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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및 지형정보가 고려된 극한 일 강수량 산정을 위한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

Hierarchical Bayesian Model for Assessing Extreme Daily Rainfall 

Through Combining Climatic and Topograph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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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quency analysis of the annual maximum rainfall time series is essential for designing infrastructures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local floods and related events. However, the re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obtained are ambiguous. In this study, we aimed

to develop a spatial hierarchical Bayesian model framework through combining the climatic and topographic information.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the results of at-site frequency analysis  and regional frequency analysis using the index 

flood method were compared in the Busan-Ulsan-Gyeongnam region. Furthermore, a hierarchical Bayesian model was developed, 

in which the parameters of the generalized logistic distribution comprised relatively simple covariate relationships upo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into vari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more complex covariate structures. The uncertainty of this 

model was analyzed us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rainfall quantile ensemble.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regional frequency

analysis using the hierarchical Bayesian model combined with the climatic and topographic information could provide an accurate 

estimate of extreme daily rainfall with relatively good agreement with the estimate at a specific site, but is a more reliable approach.

Key words : Generalized Logistic Distribution, Hierarchical Bayesian Model, Rainfall Extremes, Regional Frequency Analysis, Uncertainty

요 지

연최대강우시계열의 빈도해석은 지역 홍수방어와 인프라 시설 설계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빈도해석의 결과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의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안된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지점빈도해석과 지수홍수법의 의한 지역빈도해

석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공변량 관계를 맺는 일반화된 로지스틱 분포의 매개변수로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확률분포 및 더 복잡한 공변량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추가로

확률강우량 앙상블의 변동 계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불확실성을 살펴보았다. 기후 및 지형정보가 결합된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을 이용한 지역빈도해석은 지점에서의 추정치와 비교적 잘 일치하면서 더 신뢰성 있는 극한 일 강우량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일반화된 로지스틱 분포,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 극한강우, 지역빈도해석,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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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극한강우사상의 크기와 빈도를 추정하는 것은 홍수예측 

및 사회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해 필수적이다(Gumbel, 1958; 

Stedinger and Gris, 2008; Luke et al., 2017). 극한사상은 

지역의 기반시설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다(Fowler and Kilsby, 2000; 

Cheng and AghaKouchak, 2014). 하지만 관측자료가 충분하

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극한사상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측망이 잘 갖춰진 지역일지

라도 빈도해석에 기후 및 공간적인 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Cooley et al., 2007).

Fisher and Tippett (1928)의 연구를 확장한 Gumbel (1941)

의 초기 연구 이후, 지점빈도해석은 다양한 재현기간에 해당

하는 강우량을 추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왔다(Davison and 

Smith, 1990; Bonnin et al., 2006; England et al., 2018). 

일반적으로 지점빈도해석은 일반화된 극치 분포 또는 일반

화된 로지스틱 분포와 같은 확률분포형에 극한값을 적합시

키는 과정이 포함된다(Jenkinson, 1955; Hosking and Wallis, 

1993). 그런 다음 적합된 분포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강우량에 대한 발생 확률을 추정한다(Coles, 2001). 하지만 

재현기간이 클수록 극한강우량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증가

하게 된다(Davison et al., 2012; Papalexiou et al., 2018).

극한강우 등의 자연재해는 물리적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

며 공간적 범위도 넓으므로 공간적 극한 현상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평가가 요구된다(Davison et al., 2012). 하지만 

극한 현상은 드물게 관측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관측자료는 

많지 않다(Hosking and Wallis, 1997).

공간적인 극한강우를 다루는 이론에는 copulas, max-stable 

이론, 지수홍수법으로 대표되는 지역빈도해석, 계층적 베이

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 HBM) 등이 있다

(Cooley, 2009). 각 관측소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모델링하는 

대신에 공간이론을 적용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유사한 관측소들의 정보를 공유하여 확률분포 매개

변수 추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것에 있다(Casson and Coles, 

1999). 지수홍수법을 이용한 지역빈도해석의 경우에는 지점

별 연 최대 강수량 자료의 표준화를 통하여 균질한 지역 

내의 자료풀링과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Dalrymple, 

1960; Kim et al., 2008; Heo and Kim, 2019). 또한 Renard 

(2011)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이론은 측정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측정된 관측소에서 확률분포 매개변수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베이지안 통계를 

사용하면 극한강우를 모델링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Epstein, 1985).

