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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idence intervals of growth curves are calculated to assess the uncertainty of index flood method as a regional frequency
analysis. The asymptotic variance of quantile estimator for the generalized logistic distribution is introduced to evaluate con-
fidence intervals. In addition, the variances of at-site frequency estimator and regional frequency estimator are used to evaluate
an efficiency index. The efficiency indexes for 14 homogeneous regions based on 378 stations show that index flood method
estimators are more efficient than at-site frequency estimators. It is shown that the number of sites in a region needs to be lim-
ited for regional gain.

Keywords : efficiency index, asymptotic variance, index flood method, at-site frequency analysis, generalized logistic distribu-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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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홍수지수법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강우자료의 지역빈도해석에 적합한 것으로 제안된
generalized logistic 분포형의 quantile에 대한 점근 분산식을 이용하여 성장곡선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정하였다. 또한 지점
빈도해석과 지역빈도해석에 의한 quantile의 분산을 이용하여 빈도해석의 효율성 지표(efficiency index)를 계산하였다. 우리
나라 378개 강우 관측 지점을 바탕으로 구분한 14개 동질 지역에 대해 효율성 지표를 계산한 결과 홍수지수법이 지점빈도
해석보다 불확실성이 더 작은 quantile을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에 포함되는 지점 개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조정
하는 것이 지역빈도해석의 효율성 측면에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효율성 지표, 점근 분산식, 홍수지수법, 지점빈도해석, Generalized Logistic 분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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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빈도해석을 통한 확률수문량은 상대적으로 짧은 표본자료

로부터 추정되기 때문에 발생빈도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홍수빈도해석은

30~60년의 연최대수문계열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

초과확률, 예를 들어 0.01 보다 작은 확률에 대해 신뢰할만

한 추정량을 얻기는 힘들다. Benson(1962)은 빈도해석을

통한 신뢰할만한 추정량은 자료개수의 2배보다 작은 재현기

간에 대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Hosking 등

(1984)은 신뢰할만한 수준의 추정량은 비초과확률 또는 재

현기간이 1-1/n보다 작을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지역빈도해석과정은 “공간”을 이용하여 “시간”을 늘

림으로써 표본크기를 증가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자 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적절한 홍수지수(index flood)를

사용하여 지역내의 연최대수문계열을 일반화(normalizing or

indexing)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역빈도해석은 설계목적

에 필요한 재현기간에 대한 일반화된 표본 수문량의 신뢰할

만한 확률수문량을 제공한다. 하지만 홍수지수법(index

flood method)의 적용은 특정지점에서의 홍수지수 추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일반화된

수문추정량과 그와 연관된 홍수지수의 불확실성을 함께 고

려해야 한다. 홍수지수법은 극치사상의 통계적 확률수문량

추정에 적절한 과정을 제공하며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어 왔

으나, 빈도해석을 통한 수문추정량의 상대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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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s 등(1989)은 이변수 Weibull 모형을 가정하여 확률

수문량의 불편의 추정량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

CRLB(Cramer-Rao Lower Bound)의 식을 유도하였으며,

이 식을 통해 지점빈도해석과 지역빈도해석을 비교하였다.

Lu와 Stedinger(1992)는 확률가중모멘트와 지점빈도해석에

의한 추정량을 표본의 평균으로 나누는 일반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GEV 분포형의 근사적 분산을 구하였다. Heo

등(2001)은 이변수 Weibull 분포형을 고려하여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에 의한 확률수문량의 근사적

분산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근사적 분산의 적용성

을 검토하였다. De Michele와 Rosso(2001)는 확률가중모

멘트를 이용하여 GEV 분포형에 일반화된 홍수량 자료를

적용하여 계산되는 확률홍수량의 분산을 검토하였으며, 이

를 홍수지수법에 의한 추정량과 조합하여 홍수지수법을 이

용한 지역빈도해석의 분산을 평가하는 불확실성 모형을 개

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지역빈도해석과 지점빈도해석간

의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효율성지수를 소개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빈도해석의 불확실성 해석을 위하여 지역빈

도해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홍수지수법에 의한 추정량의 분

산을 구하였으며, 최근 허준행 등(2007)에 의해 우리나라 지

역빈도해석에서 적합하다고 알려진 generalized logistic 분포

및 홍수지수법에 의한 추정량을 이용하여 이를 신홍준 등

(2007a, 2007b)의 generalized logistic 분포의 수문추정량

(quantile)에 대한 점근 분산식에 적용하였다. 또한 각 방법

별 추정량의 분산을 이용하여 지점빈도해석과 지역빈도해석

선택에 있어서 구분 지표를 구하고자 하였다.

