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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nual maximum storm events are evaluated by applying the bivariate extremal distribution. Rainfall
quantiles of probabilistic storm event are calculated using OR case joint return period, AND case joint return period
and interval conditional joint return period. The difference between each of three joint return periods was explained
by the quadrant which shows probability calculation concept in the bivariate frequency analysis. Rainfall quantiles
under AND case joint return periods are similar to rainfall depths in the univariate frequency analysis. The
probabilistic storm events overcome the primary limitation of conventional univariate frequency analysis. The
application of these storm event analysis provides a simple, statistically efficient means of characterizing frequency of
extreme storm event.
: bivariate analysis, bivariate extremal distribution, joint return period, probabilistic storm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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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극치분포를 이용하여 연최대치 호우사상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 재현기간을 가지는 호우사상의
강우량을 비동시결합 재현기간, 동시결합 재현기간 그리고 구간조건부 결합재현기간의 세 가지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때, 결
합재현기간별 호우사상의 값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산정되는 이유를 이변량 분포의 확률특성을 보여주는 사분면을 이용하여 설
명하였다. 호우지속기간 24시간인 경우에 동시결합재현기간을 이용하여 산정한 확률강우량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강우지
속기간 24시간의 확률강우량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강우빈도해석의 제약사항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변량 빈도해석으로 얻어진 확률호우사상은 저류시설물의 계획시 통계적으로 보다 유용하면서도 간단한 설계
호우사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핵심용어 : 이변량해석, 이변량 극치분포, 결합재현기간, 확률호우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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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후에 이를 평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
면 강우량을 지속기간별로 분석하여 재현기간을 제시하고 있
다. 이때 지속기간별로 강우량이 서로 다른 재현기간을 가지
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특정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독립적
인 호우사상으로서 가지는 지속기간, 총강우량, 평균강우강도
등의 발생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크기의 판단을 힘들게
한다. 즉, 지속기간별 강우량이 가지는 재현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만으로는 재해를 유발하는 특정 호우사상이 다른 호우사
상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큰 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
다. 예를 들면, 24시간동안 발생한 300 mm의 호우와 18시간

동안 발생한 250 mm의 호우사상은 어느 쪽이 더 큰 호우사
상인지를 판별하는 것과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민규와 유철상, 2011).
전통적인 단변량 강우빈도해석은 궁극적으로 특정 지속기
간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빈도해석 과
정보다는 그 결과로 얻어진 확률강우강도식이 공학적으로 유
용하게 쓰여진다. 확률강우강도식은 하천계획이나 하수도계획
등과 같이 특정한 첨두홍수량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배제하는
시설계획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홍
수조절시설 등과 같은 저류개념의 시설을 계획할 경우 비가
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의 강우량을 모두 포함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 지속기간을 미리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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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얻은 확률강우량을 이용한 해석이 저류시설물의 홍수조절
용량을 적정하게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의
제기로 최근에는 저류지나 BMP의 용량결정을 위해 확률강
우량을 적용하는 대신에 확률적인 호우사상을 직접적으로 구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dams and

Papa, 2000; Akan and Houghtalen, 2003; Palynchuk and
Guo, 2008). 이들 연구에서는 저류시설물의 적정 홍수조절용
량을 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IDF 관계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설계호우(design storm)를 구하는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호우
사상 해석법(storm-event analysis, SEA)이라고 명칭을 사용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설계호우사상에 대한 결
과를 확률호우사상(probabilistic storm event)라고 부르고 있
다.
호우사상은 이를 구성하는 지속기간, 총강우량 그리고 강우

강도와 같은 요소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 구성요
소 중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빈도해석을 실시할 경우
호우사상의 발생특성을 고려한 재현기간을 얻을 수 있어 상
기 문제와 같이 서로 다른 지속시간과 강우량을 가지는 호우
사상의 크기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이변량 빈도해석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단변량
빈도해석처럼 분석과정을 간략화하고 확률강우량의 의미 부
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전기간 자료를 이용하기 보다는
연최대치 자료계열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umbel,
1960; Hann, 2002). 박민규와 유철상(2011)는 이변량 빈도해
석을 위해 직접적으로 이변량 극치분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최대 호우사상의 선정방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얻어진 연최대 호우사상에 대하여 이변량 극치분
포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연최대 호우사상들이 더 이상 지수분포의 특성을 보
이지 않고, 전통적인 빈도해석과 유사하게 이변량 극치분포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최대 호우사상 계열을 이변량 극치분포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공학적 설계에서 유용할 수 있는 개념들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호우사상의 재
현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존의 단변량 빈도해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변량 빈도해석으로 얻을 수 있는 호우사상의
재현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결합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변량 빈도해석의 재현기간은 일반적으로 결합재현
기간(joint return period)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세 가지
가 주로 쓰이고 있다. 두 변량의 특정값을 하나라도 초과하
는 비동시결합 재현기간(OR joint return periods), 두 변량
의 특정값을 동시에 초과하는 동시결합 재현기간(AND joint
return periods) 그리고 하나의 변량의 조건이 고정된 상태에
서 나머지 변량이 특정영역에 속하는 경우와 관련된 조건부
결합재현기간(conditional interval joint return periods)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개념들이 가지는 이
론적 개념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고, 이변량 극치분포를 적
용한 계산을 통해 각 결합재현기간의 정의에 따라 계산된 확
률호우사상의 값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확률호우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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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재현기간의 산정 및 평가결과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강우빈도해석이 가지는
한계점의 확인이었다. 확률호우사상의 개념은, 물리적으로 존
재하지 않는 임계지속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지루한 반복 계
산과정을 계속해야 하는 국내 수자원실무에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호우사상을 정의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호우사상의 이변량 빈도해석
2.1 이변량 극치빈도해석과 Gumbel's Logistic Model