본 연구에서는 HBM을 이용하여 지역의 극한강우를 설명

하고자 한다. HBM은 지역의 극한강우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적인 또는 기후적인 요인과 관련된 공변량 정보를 사용

하여 공간에서 모형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Wikle et 

al., 1998; Ribatet et al., 2012; Love et al., 2020). HBM을 

이용한 공간적인 극한강우분석의 장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1) HBM은 연구영역을 균질한 영역으로 분해할 

필요가 없다(Cooley et al., 2007); (b) 불확실성 분석이 용이하

다(Banerjee et al., 2014); (c) 비정상성분석을 위한 확장이 

가능하다(Cheng et al., 2014; Economou et al., 2014); (d)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예: 고도, 위도, 경도 등)과 기후적인 

변수(예: 평균 강수량, 지표면 기온, 이슬점 등)를 포함할 

수 있다(Ahn et al., 2017). 그러나 공간 HBM을 적용할 때 

적절한 공변량을 탐색하고 공변량들과 모형 매개변수들 

사이의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잠재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한

다(Najafi and Moradkhani, 2013).

HBM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극한강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Cooley et al. (2007)은 미국 콜로라도, Gaetan 

and Grigoletto (2007)은 이탈리아 Triveneto, Aryal et al. 

(2009)은 호주 남서부, Renard (2011)는 프랑스 남부, Sun 

et al. (2014)은 호주 퀸즐랜드 남동부, Dyrrdal et al. (2015)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HBM을 적용한 바 있다. Ragulina 

and Reitan (2017)은 전 지구영역을 대상으로 적용성을 평가

하였다. Armal et al. (2018)은 미국의 극한 강우사상의 연간 

빈도의 추세 및 기후 변화 및 기후변동이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HBM을 사용한 바 있다. Bracken et al. (2018)은 여러 

수문 변수의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HBM을 

제안한 바 있다. Love et al. (2020)은 HBM 구조에 지리 

및 기후정보가 공변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극한 강우 의 

공간 분석 결과가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Kim et al. (2014)이 표준화된 연 최대 강우량 시계열을 지형특

성과 결합된 HBM에 적용하여 한강유역에서 지역빈도해석

을 수행한 바 있으며, Jo et al. (2015)은 Peak-over-threshold 

시계열을 이용하여 서울 지점의 비정상성 빈도해석에 HBM

을 적용한 바 있다. 또한, Kim et al. (2017)은 강우 극치자료의 

Scaling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빈도해석을 수행하는 HBM을 

제안한 바 있으며, Kim et al. (2018)은 기상변동성을 다양한 

시간규모에서 고려하기 위해 HBM을 활용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HBM을 

이용한 지역빈도해석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한반도 동남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제안된 모형은 

다양한 공변량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후정보와 지형정보를 연계하여 공변량을 선택

한 후, 상대적으로 간단한 공변량 구조를 가진 HBM을 구성

하였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연 최대 강우량 시계열에 별도의 

정규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미계측 지역에

의 추정 시 정규화 과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능한 방지하고

자 하였다. 원칙적으로 제안된 방법은 균질한 영역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역빈도해석을 수행하는 적용 

영역이 너무 넓을 경우에는 공변량의 종류 및 구성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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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산-울산-경남지역으로 

적용영역을 한정시켰다.

2. 연구방법

2.1 자료

한국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종관기상관측소(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들 중 부산-울산-경남지

역의 10개 지점(울산,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의 1973년부터 2015년까지 43년 동안의 

연 최대 일 강우량 자료(Annual Maximum Rainfall, AMR)가 

사용되었다. Table 1에 사용된 관측소의 기본 정보를 수록하

였다.

2.2 베이지안 계층 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 최대 일 강우량 시계열의 빈도해석을 

위한 확률분포형으로 일반화된 로지스틱(Generalized logistic, 

GLO) 분포를 적용하였다. GLO 분포의 확률밀도함수 

는 아래 Eq. (1)과 같다.

 


 
 

 




 




 

(1)

여기서 은 축척 매개변수, 은 형상 매개변수, 은 위치 

매개변수이다. 연 최대 시계열 의 범위는 형상 매개변수 

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형상 매개변수가  이면 은 

  ∞의 범위를 가져야 하므로, 연 최대 시계열의 

최솟값이  보다 커야 GLO 분포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만일  이면 은 ∞  의 범위를 가지게 

되므로, 이 연 최대 시계열의 최댓값보다 훨씬 큰 

값이 되어야 GLO 분포를 이용한 빈도해석이 의미를 갖게 

된다.