2. 수문추정량의 분산

2.1 Generalized Logistic(GL) 분포형

GL 분포형은 이변수 logistic 분포형의 일반화된 모형이며

kappa 분포형의 특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Logistic 분

포형으로부터의 일반화 과정은 기존 문헌들에서 정의된 것

들과는 다른 것으로, Ahmad 등(1988)의 log-logistic 분포형

을 재매개변수화(reparameterization)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GL 분포형의 명칭은 generalized Pareto 분포나

generalized extreme value 분포와 같이 분포형의 특징을 반

영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으로 GL 분포형의 누가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1)

(2)

여기서 x0는 위치매개변수, α는 규모매개변수, β는 형상매

개변수이다.

GL 분포형의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이

용한 수문추정량에 대한 점근 분산식은 신홍준 등(2007a)에

의해 유도된 바 있으며, 그 중 확률가중모멘트법에 의한 수

문추정량의 점근 분산식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4.a)

 (4.b)

 (4.c)

 

(4.d)

 

 (4.e)

 

 (4.f)

또한 gij와 Vij는 신홍준 등(2007a)의 (B.4)~(B.8)에 나타

나 있다.

2.2 홍수지수법(index flood method)

지역빈도해석은 수문학적으로 동질하다고 판정된 지역 내

의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큰 재현

기간에 대해 수문추정량을 구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수문학적으로

동질한 지역 내에 많은 수의 관측자료가 사용 가능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 후 매개변수적 확률분포는 연평균홍수량 같

은 일반화된 특정 홍수지수에 적용시키게 된다. 홍수지수법

은 일반적으로 지역빈도해석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점의

표본자료를 동질한 지역내의 수문량인 홍수지수(지점 평균

수문량)로 나눔으로써 구해지며 이는 지역내의 모든 지점에

서 동일한 성장곡선(growth curve)이라 불리는 분포형을 따

라가게 된다. 따라서 특정 지점에서 확률수문량은 성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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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량에 지점의 홍수지수를 곱함으로써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 Eq. (5)로 표현될 수 있다.

(5)

여기서 qT는 특정 지점에서 재현기간 T년의 수문량, xT는

지역내의 재현기간 T년의 일반화된 수문량, qindex는 홍수지

수로 일반적으로 연평균수문량이다.

만약 일반화된 연평균 수문자료가 GL 분포형에 적합하다

고 가정하면 재현기간 T년의 확률수문량은 다음과 같다.

(6)

Eq. (6)을 Eq. (5)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7)

따라서 확률수문추정량의 변동성은 가 평균 E[ ],

와 분산 , 를 가지는 두 변수

와 의 곱으로 표현되는 변수임을 가정함으로써 추

정될 수 있다(Stedinger 등, 1992). 하지만 위의 가정이 성

립하려면 과 끼리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실제

로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실제 적용 가능한 불확실성 모형을 위해 과 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였고 그로 인해 아래와 같은 관계

가 성립하게 된다.

(8)

  

  

  

  (9)

따라서 특정 지점에서 자료개수 n'의 연최대수문계열이 존

재한다면 관측값의 표본평균으로 qindex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의 표본 분산은 다음과 같다.

(10)

3. 적 용

지역빈도해석은 동질한 수문학적 특성을 갖는 수문 관측 지

점들을 한데 묶은 동질 지역에 적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허준행 등(2007)이 구분한 동질 지역을 바탕으로 총 378개의

지점의 연최대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 24시간에 대한

지역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 허준행 등(2007)은 강우 관측 지

점의 위도, 경도, 고도, 연평균강수량, 7-9월의 평균강우량을 바

탕으로 군집해석 기법인 fuzzy-c means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

나라 378개 강우 관측 지점을 1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14개 지역과 각 지역에 포함된 강우 관측 지점의 개수,

자료수, 매개변수 및 각 지역의 동질성 여부는 Table 1과 같다.