호우사상의 이변량 빈도해석을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수문
학 분야에 도입되어 왔으며, 초창기에는 다변량정규분포가 가
장 많이 사용되었다. Goel et al(1998)과 Yue(2000)는 BoxCox 변환(1964)을 이용하여 다변량정규분포를 사용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적용에서 Box-Cox 변환
후 얻어진 추정결과가 역변환시 원래의 표본 통계특성과 상
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등 심각한 왜곡을 유발
하는 단점을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주변확률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극치분포를 가지는 경우의 이변량 분포형이
연구의 주요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수문자료 및 환경특성
자료에 대한 다변량 극치분포형이 일반적인 적용과정은
Tawn(1988, 1990), Coles and Tawn(1991)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Yue et al(1999), Yue(2001) 그리고 Yue and Wang
(2004)은 이변량 Logistic Mixed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다양한 다변량 분포형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집대
성은 Kotz et al(2000)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변량 극치분
포와 관련된 전문적인 소개는 Galambos(1987), Smith(1990)
그리고 Joe(1996)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통계학적으로
이변량 극치분포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독립변수들에 대한
관측결과에서 최대값을 일정 시간간격으로 뽑아내어 새로운
변수를 정의할 때 이들 새로운 변수들의 결합확률특성에 극한
이론(limit theorem)을 적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분포형이다.
이러한 이변량 극치분포에서 두 변량 Y 과 Y 의 결합형태
에 관한 전통적인 모형으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누가결합확률분포형태가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Gumbel(1958, 1965)은 주변확률분포형의 함수형태를 가지는
Type A와 Type B의 2가지 이변량 극치분포의 일반형을 제
시하였다. Oliveira(1958, 1961)는 이러한 일반형을 아래와
같은 두 변량의 직접적인 결합형태로 보여주었다. 여기서
Type A는 혼합모델(mixed model)로 불리워지며 식 (1)과
같은 두 변량의 결합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Type B는 로지
스틱 모델(logistic model)로 불리워지며 식 (2)의 결합형태를
가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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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형태인 Type C분포(Oliveira, 1970)는 식 (3)과
같은 결합형태를 가지는 이중극치 모델(biextremal model)로
알려져 있으며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 Type A와 일
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1

–y2 –y2

FY 1, Y 2( y1, y2 ) = exp[–max (e + (1 – φ )e , e )], 0 ≤ φ ≤ 1

(3)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변량 극치분포형 중에서 비교적 그
구조가 간단하고 모수 추정이 용이한 Type B 형태의
Gumbel이 제안한 Logistic model(1960)을 적용하기로 한다.
Gumbel이 제안한 Logistic model의 경우 두 변량의 주변확
률분포형이 Gumbel 분포형을 따르고, 적용대상이 되는 두
변량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제로 적용한 Gumbel logistic
model은 Kotz et al(2000)이 일반화시켜 정리한 바와 같이
두 변량의 주변확률분포형이 GEV(Generalized ExtremeValue) 분포형을 가지는 모형으로 고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Kotz et al(2000)에서 제시된 것처럼 경우 두 변량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모수를 유도할 수 있으므
로 두 변량의 주변확률분포형이 극치분포를 따르기만 한다면
실제 적용상의 제약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각각 독립적으로 식 (4)와 같은 형태의 GEV 분포(Frchet
분포)를 따르는 변량 에 대해서 식 (5)과 같은 Férchet 주변
확률변수 로의 변환을 실시하였을 때 얻게되는 결합확률분포
가 식 (6)과 같은 형태를 가질 때 이를 Gumbel's Logistic
model이라고 한다.
x i – a i⎞ ( – 1 ⁄ s )
FX (xi ) = exp –⎛⎝1 + si -----------bi ⎠