사용된 10개 지점에서 L-모멘트법으로 매개변수를 추정

하여 살펴본 결과, 추정된 형상 매개변수는 음의 값이었으며, 

각 지점별 연 최대 시계열의 최솟값이 L-모멘트로 추정된 

 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합

도 검정 결과에서도 모두 GLO 분포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울산-경남지역에 GLO 분포를 적용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HBM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도함수는 GLO 분포의 시간

과 공간에 대한 곱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는 시간(year)을 의미하며, 는 공간(site)을 의미

한다.

HBM의 두 번째 단계에서 GLO 분포의 매개변수는 아래

와 같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

 ∼  (3)

 ∼  (4)

 ∼  (5)

여기서   ln ,   ln ,   lnmin 이

다. 따라서 , , 는 ×의 차원인 평균 벡터가 되며, 

, , 는 ×의 차원인 공분산 행렬이 된다.

GLO 분포 매개변수의 평균 벡터 , , 는 아래와 

같은 공변량의 함수로 표현된다.


 (6)


 (7)


 (8)

여기서 는 평균 초 매개변수(hyper-parameter)이며, 

Site Latitude (°) Longitude (°) Elevation (m)
Annual precipitation

(㎜)

Minimum of AMR 

(㎜/day)

Maximum of AMR 

(㎜/day)

Ulsan 35.5601 129.3203 34.57 1,257.7 56.2 417.8

Busan 35.1047 129.0320 69.56 1,504.4 75.2 439.0

Tongyeong 34.8455 128.4356 31.24 1,433.4 68.0 340.5

Jinju 35.2084 128.1191 21.32 1,515.2 73.1 318.0

Geochang 35.6712 127.9110 221.40 1,292.5 66.0 253.0

Hapcheon 35.5650 128.1699 26.72 1,277.2 58.5 288.5

Miryang 35.4915 128.7441 8.31 1,230.6 33.7 271.4

Sancheong 35.4130 127.8791 138.22 1,525.6 60.1 332.5

Geoge 34.8882 128.6045 44.83 1,815.7 88.0 438.3

Namha 34.8166 127.9264 45.71 1,825.0 88.5 410.0

Table 1. Si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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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변량이다. 참고로 공변량은 연평균 강수량과 같은 기후

자료 및 위도, 경도, 고도와 같은 지형자료가 이용될 수 

있다.

GLO 분포 매개변수의 공분산 행렬 , , 는 아래와 

같은 지수 covariogram의 형태로 표현된다.

  
  (9)

  
 (10)

  
  (11)

여기서 는 공분산 초 매개변수이며, 는 지점들 사이의 

거리이다.

HBM의 세 번째 단계에서 초 매개변수 와 의 사전분포

는 균등분포로서 정의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구성된 

HBM의 평균 초 매개변수 의 개수는 9개이며, 분산 초 

매개변수 의 개수는 6개이다.

2.3 지역 빈도해석을 위한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일반적인 베이지안 추론을 위한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Markov Chain Monte-Carlo, MCMC) 방법의 수치적인 구현

은 메트로폴리스-해스팅스(Metropolis Hastings, MH) 알고

리즘 등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어렵지 않으나, HBM의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가 수치적인 구현을 위해 설정되지 

않으면 사후분포를 올바르게 추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있다

(Berger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H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립한 후, 매개변수 및 초 

매개변수의 사후분포를 추출하였다. MCMC의 초기화 과정

은 다음과 같다.

① 의 사전분포에서 
 을 무작위로 추출

② 의 사전분포에서 
 을 무작위로 추출

③ Eqs. (6)과 (9)를 이용하여 
과 

을 계산

④ Eq. (3)으로부터 
(여기서   ⋯)을 무작위로 

추출

⑤ 동일한 방법으로 
과 

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와 


을 계산한 후, 

을 무작위로 추출

⑥ 동일한 방법으로 
과 

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와 


을 계산한 후, 

을 무작위로 추출

초기화된 MCMC를 이용한 반복 추출방법은 다음과 같으

며, 우선 매개변수 의 갱신은 :

① 제안분포 


로부터 
을 무작위로 추출

하며, 여기서 는 추출 교란을 위한 계수를 의미

② 매개변수 의 갱신을 위한  계산

  
 




  



ln 



 


 




  



ln 



 


 



ln 






 



ln 





(12)

③ 와 0 중에서 작은 값이 0에서 1 사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균등난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보다 크면 


 

가 되며, 아니면 
 

이 됨.

