scott process와 Bartlett-Lewis process (Cox와 Isham,

1980)는 다양한 시간 스케일의 누적 강우를 표현하는 생성모형으로 널리 연구되어 왔는데, 이 두 과

정은 강우 세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구분된다. Neyman-Scott 모형에서는 강

우 세포들의 위치가 강우 사상의 발생지에 위치하는 반면, Bartlett-Lewis 모형에서는 연속된 강우 세

포들 사이의 시간 간격이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

tributed) 가정한다. 그리고 모형의 추정에 있어서 적률 방정식의 선택과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초기값

선택이 Neyman-Scott 모형보다 Bartlett-Lewis모형에 더 큰 변동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Velghe 등,

1994). 이러한 이유로 최근 수문학 연구에서는 Neyman-Scott 구형펄스모형 (Neyman-Scott rectan-

gular pulses model; NSRPM)과 같은 Neyman-Scott 모형이 주로 고려되어 진다. 하지만 NSRPM의

가장 큰 약점은 모수 추정에 적률추정법 (method of moments) 외에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Calenda와 Napolitano (1999)는 NSRPM에서 적률추정법으로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강

우의 누적시간 스케일에 따라 모수 추정값이 상당히 변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Spectral 영역에서 Whittle의 근사적 우도함수가 모수 추정 방법으로 많이 고려되어 왔는데, Whittle의

근사적 우도함수는 Fourier coefficients가 대표본에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에서 입각

한다 (Whittle, 1953; Chandler, 1997). 그러나 Whittle의근사적우도함수접근방법은추정량의공분

산 행렬이 4차 Spectrum을 요구한다는 것과 많은 강우과정들이 이러한 4차 Spectrum을 얻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고, 또한 공간 분석의 경우 Whittle의 접근 방법은 불규칙적인 공간 자료에는 적용시키기

어렵다 (Kim과 Kim, 2015).

2. Neyman-Scott 구형펄스모형

2.1. Neyman-Scott 구형펄스모형 구축

Rodriguez-Iturbe 등 (1987)이 제안한 NSRPM은 다양한 시간 스케일을 반영하는 두가지 군집 점과

정 중 하나인데, 세 개의 독립 확률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Calenda와 Napolitano, 1999). NSRPM

구축과정은다음과같다.

1. 강우사상은매개변수 λ를가지는포아송과정을따른다.

2. 강우 사상으로부터 발생된 강우 세포의 개수인 확률 변수 C는 기하 분포 혹은 포아송 분포를 따

른다. 여기에서는확률변수 C의분포가모수 µ을가지는기하분포를따른다고가정한다.

3. 강우 사상으로부터 강우 세포들의 위치가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로 결정된

다. 즉, 강우 사상 발생 후 각 강우 세포의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이 모수 β를 가지는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가정한다.

각 강우 세포들은 구형펄스들로 이루어 지고, 각각의 구형펄스는 지속시간 확률변수  L과 강우 강도

확률변수 X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강우 강도의 단위는 mm/h이며, 강우세포가 생존하는 동안 강도는

일정하다고가정한다. 지속시간확률변수  L과강우강도확률변수 X는각각모수 η와 ξ를가지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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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서로 다른 지속시간과 강우 강도는 서로 독립이고 강우 발생의 포아송 과정

과는서로독립이라고가정한다. 시간 t에서의총강우강도 Y (t)는활동중인모든강우강도의합으로

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Y (t) =

∫ ∞

0

Xt−u(t) dN(t− u),

여기서 N(t)는 강우 세포 발생의 counting 과정을 나타내고, 강우세포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t−u(u) =

X with probability e−ηu

0 with probability 1 − e−ηu
.

참고로 dN(t) = 1는 N(t + dt) −N(t) = 1로나타낼수있고, 이는시간증분 dt에따라발생한사건

을나타낸다.

Figure 2.1은 NSRPM 구축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Kim 등, 2012), 실제 강수자료는 누적된 형태로

얻어지기 때문에 누적 강우자료를 이용한 NSRPM 모수추정이 필요하다 (Rodriguez-Iturbe 등, 1987;

Calenda와 Napolitano, 1999; Montanari와 Brath, 1999).