(4)

x i – ai ( – 1 ⁄ s )
yi = 1 + si -----------b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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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a 는 GEV 분포의 위치모수(location parameter), b
는 축척모수(scale parameter), 그리고 s 는 형상모수(shape
parameter)로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변량에 대해서 적용하는
모멘트법, 확률가중모멘트법 또는 최우도법으로 추정할 수 있
다. 또한 Oliveira(1961)에 따르면 두 변수간의 결합특성을
나타내는 모수 m은 GEV분포형의 모수를 모멘트법에 의해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i

i

i

m = ( 1 – ρ )( –1 ⁄ 2 ), 0 ≤ ρ ≤ 1

(7)

여기서 m은 두 변량 X 과 X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모수로
서 상관계수 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며, m=1이면 서로 독립
이다. 식 (7)의 경우 단변량 빈도해석시 모멘트법에 의한 모
수 추정과 대응하는 경우로 해당 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두 변량의 상관관계 ρ는 0에서 1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 한
다.
독립호우사상의 확률론적 해석 : 2. 호우사상의 재현기간
1

2

한편, 최우도법으로 추정할 경우 GEV 분포의 대수우도함
수는 다음과 같다(Hann, 2002; Rao and Hamed, 2000)
n
Xi – ai
L( ai, bi, si ) = nlog (ai ) – ⎛⎝1 + ---1 ⎞⎠ ∑ log 1 + si ------------si
bi
i=1

n

Xi – ai ⎛ 1 ⎞
– ∑ log 1 + si --------------bi ⎝ si⎠

(8)

i=1

여기서 1+s [(X − a )/b ] > 0(i = 1,...,n)이다. 최적화기법 등에
의하여 식 (8)의 대수우도함수를 최대화시킬 경우 GEV분포
의 위치모수 a , 축척모수 b , 형상모수 s 를 구할 수 있다
(Hann, 2002; Rao and Hamed, 2000). 한편, 결합특성을
나타내는 모수 m은 식 (9)와 같은 방정식을 이용하여 최우
도법에 대응하는 모수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Kotz et al.,
2000). n개의 호우사상에서 각 변량의 표본의 중위수(sample
median)을 기준으로 2×2 Table로 나눌 경우 각 변량별로 얻
어지는 관측비율(observed proportion) p̂ 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i

i

i

i

i

i

i

–1
----------p̂⎞⎠ log 2
m = log ⎛⎝–log

(9)

log 2

본 연구에서는 식 (8)과 식 (9)를 이용하는 최우도법을 적
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2.2 이변량 빈도해석에서 사용되는 재현기간

이변량 빈도해석에서의 확률 사분면
단변량 빈도해석의 경우 비초과확률과 재현기관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은 Fig.
1과 같은 전형적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변량
빈도해석의 결과로 얻어진 재현기간을 이용해 수문사상을 이
해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Fig. 2는 이변량 빈도해석의 분
포형이 얻어지는 개략적인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이변량 빈도해석에서 사용되는 재현기간을 정의
하기 위해 재현기간과 관련된 Yue and Rasmussen(2002)가
제시한 확률의 사분면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에 앞서 단변량
빈도해석의 경우부터 정의하기로 한다. 우선 확률변수 X에
대한 누가확률분포 F (x)는 확률변수 X가 특정한 값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정의된다.
2.2.1

X

(10)

Fx( x ) = Pr [X ≤ x]

여기서 F (x)는 x에 대한 비초과확률로 불리워진다. 이와 유
사한 개념인 초과확률 F' (x)은 다음과 같이 x와 같거나 클
확률이 된다.
X

X

(11)

F′x(x ) = 1 – Pr[X ≤ x]

수문사상 X ≥ x의 재현기간 T 는 X ≥ x인 수문사상이 발생할
평균적인 시간간격으로 초과확률의 역수로서 정의된다.
X

1 - = -------------------1 Tx = -------------F ′X ( x ) 1 – FX ( x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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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return periods in traditional univariate rainfall frequency analysis; (a)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in univariate
frequency analysis, (b) Comparison of the return periods in univariate frequency analysis

Fig. 2. Concept of return periods in bivariate rainfall frequency analysis; (a) Example of data series in bivariate frequency analysis,
(b) Example of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in bivariate frequency analysis

따라서 F (x)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X – 1
FX ( x ) = ------------TX

첫 번째 사분면 I (X > x이고 Y > y인 수문사상과 관련
된 확률)
(a)

X

(13)

위와 같은 누가확률분포의 물리적 의미를 이변량 빈도해석
을 통한 얻은 결합재현기간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각각의 확률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이변량 수문
사상의 빈도해석에서는 어떤 수문사상이 더 큰 지가 명확하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ig.
3처럼 두 변량에 대한 평면을 사분면으로 나누어 보면, 이변
량 수문사상 (X, Y)의 확률은 이중 하나에 위치하게 된다.