다음 매개변수 의 갱신의 갱신방법은 :

① 제안분포 
 

로부터 
 을 무작위로 추출하

며, 여기서  
는 추출 교란을 위한 분산으로 초 매개

변수 의 사전분포의 분산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

② Eq. (6)을 이용하여 
을 계산

③ 초 매개변수 
 의 갱신을 위한   계산




  



ln
 

 
   

  



ln
 

  
    (13)

④ 와 0 중에서 작은 값이 0에서 1 사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균등난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보다 크면 


 

  및 
 

가 되며, 아니면 
 

 및 


 

이 됨.

다음 매개변수 의 갱신의 갱신방법은 :

① 제안분포 
 

로부터 
 을 무작위로 추출하

며, 여기서  
는 추출 교란을 위한 분산으로 초 매개

변수 의 사전분포의 분산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

② Eq. (9)를 이용하여 
을 계산

③ 초 매개변수 
 의 갱신을 위한   계산

 
 



ln 



 

 



ln 



 (14)

④ 와 0 중에서 작은 값이 0에서 1 사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균등난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보다 크면 


  

  및 


가 되며, 아니면 
  

 및 




이 됨.

나머지 매개변수 , ,  및 ,  , 도 유사한 

절차를 이용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때, 매개변수의 수렴

(convergence)을 위해서 서로 다른 초기 값을 가진 3개의 

Chain을 구성하였으며 Brooks and Gelman (1998)이 제시한 

potential scale reduction factor가 1에 가까이 수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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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토론

3.1 공변량 선택결과

HBM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Eqs. (6)~(8)에 명시된 공변량

의 선택이 필요하다. GLO 분포의 매개변수의 평균 , , 

을 위한 공변량을 찾기 위하여 지점별로 L-모멘트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매개변수 , , 와 후보 공변량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였다(Fig. 1 참조). 축척 매개변수의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과 위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관성이 

보여주었으며, 형상 매개변수는 경도와 위도, 위치 매개변수

는 경도와 고도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각 매개변수별로 두 개의 공변량을 사용하여 Eqs. (9)~(11)와 

같이 구성하였다. 참고로 Fig. 1에서 연평균 강수량, 위도, 

경도, 고도의 값은 모두 표준화 과정을 거친 Z-score 값들(즉, 

 




)을 적용하였다.

3.2 매개변수 사후분포 결과

Fig. 1의 정보에 기초하여 사전 설정된 초 매개변수들의 

사전분포와 MCMC를 이용하여 추정된 초 매개변수들의 

사후분포를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그림에서 빨간색 점선이 

초 매개변수들의 사전분포를 의미한다. 평균 초 매개변수 

는 설정된 사전분포로부터 사후분포가 잘 수렴되었으나, 

공분산 초 매개변수 는 사전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후분

포가 추정되었다.

특히 공분산 초 매개변수의 감쇠 매개변수 , , 는 

사전분포와 사후분포가 거의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감쇄 매개변수의 사전분포의 범위를 크게 넓히거나 좁혀도 

유사한 결과가 획득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최종적인 결과인 

극한강우량의 앙상블의 사후분포는 감쇄 매개변수의 사전

분포의 범위에 그다지 민감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본 연구와 동일하게 지수 variogram

을 적용한 Cooley et al. (2007)의 연구의 경우에는 감쇄 

매개변수의 사전분포의 범위를 0.075에서 0.6으로 매우 좁게 

지정하기도 하였다. Eqs. (6)~(11)의 구조를 살펴보면, 평균 

초 매개변수 에 의해 GLO 분포 매개변수의 공간 상관성이 

명시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공분산 초 매개변수 는 평균 

초 매개변수 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공간 상관성을 부차적

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Fig. 2의 결과와 

감쇄 매개변수의 민감도 분석으로부터 제안된 모형 구조에

서 GLO 분포 매개변수의 공간 상관성의 대부분은 평균 

초 매개변수 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Fig. 3은 부산 지점만을 이용하여 MH 알고리즘으로 추출

한 GLO 분포 매개변수의 사후분포(즉, 지점빈도해석의 결

과)와 지역의 모든 자료를 이용하는 HBM 방법으로 추출한 

부산 지점 GLO 분포 매개변수의 사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위치 매개변수는 두 방법 모두 유사한 사후분포의 분산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축척 매개변수와 형상 매개변수의 경우에

는 HBM 방법으로 추출한 사후분포의 분산도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BM 방법이 지역의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를 풀링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더 작은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Fig. 4는 두 개 방법별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모든 지점

들에서 추출한 매개변수 앙상블의 box-plot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 지점과 유사하게 축척 매개변수와 형상 매개변수는 

HBM 방법에 의한 사후분포의 분산도가 더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3 빈도해석 결과

Fig. 5는 지점빈도해석 및 지수홍수법을 이용한 지역빈도

해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HBM 방법을 이용한 지역빈도해

석으로 추정한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을 보여주고 있다. 