Figure 2.1 Constructing Neyman-Scott rectangular pulses model

2.2. 누적된 과정의 2차 성질

Y
(h)
i 를 i번째 서로 겹치지 않는 시간 길이 h 동안의 누적 강우 강도라고 할때,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

할있다.

Y
(h)
i =

∫ ih

(i−1)h

Y (t) dt.

즉, h를 시간단위로 두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본 논문에서 h시간 당 누적 강우자료에 대한 모형을 고

려하였다는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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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강우 강도 Y
(h)
i 의 2차 성질은 Rodriguez-Iturbe 등 (1987)에 의해 도출 되었데, 다음과 같이 나타

낼수있다.

E(Y
(h)
i ) = λη−1µξh

V ar(Y
(h)
i ) = λh−3(ηh− 1 + e−ηh)

[
4µξ2 + 2(µ2 − µ)ξ2

β2

β2 − η2

]
− λ(βh− 1 + e−βh)

2(µ2 − µ)ξ2

β(β2 − η2)

그리고 k ≥ 1인경우에

Cov(Y
(h)
i , Y

(h)
i+k) = λη−3(1 − e−ηh)2e−η(k−1)h

[
2µξ2 + (µ2 − µ)ξ2

β2

β2 − η2

]
− λ(1 − e−βh)2e−β(k−1)h (µ2 − µ)ξ2

β(β2 − η2)

3. 모수 추정을 위한 근사적 우도함수

NSRPM 모수 추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적률추정방법인데, 여기에서는 5개의 매

개변수가 존재하므로 최적화를 위한 5개의 목적함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평균, 분산과 세 개의 시차 k

자기 상관을 고려하여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여기서 k는 h 시간의 k 시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률추정방법은 목적함수를 위한 시차 k의 선택에 따라 모수 추정값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대안으로 NSRP 모형의 비모수적 추정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NSRP 모형에 존재하는 모수와 강우 데이터 사이의 물리적 관계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으로 Whittle의 근사적 우도함수는 4차 Spectrum을 요구하는 한계와 불규칙 공간 자료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음을 언급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Kim과 Kim (2016)에 의해 제시된 누적 강우

강도에대한근사적우도함수를소개하고자한다. 이근사적우도함수는시간구간 h에서누적강우강

도의 2차 성질들의 관계로부터 도출 되는데, 적률 추정량(평균, 분산, 공분산)이 대표본에서 근사적으

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것에 근거 하였다. 또한 공분산 모수값들이 주어졌을 때, 시차 k의 표본 공분산

은 시차 k′의 표본 공분산과는 조건부 독립임을 가정했다. 따라서 근사적 우도함수는 각각 적률 추정량

(평균, 분산, 공분산)의 각 근사적 정규분포 곱으로 나타내어 진다. 참고로 연내 시간당 계절 강우 데이

터는 종속이지만 연간 시간당 계절 강우 데이터는 매우 독립에 가깝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Smith,

1985).

3.1. 근사적 우도함수의 형태

Y
(h)
i,j 를 j번째 연도에 i번째 h시간당 누적 강우 강도라고 하면, 강우 데이터 {Y (h)

i,j : i = 1, 2, · · · ,m,

j = 1, · · · , l}는 강우 j번째 년도에 h 시간당 강우 시계열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대한

NSRPM의정확한우도함수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L(λ, µ, β, η, ξ) =

l∏
j=1

f(y
(h)
1,j , . . . , y

(h)
m,j |λ, µ, β, η, 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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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y
(h)
1,j , . . . , y

(h)
m,j |λ, µ, β, η, ξ)는 j번째 연도의 누적 강우 강도 자료의 결합밀도함수이다. 이에

대한 NSRPM의근사적우도함수형태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L̃(λ, µ, β, η, ξ) ∝ exp

(
−α1

l∑
j=1

(Y
(h)
·j − E[Y (h)])2

2σ2
1

)

× exp

(
−α2

l∑
j=1

(log(V
(h)
·j ) − log(V ar[Y (h)]))2

2σ2
2

)

× exp

−
l∑

j=1

10∑
k=1

α3,k

(C
(h)
j,k − Cov[Y

(h)
i,j , Y

(h)
i+k,j ])

2

2σ2
3,k


여기에서

Y
(h)
·j =

∑m
i=1 Y

(h)
i,j

M

V
(h)
·j =

∑m
i=1(Y

(h)
i,j − Y )2

M − 1

C
(h)
j,k =

∑m−k
i=1 ((Y

(h)
i,j − Y

(h)
j )(Y

(h)
i+k,j − Y

(h)
j ))

m− k − 1
.