+ ∞ +∞

FI (x, y ) = Pr[X > x, Y > y ] = F′( x, y ) = ∫

x

∫y

f ( x, y ) d x d y

(14)

두 번째 사분면 II (X < x이고 Y > y인 수문사상과 관
련된 확률)
(b)

x

FII( x, y ) = Pr[X ≤ x, Y > y ] = ∫

+∞

- ∞ ∫y

x

=∫

-∞

+∞

(15)

f ( x, y ) d x d y

y

x

y

∫-∞ f(x, y)dy – ∫-∞ f(x, y)dy dx = FX(x ) – ∫-∞ ∫-∞ f(x, y)dxdy

(c) 세 번째 사분면 III (X < x이고 Y < y인 수문사상과 관
련된 확률)
x

FIII(x, y ) = Pr [X ≤ x, Y ≤ y] = F( x, y ) = ∫

y

∫

-∞ -∞

f( x, y )dx dy

(16)

(d) 네 번째 사분면 IV (X > x이고 Y < y인 수문사상과 관
련된 확률)
+∞ y

FIV ( x, y) = Pr[X > x, Y ≤ y ] = ∫

x

y

=∫

-∞

Fig. 3. Delimitation of X-Y range to bivariate distribu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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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f(x, y)dxdy

∫-∞ f(x, y)dx–∫-∞ f(x, y )dx dy = FY (y) – F(x, y)

(17)

상기 네 가지 확률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
식을 얻을 수 있다.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1권 2호 2011년 4월

Pr[−∞ < X < +∞, −∞ < Y < +∞
= F (x, y) + F (x, y) + F (x, y) + F (x, y) = 1
I

II

III

(18)

IV

위 식으로부터 F(x, y) = Pr[X ≤ x, Y ≤ y]은 다음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F(x, y) = 1 + F(x, y) − F (x) − F (x)
X

(19)

y

2.2.2 이변량 빈도해석에서의 결합재현기간

앞서 얻어진 이변량 빈도해석과 관련된 사분면의 확률을
고려한 호우사상을 구성하는 두 변량 (X, Y)의 결합재현기간
(joint return periods)으로서 비동시 결합재현기간에 해당하는
(OR cas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T( x, y ) = ---------------------1 – F ( x, y )

(20)

위와 같이 정의된 결합재현기간은 호우사상을 구성하는 두
변량이 x와 y 둘 중 하나를 초과하거나 또는 둘 다를 초과
할 경우(X > x 또는 Y > y)를 말한다.
한편 호우사상의 두 변량이 두 값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X > x 그리고 Y > y)인 동시결합재현기간에 해당하는 (AND
case)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1 - = ----------------------------------------------------------T′(x, y) = ---------------F ′ ( x, y ) 1 + F ( x , y ) – F X ( x ) – F Y ( y )

(21)

또 다른 형태로 조건부 재현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f (x, y)
가 두 연속확률변수 X와 Y의 결합확률분포이고 f (x)와
f (y)는 각각 X와 Y의 주변확률분포형이라고 한다면, Y = y로
주어졌을 때 X의 조건부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X

Y

( x, y )
fX Y (x y ) = f------------fY ( y )

(22)

이와 함께 Y = y로 주어졌을
(conditional CDF, CCDF)는

때 X의 조건부 누가확률분포

x

x

∫-∞ f(u, y)du

cFX Y (x y ) = ∫ fX Y ( u y)du = ---------------------------fY ( y )
-∞

(23)

이라고 하면 Y ≤ y로 주어질 때 X ≤ x인 수문
사상의 구간조건부 누가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 (y) = Pr[Y ≤ y]
Y

F( x, y )
cF′X Y (X Y ) = F( x Y ≤ y ) = --------------FY ( y )

(25)

한편, X ≤ x로 주어질 때 Y ≤ y인 수문사상의 구간조건부
누가확률분포 cF′Y X(y x) 는 유사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식 (22)가 통계적으로 조건부 누가확률분포로서의 적정성을
가지기 위한 일반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26)

max( FX ( x ) + FY ( y ) – 1, 0) ≤ F( x, y ) ≤ min(FX( x), FY (y ) )

또한 일반적으로 0 ≤ cF'
이 성립한다.