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 가지 방법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확률강우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점빈도해석이 가장 작은 확률강우량을 나타

내고 있으며, 지수홍수법이 가장 큰 확률강우량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평균적으로 살펴볼 때, HBM과 지수홍수법에 

의한 확률강우량은 서로 크고 작음이 교차하여 1% 이하의 

차이를 보였으며, HBM과 지점빈도해석에 의한 확률강우량

(a)  (b)  (c) 

Fig. 1. Relation between GLO Parameters and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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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per-parameter 

(b) Hyper-parameter 

Fig. 2. Posterior Distribution of Hyper-Parameter  and 

(a)  (b)  (c) 

Fig. 3. Posterior Distribution of Parameters of GLO Distribution for At-Site and BHM-Based Regional Approaches at Busa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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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Box-Plot of GLO Parameters for At-Site and HBM-Based Regional Frequency Analysis

(a) Ulsan (b) Busan (c) Tongyeong

(d) Jinju (e) Geochang (f) Hapcheon

(g) Milyang (h) Sancheong (i) Geoje

(j) Namhae (k) Total

Fig. 5. Daily Rainfall Quantile for Various Retur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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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5(k) 참조).

적용된 10개 지점에서 확률강우량의 공간적 변동성은 

HBM 방법을 이용한 지역빈도해석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지점빈도해석이 가장 큰 공간적 변동성을 보였다. 전체적으

로 살펴볼 때, HBM 방법에 의한 확률강우량의 크기는 지수

홍수법에 의한 지역빈도해석과 비슷하였으나 공간적인 변

동성은 지점빈도해석과 상대적으로 더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Fig. 6은 지점빈도해석, 지수홍수법, HBM 방법으로 각각 

추정된 합천 지점의 재현기간 50년 확률강우량의 사후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합천 지점의 재현기간 50년 확률강우량의 

경우, 앙상블 평균의 측면에서는 지점빈도해석과 HBM 방법

이 비슷한 값을 주고 있다. 추정된 확률강우량(즉, 앙상블 

평균)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점빈도해석이 가장 

큰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으며 지수홍수법과 HBM 방법은 

비슷한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Fig. 7에 적용된 방법별 재현기간

별 확률강우량 앙상블의 변동계수를 지점별로 나타내었다. 

추정된 확률강우량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앙상블의 변동계

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 방법 모두 재현기간이 증가할수록 

변동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재현기간 10년 

Fig. 6. Posterior Distribution of Quantile for Return Level of 

50-Year at Hapcheon Site

Fig. 7. Coefficient of Variation of Quantile Ensemble for Various Return Levels. Black‥◇, Red--○, and Blue--□ Lines are Derived 

from At-Site, IFM-Based Regional, and HBM-Based Regional Frequency Analys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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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확률강우량에서는 방법별 변동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재현기간이 증가할수록 지점빈도해석으로 추정

된 확률강우량 앙상블의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점빈도해석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점별로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울산

지점, 부산지점, 밀양지점에서는 홍수지수법의 불확실성이 

가장 작았으며, 나머지 7개 지점에서는 HBM의 불확실성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HBM을 이용한 지역빈도해석의 장점들 중 하나는 미계측 

지역에서의 확률강우량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울

산-경남지역에 적용된 모델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 고도, 

위도, 경도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면 부산-울산-경남 내 임의

의 지역에서 확률강우량을 추정할 수 있다. 고도, 위도, 경도

의 경우 GIS 정보로부터 취득이 가능하나, 연 평균 강수량은 

지점에서의 정보만 존재한다. 따라서 10개 지점의 연평균 

강수량을 크리깅 방법을 이용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격자별(공간 해상도 1 km × 1 km)로 분포시켜 연 평균 

강수량을 계산하였다(Fig. 8(a) 참고).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재현기간 100년 확률강우량

을 Fig. 8(d)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하여 지점빈도해석과 

지수홍수법으로 추정된 지점별 확률강우량의 크리깅 결과

가 Figs. 8(b)와 8(c)에 도시되었다.