참고로 Y
(h)
·j , V

(h)
·j 와 C

(h)
j,k는 각각 j번째 연도의 h 시간 누적 강우 강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평균,

분산, 시차가 k인 공분산 추정값들이다. 시차가 k인 공분산은 정규성을 위해 로그 변환이 고려될 수도

있다. E[Y (h)], V ar[Y (h)], 그리고 Cov[Y
(h)
i,j , Y

(h)
i+k,j ]은 Rodriguez-Iturbe 등 (1987)에 의해서 얻어진

실제모멘트값들이다. 여기서 m값은 j번째년도의총강우데이터개수를나타낸다.

모수 σ2
1 , σ2

2 그리고 σ2
3,k는각각평균, 분산, 시차가 k인공분산의분산추정량들을나타내고, 실제모

형적합시에는각각분산추정값들을넣어구한다. α1, α2 그리고 α3는임의의상수이며평균, 분산, 시

차 k의 공분산의 가중값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상수 α1, α2 그리고 α3 값들을 일정하게 할당

하였고, 앞에서 도출한 NSRPM의 5개 모수들로 구성된 근사적 우도 함수 L̃가 최대가 되게 하는 모수

값들을구하여모수를추정한다

3.2. 모형 적합 결과

근사적 우도함수의 최적화를 위해 DE (Differential Evolution)알고리즘을 고려하였다. DE 알고리

즘은 비선형 함수, 많은 국지해를 가지는 함수, 미분 불가능한 함수 등의 경우에 근사적인 전역해를 구

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효과적인 모수 추정을 위해 Calenda와 Napolitano (1999)가

제시한 모수 범위를 이용할 수 있다 (Table 3.1). Kim과 Kim (2016)은 한국의 59개 기상관측 지점 여

름 동안의 1시간 누적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근사적 우도함수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Table 3.2).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의 상자그림을 보면 평균과 분산 값은 누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커지고,

공분산과상관계수값들은시차 k가증가함에따라값이떨어지는것을알수있다 (Figure 3.1).

Table 3.1 Range of NSRPM parameters

parameters λ µ β η ξ

Minimum 0.001 2.0 0.01 0.10 0.30

Maximum 0.050 100.0 0.50 10.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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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Approxima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of NSRPM parameters

parameters λ µ β η ξ

Est. 0.0105 10.4022 0.1515 1.3469 4.8471

SD 0.0013 2.0180 0.0233 0.4626 0.8976

Figure 3.1 Boxplots of mean, variance, covariance, and correlation based on 1-hourly precipitation data;

clockwise from top left

4. NSRPM 모수의 베이지안 공간 모형

최근 시공간 구조를 가지는 NSRPM을 위한 군집 점과정에 근거한 강우 자료의 시공간 모형이 많이

연구 되어 왔다 (Cowpertwait, 1995). 점 과정을 통한 강우 모형은 Y (s), s ∈ χ (첨자 집합)를 확률 과

정을 따른다고 했을 때 S = {s1, · · · , sn} ⊂ χ를 확률 과정의 실현값으로 공간 위치를 나타내는 집합이

라고가정할수있다. 앞서소개한근사적우도함수에기초한계층적베이지안모델링을통해 NSRP모

형의 모수들에 공간구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적인 강우자료가 연속된 공간에 불규칙적으로 위

치한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는 전형적인 지리 통계적 데이터 (geostatistical data)이기 때문이다.

즉, 강우 데이터가 연속된 공간에서 관측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첨자 집합의 유형은 D ⊂ Rd와

같이 연속 공간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계층적 모형은 결합분포가 조건부 분포로 분해될 수 있다는 간단

한 원리에 근거한다 (Arab 등, 2008). 우리는 강우 분포의 모수적 정보가 부족하므로 NSRPM의 모수

에간접적으로공간구조를적용시켜공간분석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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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베이지안 계층적 모형

(λ(sk), µ(sk), β(sk), η(sk), ξ(sk))′는 위치 sk, k = 1, · · · , n에서의 NSRP 모형의 5개의 모수를 의미