X|Y

(x|y) ≤ 1이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

cF' | (x|y) ≥ F (x)
XY

(27)

X

여기서, y → +∞라면 cF' (x|y) = F(x,+∞)/F(+∞) = F (x)이다.
즉, 주변 누가확률분포 F (x)는 구간조건부 누가확률분포
cF' (x|y)의 특별한 경우가 된다. Y ≤ y로 주어질 때 X > x인
수문사상의 재현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X|Y

X

X

X|Y

1
cT′(x y ) = T( x Y ≤ y ) = -----------------------------≥T
1 – F( x Y ≤ y ) X

(28)

도 동일한 형태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cT'(y|x)

3. 대상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1961년부터 2006년까지의 서울지점의 강우
량에 대해 유철상과 박민규의 연구(2011)에서 제시한 연최대
독립호우사상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결정된 연최대
호우사상의 총강우량, 강우강도 그리고 지속기간을 연도별로
각각 도시하면 Fig. 4와 같다. 이들 변량 중에서 총강우량과
호우평균강우강도를 대상으로 Fig. 5와 같이 이변량 히스토그

따라서 Y = y로 주어졌을 때 X > x인 수문사상의 조건부 결
합재현기간은
1 cT(x y ) = ---------------------------1 – FX Y ( x y )

(24)

한편, cF (x|y) = Pr[X ≤ x | Y = y]이므로 X = x로 주어졌을
때 Y > y인 수문사상의 조건부 재현기간 cT(y|x)는 비슷한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조건부 결합재현기간을 발전시켜 Yue and
Rasmussen(2002)이 새로이 제시한 결합재현기간은 다음과 같
은 구간조건부에 대한 결합재현기간이다. 하나의 변량이 특정
한 값을 가질 때의 조건부 결합재현기간 보다 일정한 구간에
속할 때의 조건부 결합재현기간의 개념이 이변량 빈도해석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독립호우사상의 확률론적 해석 : 2. 호우사상의 재현기간
X|Y

Fig. 4. Annual maximum storm even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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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는 호우사상의 지속기간은 호우의 발생원인이 되는 태
풍이나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과 같은 현상특성에 따라 일정
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우지속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고려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단일 첨두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첨두로
구성된 히스토그램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극치분포에 대상변수로서 총강우량과
강우강도를 사용하였다.
4. 이변량 빈도해석 결과
4.1 적합도 검정 및 모수 추정

Fig. 5. Bivariate histogram
Table 1. Statistics for annual maximum storm events
Statistics
Average
Correlation between total
rainfall and intensity
Correlation between total
rainfall and duration
Correlation between rainfall
intensity and duration

Annual maximum storm events
Total rainfall Intensity Duration
(mm)
(mm/h)
(hr)
220.6
5.86
47.7
0.10
0.63
-0.51

램을 그리면 전형적인 이변량 극치분포의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 Table 1은 연최대 호우사상의 통계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연최대 호우사상의 경우 총강우량은 약 220 mm, 호우평
균강우강도는 약 6 mm 그리고 호우의 지속기간은 약 48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총강우량과 강우강도는 상관계수가 0.1로
거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강우량과 호
우지속기간은 양의 상관성이 크고, 호우지속기간과 강우강도
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해석시 분석대상 변수로 총강우량과
강우강도를 선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호우사상의 이변량
빈도해석을 실시할 때 그 구성요소 중 총강우량, 지속기간
및 강우강도 중 어느 것이라도 대상변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Zhang and Singh, 2007), 호우지속기간과
평균재현기간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이는 총강우량이나 강우강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값이
커지면 작은 경우보다 큰 재현기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호우지속기간의 경우에는 지속기간의 길고 짧음
과 재현기간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즉, 호우지속기간이 긴 경우가 지속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반
드시 재현기간이 더 크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변량 극치분포를 이용한 해석을 하기에 앞서 대상 연최
대 호우사상 자료가 이변량 극치분포를 따르는지를 적합도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이변량 극치분포에 대한 적합도 검정은
분포형을 구성하는 각 변량의 주변확률분포가 극치분포를 따
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Table 2는 GEV 분포형
에 대한 적합도 검정결과로 유의수준 5%에서 이를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우도법을 이용하여 이변량 극치분포를 구
성하는 매개변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적합도 검정결과와 모수추정 결과의 적정성의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Fig. 6의 return level plot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 분포형에 의해 얻어진 재현기간과 자료계
열에 확률도시법으로 얻은 재현기간을 함께 도시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자료계열에서 얻어진 발생확률
특성이 금회 추정한 이변량 극치분포로부터 추정한 발생확률
특성의 신뢰구간 내에 존재하면서 상당히 유사하게 거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Goodness of fit statistics
Total rainfall
Rainfall intensity
Classification Computed
Table Computed Table
Statistics (α=0.05) Statistics (α=0.05)
4.09
5.99
2.78
5.99
χ2-test
K-S test
0.10
0.18
0.07
0.18