먼저 빈도해석방법에 따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공간적

인 분포를 살펴보면 지점빈도해석, 지수홍수법, HBM을 이

(a) Study area and annual maximum daily rainfall (b) At-site

(c) Regional (d) HBM

Fig. 8. Spatially Distributed Daily Rainfall Quantile for Return Level of 10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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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지역빈도해석순으로 변동성이 크며 지역적인 편차가 

있지만 확률강우량 또한 높게 산정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점빈도해석 결과의 평균값은 405.8 ㎜, 

최소 및 최대값은 각각 294.0 ㎜, 534.5 ㎜였으며, 표준편차는 

42.4 ㎜로 나타났다. 지수홍수법에 의한 평균 확률강우량은 

449.8 ㎜, 최소 및 최대값은 각각 366.4 ㎜, 588.2 ㎜였으며, 

표준편차는 53.4 ㎜로 나타났다. 지수홍수법으로 추정된 

확률강우량은 남서방향에서 최대치를 나타내며 북상할수록 

낮아지는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지점들의 

평균 연최대 강수량((Fig. 8(a) 참고)의 공간적 분포와 흡사한 

형태로 지수홍수법은 평균 연최대 강수량의 수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HBM을 이용

한 지역빈도해석 결과의 평균값은 516.8 ㎜, 최소 및 최대값

은 각각 380.9 ㎜, 752.7 ㎜였으며, 표준편차는 70.0 ㎜로 

나타났다. 확률강우량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균 확률강우량 및 최대값이 

다른 빈도해석결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

며 변동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연최대 일강우

시계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형 및 기후정

보(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강수량, 고도, 위도, 경도)를 반영하

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정된 확률

강우량이 다른 빈도해석방법에 비해 높은데, 이에 대한 원인

은 우리나라 강우지점들이 대부분 고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

함에 따라 실제 매개변수 추정시 사용되는 DEM의 고도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도 일부 존재하지만, HBM의 미계측지

역의 매개변수 추정과정에서 사용되는 공변량을 이용한 

회귀분석식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을 선택하기 위해 가장 좋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기후 및 지형정보를 이용하였지만 Fig. 1(a)을 참고

하면 와  추정에 사용된 회귀분석식의 결정계수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공변량과 매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지점별로 크리깅 하는 경우는 특정지점을 

중심으로 확률강우량이 분포되지만, HBM은 확률강우량을 

격자별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확률강우량의 

공간적인 거동을 더 우수하게 표현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의 

지수홍수법에 의한 빈도해석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4. 결 론

기존의 강수량 지점빈도해석 또는 지수홍수법에 의한 

지역빈도해석의 한계는 공간 전반에 걸쳐 극한강우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일 강수량의 연 최대 시계열의 공간분석을 위한 HBM 

프레임 워크를 적용하여 공간정보 통합의 문제를 풀어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공간 HBM 프레임 워크에는 

사용된 공변량과 관련된 모형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

된다.

기존의 선행 국내연구들과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는 

기후정보와 지형정보가 결합된 베이지안 계층 모형이 적용

되었다는 것에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기후정보와 지형정보

를 결합한 사례가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지형정보를 

결합한 연구사례는 찾아볼 수 있으나, 기후정보를 매개변수 

추정에 결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후정보(본 연구에

서는 연 평균 강수량)와 지형정보(본 연구에서는 고도, 위도, 

경도)가 결합된 공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지수홍수

법에 의한 지역빈도해석보다 확률강우량의 공간적인 분포

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지수홍수법을 이용한 지역빈도해석과 비교해볼 때 HBM 

방법을 이용한 지역빈도해석의 가장 큰 차이는 지점별 연 

최대 강우량 시계열의 정규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극한강우를 공간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적용된 확률분포형

(본 연구의 경우 GLO 분포)의 매개변수가 지점별로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지점에서의 자료를 최대한으

로 반영하면서도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공간적으로 분포

된 확률강우량 지도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지속기간

에 대한 확률강우량 지도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큰 어려움 없이 부산-울산-경남 이외의 지역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연 평균 강수량과 

같은 기후정보가 GLO 분포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공변량으

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변량 기반의 미래 확률강우량 

전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GLO 분포의 매개변수를 비교적 간단한 

방식(두 개 공변량의 선형 방정식)으로 처리하여 지역빈도해

석을 수행하였다. 다른 지역 또는 더 넓은 지역에 적용하려면 

지역 구분에 대한 명시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확률 

분포를 비롯하여 공변량의 개수와 종류, 표현 방정식도 지역

에 맞게 다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미계측지

역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자동기상관측장비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자료와의 비교도 방법론

의 검증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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