한다. 우리는각모수에대해다변량정규분포를가정하면서모수의공간구조를고려할수있다. 즉,

λ(s) ∼ MVN(mλ, Σ)

µ(s) ∼ MVN(mµ, Ψ)

β(s) ∼ MVN(mβ , Ω)

η(s) ∼ MVN(mη, Φ)

ξ(s) ∼ MVN(mξ, Γ)

여기서 mλ,mµ,mβ ,mη 그리고 mξ는 NSRP 모형에서 모수의 평균 벡터를 의미하고 Σ,Ψ,Ω,Φ 그

리고 Γ는 공간 구조를 반영하는 공분산 행렬이다. 공분산 행렬의 경우 분산과 상관함수의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Σ = σ2Rρ,ν(s, s′)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등방성 (Isotropic)을 가지는

공분산행렬을고려하였다.

Rρ,ν(s, s′) =

(
d(s,s′)

ρ

)ν
2ν−1Γ(ν)

Kν

(
d(s, s′)

ρ

)
,

위의 함수는 Matérn 상관함수 (Matérn, 1986)로 불리는데 smoothness 모수인 ν, scale 모수인 ρ를 가

지며 거리 d(s, s′)에 따라 계산 된다. 특히, 만일 모수 ν가 0.5이면, Matérn 상관함수는 지수 상관함수

가 된다. 일반적으로 모수 추정시 모수 ν값은 고정시켜 분석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층 모형을 다음과

같이세단계로표현할수있다.

• Data model: 각 sk, k = 1, · · · , n와 j = 1, · · · , l에대하여
[y

(h)
1,j (sk), . . . , y

(h)
m,j(sk)|λ(sk), µ(sk), β(sk), η(sk), ξ(sk)]:

(y
(h)
1,j , (sk) . . . , y

(h)
m,j(sk))′ ∼ f̃(y

(h)
1,j , . . . , y

(h)
m,j |λ(sk), µ(sk), β(sk), η(sk), ξ(sk))

• Process model:

[λ(s1), · · · , λ(sn)|mλ, Σ(Θλ)] : (λ(s1), · · · , λ(sn))′ ∼ MVN(mλ, Σ(Θλ))

[µ(s1), · · · , µ(sn)|mµ, Ψ(Θµ)] : (µ(s1), · · · , µ(sn))′ ∼ MVN(mµ, Ψ(Θµ))

[β(s1), · · · , β(sn)|mβ , Ω(Θβ)] : (β(s1), · · · , β(sn))′ ∼ MVN(mβ , Ω(Θβ))

[η(s1), · · · , η(sn)|mη, Φ(Θη)] : (η(s1), · · · , η(sn))′ ∼ MVN(mη, Φ(Θη))

[ξ(s1), · · · , ξ(sn)|mξ, Γ(Θξ)] : (ξ(s1), · · · , ξ(sn))′ ∼ MVN(mξ, Γ(Θξ))

• Prior model:

[mλ], [mµ], [mβ ], [mη], [mξ], [Θλ], [Θµ], [Θβ ], [Θη], [Θξ]

여기에서 f̃(y
(h)
1,j , . . . , y

(h)
m,j |λ, µ, β, η, ξ)는 근사적 우도함수인 L̃에 대응되는 결합확률밀도함수의 표현이

다. 일반적으로 mλ, mµ, mβ , mη 그리고 mξ는 서로 독립으로 가정하며 무정보적 사전분포로 가

정된다. 공분산 행렬의 모수 Θλ, Θµ, Θβ , Θη 그리고 Θξ는 NSRP모형 모수의 공간 구조를 설명한

다. 본 논문에서는 초모수 (hyperparameter)에 대해서는 균일 분포로 가정하였다. 균일 분포의 범위는

Calenda와 Napolitano (1999)의결과를참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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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간당 강우 데이터를 이용한 베이지안 분석

1973년에서 2011년까지 국내 59개의 지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여름 시간당 강우 자료를 앞에서 제안

된 시공간 구조를 가지는 NSRPM에 적용하였다. NSRPM의 모수에 대한 베이지안 추론은 강우자료

Y
(h)
ij (s)가주어졌을때, 다음과같이베이즈법칙 (Bayes’ rule)에의해도출된다.