Fig. 6. Return level plots

Table 3. Parameter estimation results for Gumbel's logistic model

Location
(a1)
3.9506
142

Rainfall intensity
Scale
(b1)
1.9543

Shape
(s1)
0.311

Location
(a2)
154.5611

Total rainfall
Scale
(b2)
72.6356

Shape
(s2)
0.3031

Dependance
0.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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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변량 빈도해석 결과와 그 비교평가

앞서 얻어진 이변량 극치분포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2.2절
에서 제시한 3가지 결합재현기간을 산정하였다. 식 (20)로 산
정되는 비동시결합 재현기간, 식 (21)로 산정되는 동시결합
재현기간 그리고 식 (28)을 이용하는 구간조건부 결합재현기
간을 산정하였다. 이때 호우지속기간 24시간을 기준으로 동
일 재현기간에 대하여 얻어진 확률강우량을 비교한 그림은
Fig. 7과 같다. 동일 재현기간에 대하여 비동시결합 재현기간
으로 산정한 확률강우량이 가장 크고, 동시결합 재현기간으로
산정한 확률강우량이 가장 작으며 구간조건부 결합재현기간
을 이용한 경우의 확률강우량은 중간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에서는 이러한 이변량 빈도
해석에서 얻어진 확률강우량을 기존 단변량 빈도해석으로 얻
은 확률강우량과도 비교하였으며 한국확률강우량도(한국건설
기술연구원, 2000)에서 전통적인 빈도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값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한국확률강우량도에서는 임
의지속기간 24시간에 대해서 연최대치계열을 구성한 후 GEV
분포에 대해 확률가중모멘트법으로 산정한 강우량을 제공하
고 있다. 비교 그림을 살펴보면 대체로 동시결합 재현기간으
로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전통적인 단변량 빈도해석으로 얻어
진 확률강우량의 차이가 가장 작다. 그리고 비동시결합 재현
기간으로 산정한 확률강우량의 경우 단변량 빈도해석으로 얻
어진 확률강우량보다 현격하게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속기간을 다르게 고려할 경우
에는 상이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속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비교결과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소개한 이변량 빈도해석의 확률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Fig. 3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OR case 결합재현기간으로 산정된 호우사상의 경우 강우총량
또는 강우강도 둘 중 하나라도 특정값보다 큰 경우를 초과확
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초과확률의 면적을 Fig. 3에서 사분
면 I, II 및 IV를 이용하여 (x, y)를 결정하여야 한다. 반면
AND case 결합재현기간으로 산정된 호우사상의 경우 강우총
량과 강우강도 모두 특정값보다 큰 경우를 초과확률로 정의
하고 있으므로 초과확률의 면적을 Fig. 3에서 만을 이용하여
(x, y)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산정되는 값이 OR case 결합재
현기간보다 작게 얻어지게 된다. Yue and Rasmussen(2002)
이 제시한 구간조건부 결합재현기간의 경우에는 기준값 y보
다 작으면서 x가 특정한 값보다 큰 경우에는 Fig. 3에서 만
을 이용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만을 이용하여 (x, y)를 결정
하여야 하며 OR case와 AND case의 사이 값에 해당하는
(x, y)를 산정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Yue and Rasmussen(2002)에 따르면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호우사상을 분석할 때 이변량 빈도해석으로 얻은 결
합재현기간과 단일변량을 빈도해석해서 얻은 재현기간사이에
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OR
case의 재현기간은 개개변량의 재현기간 중 작은 것보다 클
수 없고, AND case의 재현기간은 개개변량의 재현기간 중
큰 것보다 작을 수 없다. 그러나, 이때 제시된 T (x)와 T (y)
의 경우 고정된 지속기간에 대한 연최대치 계열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전통적 빈도해석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이변
량 빈도해석 결과를 얻은 호우사상을 구성하는 각 변량에 대
한 주변확률분포형과 관련된 결과이다. 따라서 단순히 단변량
빈도해석으로 얻은 결과를 비교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X

Y

T( x, y ) ≤ min[TX (x ), TY ( y )]

(29)

T′( x, y) ≥ max [TX ( x ), TY ( y ) ]

(30)

cT′(x y ) ≥ TX

(31)

4.3 확률호우사상에 대한 해석결과의 고찰

Fig. 7. Comparison of joint return periods(24 hour storm
duration) and univariate return period(24 hour rainfall
duration)

동일재현기간에 대하여 이변량 빈도해석으로 얻어진 확률
강우량과 전통적인 단변량 빈도해석으로 얻어진 확률강우량
의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Fig. 8
과 같다. 단변량 빈도해석의 경우 (a)와 같이 특정 강우지속

Fig. 8. Comparison Diagram for bivariate and univariate frequency analysis

독립호우사상의 확률론적 해석 : 2. 호우사상의 재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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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babilistic rainfall comparison between bivariate cases and univariate cases
Univariate
Bivariate(total storm)
Bivariate(some storm)
24 hours rainfall (mm)
Duration (hr)
Total rainfall (mm)
Duration (hr)
Total rainfall (mm)
Mean
152.6
47.7
220.6
24.2
153.6
Standard deviation
73.1
29.4
127.5
2.6
70.9
Note) Bivariate(some storm) statistics were calculated from storms which duration ranges from 20 hours to 27 hours
Statistics

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경우를 연최대
치로 하여 빈도해석 대상 계열을 구성한다. 반면에 이변량
빈도해석에서는 Fig. 8의 (b)와 같이 호우사상의 시작시점에
서 종료시점까지를 대상으로 한 호우사상 자체의 구성요소들
이 대상계열을 구성하게 된다.
Table 4는 단변량 빈도해석시의 대상자료 계열의 통계적
특성과 이변량 빈도해석시 대상자료 계열의 통계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단변량 빈도해석을 위한 자료계
열의 표준편차는 이변량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변량 빈도해석 대상 자료가 다양한 지
속기간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또 다른 비교를 위해 이변량 빈도해석 대상 자료들 중에
서 호우지속기간이 20시간에서 28시간 이내에 있는 호우사상
들을 대상으로 통계적 특성을 정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은
Table 4에서 bivariate(some storm)에 정리되어 있다. 호우지
속시간이 24시간 전후에서 연최대호우사상으로 선정된 것들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단변량 빈도해석에서 강우지속기간을
24시간으로 고정하여 얻은 평균 및 표준편차가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특성이 금회 이변량 빈
도해석 결과와 단변량 빈도해석 결과가 유사하게 보이는 결
과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나 항상 성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가 단변량 및 이변량 빈도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변량 빈도해석의 경우 대상
자료계열의 표준편차가 단변량 빈도해석시의 경우보다 상당
히 크기 때문에 재현기간이 커질수록 더 큰 값을 보일 가능
성이 높다. 특히 비동시성 재현기간을 적용하면 강우지속기간
이 짧으면서 강우량이 크거나 또는 강우지속기간이 현격히
길면서도 강우량이 짧은 아주 극단적인 호우형태를 가정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얻어진 확률강우량
은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동시성 재현기간을 적
용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는 배제하고 총강우량과 강우강
도가 함께 어느 정도 이상 큰 호우형태를 가정하여 확률강우
량을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의 가정하는 호우형태는 단변량
빈도해석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료계열의 형태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지속기간에 따른 단변량 빈도해석과 이변량 빈도해
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먼저
이변량 빈도해석 과정에서 얻어진 호우사상의 분포형에서 각
지속기간별로 호우사상이 가지는 평균값을 추정하였다. 그리
고 이 값을 전통적인 단변량 빈도해석에서의 지속기간별 연
최대치 강우량 계열의 평균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9와 같다. 지속시간 1시간에서 단변량이 45.8 mm, 이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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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between the mean of univariate annual
maximum rainfall depths and the average of bivariate
annual maximum storm events
32.7 mm으로 단변량