π(θ|Y (h)
ij (s)) ∝ p(Y

(h)
ij (s)|θ)π(θ),

여기서 p는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며 π(θ)는 사전분포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사후분포에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다.

π(θ|Y (h)
ij (s)) ∝ p(Y

(h)
ij (s)|θ1)π(θ1|θ2)π(θ2),

여기서 π(θ1|θ2)는 실제 관측된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한 과정이다. π(θ1|θ2)는 모수

θ2에 의존하며 모수의 공간적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θ2의 사전분포는 나머지 모수들의

사전정보를 가진다. 시공간 구조를 가지는 NSRPM의 계층 모형에서는 Y
(h)
ij (sk)를 sk, k = 1, · · · , n

위치에 i번째 강우 자료라고 했을 때 Y
(h)
ij (sk)의 근사적 우도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여기서모수 θ = (λ(sk), µ(sk), β(sk), η(sk), ξ(sk))′는위치 sk에따라서로다른값을가진다.

p(Y
(h)
ij (s)|θ) ∝

n∏
k=1

l∏
j=1

exp

(
−α1

l∑
j=1

(Y
(h)
·j − E[Y (h)])2

2σ2
1

)

× exp

(
−α2

l∑
j=1

(log(V
(h)
·j ) − log(V ar[Y (h)]))2

2σ2
2

)

× exp

(
−

l∑
j=1

10∑
p=1

α3,p

(C
(h)
j,p − Cov[Y

(h)
i,j , Y

(h)
i+p,j ])

2

2σ2
3,p

)
.

NSRPM 모수를 위한 베이지안 추론은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알고리즘용하여 사후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우

리는 깁스 표집기 (Gibbs Sampler)와 메트로폴리스 해스팅스 알고리즘 (Metropolis-Hastings Algo-

rithm)을 이용하였다. MCMC 알고리즘을 위한 NSRPM 모수의 사후분포른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π(θ|Y (h)
ij (s)) ∝

n∏
k=1

exp

(
−α1

l∑
j=1

(Y
(h)
·j − E[Y (h)])2

2σ2
1

)

× exp

(
−α2

l∑
j=1

(log(V
(h)
·j ) − log(V ar[Y (h)]))2

2σ2
2

)

× exp

(
−

l∑
j=1

10∑
p=1

α3,p

(C
(h)
p,j − Cov[Y

(h)
i,j , Y

(h)
i+p,j ])

2

2σ2
3,p

)
× |Σ(Θλ)|−

1
2 exp

(
−1

2
(λ−mλ)′Σ−1(Θλ)(λ−mλ)

)
× |Ψ(Θµ)|−

1
2 exp

(
−1

2
(µ−mµ)′Ψ−1(Θµ)(µ−mµ)

)
× |Ω(Θβ)|−

1
2 exp

(
−1

2
(β −mβ)′Ω−1(Θβ)(β −mβ)

)
× |Φ(Θη)|−

1
2 exp

(
−1

2
(η −mη)′Φ−1(Θη)(η −mη)

)
× |Γ(Θξ)|−

1
2 exp

(
−1

2
(ξ −mξ)′Γ−1(Θξ)(ξ −mξ)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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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후 분포족은 잘 알려진 분포형태가 아니므로 확률보행 매트로폴리스 해스팅스 표집기 q(y|x)

= q(|y − x|)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목표함수의 경험적 분포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후보밀

도로절단된정규분포를사용하였다.

q(y|x) =
φ(y|x, σ2)

1 − Φ(0|x, σ2)
,

여기서 φ(y|x, σ2) = 1√
2πσ2

exp{− 1
2σ2 (y − x)2}이고 Φ(0|x, σ2) =

∫ 0

−∞ π(y|x, σ2)dy이다. 사후분포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후보 밀도의 하위 구간을 0으로 두었다. 특히 분산

σ2은 후보 밀도의 조율 모수 (tuning parameter)이다. 분산값의 조정을 통해 우리는 적절한 채택기각

율을가지는효율적인메트로폴리스해스팅스알고리즘을구상할수있다.