해석시의 자료계열의 평균이 조금 크게
나타났지만 지속시간 12시간에서는 단변량이 146.2 mm, 이변
량이 151.1 mm로 거의 비슷해졌다가 24시간에서는 단변량이
175.8 mm, 이변량이 231.6 mm으로 이변량 연최대 호우사상
의 총강우량의 평균이 단변량 연최대계열의 평균을 초과한다.
앞서 Table 4와 달라진 이유는 Table 4의 결과는 한국확률
강우량도에서의 독취값과 일정 지속기간구간의 연최대호우사
상의 평균값의 비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48시간에서는 단
변량이 207.2 mm, 이변량이 355.0 mm으로 얻어졌다. 이러한
경향을 정리하면 대체로 지속기간 12시간 이내에서는 연최대
호우사상의 강우량의 평균과 전통적인 연최대 강우량의 평균
이 유사하다. 그러나 12시간을 넘어서면서 연최대 호우사상
의 평균값이 전통적인 연최대치 계열의 평균보다 급속히 증
가하기 시작하여 72시간에 이르렀을 때는 연최대치 강우량
계열의 평균보다 2배 정도의 강우량 규모를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경향성이 기존의 이변량 빈도해석의 연구
동향과 상당히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으
로 Palynchuk and Guo(2007)은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독
립호우사상의 빈도해석 결과를 전통적인 단변량 빈도해석 결
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빈도해석 결과가 유사하고 일
정한 관계를 보이는 지속기간의 영역을 12시간 이내로 제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Fig. 9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서울지점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설계와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지속기간이 12
시간을 넘어서서 24시간, 48시간 동안에 이르는 확률호우사
상이다.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 호우사상의 총강우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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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전통적인 연최대치계열의 평균보다 커진다. 지속기간
이 짧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긴 지속기간 호우의 내부에 있
는 짧은 지속기간의 강수량의 최대값이 전통적인 연최대치
계열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속기간이 길
어질수록 이러한 경향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이를
반대로 설명해서 전통적인 연최대치계열의 평균이 작은 이유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어진 기간만큼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호우사상의 수가 그렇
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짧은 지속기간을 가지
는 호우사상의 값이 더 긴 지속기간에서의 연최대치계열의
값으로 쓰여지게 된다. 즉, 그 해 호우지속기간이 36시간인
경우가 최대의 강우량을 보였는데 더 길게 지속되지 않아 이
최대값이 48시간, 72시간 등에서도 최대값으로 쓰여지게 되
어 전체적으로 평균을 작게 만든 것이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단변량 빈도해석으
로 얻은 48시간이나 72시간과 같이 긴 지속기간의 확률강우
량 값은 실제로 그 정도의 지속시간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극
치 호우사상에 비해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전통
적인 빈도해석 결과에 기초해서 48시간 등의 장기간의 지속
기간을 가지는 확률강우량을 기초로 유역의 치수계획을 수립
하였다면 해당 유역이 경험하게 될 가장 큰 홍수피해는 목표
로 했던 48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면
서 비를 내리는 호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류지나 유수지와 같은 홍수조절 시설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 의미있는 설계호우는 호우의 시작시점에서 종점까지
의 총강우량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강우시점부터 영
향을 받아 저류지나 유수지로의 유입이 발생하고 이러한 영
향이 통상적으로 강우종점을 넘어서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단변량 빈도해석에서의 연최대치
자료 구성방법으로 얻어진 설계호우는 실제 해당유역에서 발
생가능한 호우양상 특히 호우가 지속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계호우의 총량에서도 실질적인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류목적의 수
공구조물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설계호우로서 재현기간을
가지는 독립호우사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Adams and Papa, 200; Akan and
Houghtalen, 2003; Palynchuk and Guo, 2008).

호우사상의 직접적인 해석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계
지속기간의 적절하지 못한 적용과 관련해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 수자원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첨두홍수
량을 구하고자 할 경우의 임계지속기간이라는 개념은 본 연
구에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실제
유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호우의 시간분포방법
으로 Huff 방법과 같은 모형을 쓰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안한 계산과정에서 도
입된 개념에 불과하다. 국내 수자원실무에서는 과거 지속기간
1일로 고정된 조건에 Mononobe 시간분포를 쓰다가 Huff 시
간분포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서 기존의 홍수량보다 작은 홍
수량이 얻어지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계지
속기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수자
독립호우사상의 확률론적 해석 : 2. 호우사상의 재현기간

원계획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통수목적의 수자원시
스템을 계획 및 설계와 관련해서는 번거로운 계산횟수가 증
가한다는 것 외에는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통수목적과 저류목적을 함께 고려
해서 계획해야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검토에서는 상하류
의 일관성, 통수목적과 저류목적의 구조물을 종합적으로 해석
하는데 큰 어려움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무
작정 다양한 지속기간을 고려하는 방법만으로는 유역의 종합
적인 치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계획수문량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최악의 홍수상황을 유
발할 것으로 기대되든 특정지속기간의 독립적인 호우사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일본의 치수계획이나 최근
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고려하는 일정 기속기간, 일정량
의 도시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강우량도 이러한 개념과 연계
하여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효율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계산량만 많은 검토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형태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설계목적을 동시에 부합하는 설
계호우사상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기초적인 성과로서 의의를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최대치 호우사상을 대상으로 이변량 극치
분포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두 변량 중 한 가지
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동시결합 재현기간, 두 변량
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동시결합 재현기간 그
리고 구간조건부 결합재현기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호우사
상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이때, 결합재현기간별 호우사
상의 값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이변량 분포
의 확률특성을 보여주는 사분면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호우
지속기간이 24시간인 경우에 동시결합재현기간을 이용하여 산
정한 확률강우량이 다른 결합재현기간을 이용한 경우보다 가
장 작으면서 강우지속기간 24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확률강우
량 산정결과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빈도해
석의 자료계열을 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이변량 빈도해석 결
과가 단변량 빈도해석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기존 방법으로 저류지나 유수지
와 같은 홍수조절시설을 설계할 때 대상 설계호우가 왜곡되
어 고려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기간, 총강우량, 강우강도의 다양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호우사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발생특성이
나타날 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우사상의 재현기
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이변량 해석방법을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고찰 결과는 이변량 빈도해석의 결과를 검토하고 다
양한 분야에 이용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저류지나
유수지와 같은 홍수조절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설계호우의 특
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로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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