알고리즘이 수렴이 잘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개 병렬 연쇄를 고려하였는데, 통계량 R̂은

겔만 루빈 통계량 (Gelman-Rubin statistics)을 이용하여 수렴을 진단하였다. 수렴 기준은 Gelman

(1996)이 제시한 것으로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수렴이 잘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우리는 매트

로폴리스 해스팅스의 기각률 (rejecting rate)과 겔만 루빈 통계량 (Gelman-Rubin statistics)값을 통해

수렴을 판단하였다 (Table 4.1). 본 논문에서 우리는 세 개의 병렬 연쇄를 사용하였고 각 시뮬레이션에

서 50,000개의 표본을 추출 했다. 그리고 Burn-in 시간을 고려하여 초기 10,000개의 표본을 제거 하였

다.

Table 4.1 Gelman-Rubin statistics and rejection rate in MCMC simulation

parameters λ′s µ′s β′s η′s ξ′s

R̂ 1.12∼1.24 1.19∼1.28 1.16∼1.28 1.14∼1.24 1.17∼1.23

RJ rate (%) 32.34∼39.21 39.12∼42.32 37.21∼42.12 35.41∼41.35 38.21∼41.18

parameters θλ θµ θβ θη θξ
R̂ 1.19 1.27 1.21 1.18 1.17

RJ rate (%) 40.24 43.03 44.30 42.13 41.28

사후분포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여 강우자료가 관측되지 않은 지점의 NSRPM 모수값들 추정

할 수 있다. 각 모수의 사후 평균값들은 1973년에서 2011까지 여름 h시간당 강우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 되었다. Figure 4.1은 NSRPM의 각 모수에 대한 사후분포 평균값들을 보여준다. 강우 세포 개수

에 대한 모수인 µ의 사후분포 평균값들은 동쪽 지역이 조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속시

간을 나타내는 모수인 η의 사후분포 평균값들은 서울 지역에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

구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강우강도를 나타내는 모수인 ξ의 사후분포 평균값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NSRPM 모수의 사후분포 평균값과 함께, 표준편

차도 확인해 보았다 (Figure 4.2). NSRPM 모수들의 사후 표준편차 값들은 강우 자료 관측이 많은 낮

게 나타났으며 관측값이 적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MCMC 알고리즘을 이

용해구해진 NSRPM 모수의사후평균값들을이용하여 h시간누적강우의 2차성질인평균과분산값을

추정할수있다. 이는 NSRPM 모수들의사후평균값들을앞서알려진모멘트식에대입을하여구할수

있고 이를 통해 얻어진 예측 지도는 Figure 4.3에서와 같다. 이를 통해서 h시간 누적강우의 사후평균과

사후분산의값모두대구경북지역에서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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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Posterior means of λ, µ, β, η, ξ parameters of NSRPM fitted based on observed h-hourly

precipitation data.

Figure 4.2 Posterior standard deviation of λ, µ, β, η, ξ parameters of NSRPM fitted based on observed h-hourly

precipit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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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Posterior mean(left) and variance(right) of h-hourly rainfall data based on the NSRP model.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강우생성 모형인 NSRPM에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공간구조를

소개하였고 이를 위해 근사적 우도 함수에 기초한 결합확률밀도 함수를 고려하였다. 제안된 모형을 국

내 59개 지역의 39년치의 여름 h시간 당 강우 자료에 적용하여 강우생성 모형의 공간적 특성을 알아보

았다. 이러한 접근법은 4차 스펙트럼을 요구하지 않고, 불규칙한 공간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고, 점 과정 시공간 분석이 아닌 계층적 베이지안 관점에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점 과정을 통한 시공간 모형과 베이지안 계층 모형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강우 모형에서 중요한 건조 기간에서의 강우 확률 추정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베이지안 기법에서의 건조 기간에서의 확률 추정과 다른 강우 모형에서 추정한 건조 기

간의 확률을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안 계층모형에서 다양한 사전 분포를 고려함

으로써모형을확장시키고모수들의사후표준오차를비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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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yman-Scott Rectangular Pulses Model (NSRPM) is mainly used to construct

hourly rainfall series. This model uses a modest number of parameters to represent the

rainfall processes and underlying physical phenomena, such as the arrival of storms or

rain cells. In NSRPM, the method of moments has often been us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know the distribution of rainfall intensity. Recently, approximated likelihood func-

tion for NSRPM has been introduc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hierarchical model

for applying a spatial structure to the NSRPM parameters using the approximated

likelihood function.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summer hourly precipitation

data observed at 59 weather station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rom 1973

t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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