동질성 여부는 Hosking과 Wallis(1997)가 제안한 이질성 척도

(heterogeneity measure, H)에 근거한 것으로 H<1이면, 동질한

(homogeneous) 지역으로, 1≤H<2이면, 비교적 동질한(possibly

heterogeneous) 지역으로, H≥2이면, 이질한(heterogeneous)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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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Regional Frequency Analysis (허준행 등, 2007)

Region Sub Region Number
 of Site

Number
 of Data

Location
Parameter

Scale
Parameter

Shape
Parameter Homogeneity

Hangang

HAN01 55 1209 0.899 0.246 -0.235 Hom.a

HAN02 25 422 0.920 0.242 -0.192 Hom.

HAN03 42 756 0.887 0.249 -0.254 Hom.

Kumgang

KUM01 12 255 0.911 0.209 -0.241 Hom.

KUM02 18 345 0.898 0.223 -0.257 Hom.

KUM03 20 273 0.951 0.204 -0.141 Hom.

Nakdonggang

NAK01 37 587 0.920 0.201 -0.227 Hom.

NAK02 55 989 0.928 0.204 -0.205 Poss. Hom.b

NAK03 26 423 0.928 0.193 -0.214 Hom.

Namhaean NAM01 14 436 0.898 0.220 -0.260 Hom.

Sumjingang SUM01 10 161 0.928 0.210 -0.199 Hom.

Tonghaean TON01 9 298 0.893 0.220 -0.272 Hom.

Youngsangang
YOU01 28 427 0.968 0.180 -0.107 Hom.

YOU02 27 598 0.932 0.200 -0.199 Hom.
aHom : Homogeneous
bPoss. Hom. : Possibly Homoge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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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판단한다. Table 1의 지역과 Hosking과 Wallis(1997)의

적합성 척도(goodness-of-fit measure)를 기준으로 선정된 적정

확률분포형은 generalized logistic 분포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GL 분포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Fig. 1은 일반화된 강우자료(normalized data)와

홍수지수법 및 Eq. (3)의 점근 분산식을 이용하여 quantile

Fig. 1 Growth Curves and Confidence Intervals for 14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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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뢰구간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금강 유역

(KUM01, KUM02), 남해안(NAM01), 섬진강(SUM01), 동

해안(TON01)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구

간이 넓은데, 이는 이 지역들이 타 지역에 비해 지역내의

지점개수 및 자료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Fig. 2 Regional Relative Efficiency Index between Regional Frequency Analysis and At-Site 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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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점빈도해석과 지역빈도해석의 비교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점빈도해석(at-site frequency

analysis, AFA)과 지역빈도해석(regional frequency analysis,

RFA)간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Eq. (11)과 같은 두 방

법간의 상대적인 효율성 지표를 계산하였다.

(11)

즉, η가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그 지점에서는 지점

빈도해석이 지역빈도해석보다 더 유리하며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면 지역빈도해석이 더 유리한 결과를 나타냄을 의

미한다. 따라서 Eq. (9)와 Eq. (3)을 Eq. (11)에 대입하고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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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gional Relative Efficiency Index between Regional Frequency Analysis and At-Site 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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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식 (3)에서 를 제외

한 나머지 항, n은 지역전체의 자료개수, 은 특정지점의

자료개수이다. 또한 는 지점빈도해석의 매개변수이고

α, β는 지역빈도해석의 매개변수이며 일반화된 표본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 의 관계가 성립한다. 

다음의 Fig. 2는 Eq. (12)의 지역빈도해석과 지점빈도해석

의 quantile에 대한 분산을 이용하여 각각의 지역에 적용해

본 결과이며, 각 지역내의 모든 지점을 점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HAN01 지역의 전체자료개수(n)가 100개이고 특

정지점의 자료개수(n')가 30개라고 하면 자료개수의 비율

은 0.3이고, 재현기간 100년의 quantile 추정을 위해

서는 효율성 지표가 1일 때의 자료개수의 비율 0.92, 즉 전

체 지역자료개수의 92% 정도인 92개 이상의 자료개수를 특

정지점에서 보유해야 지점빈도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지역빈

도해석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지역빈도해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 결과 일반적으로 재현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 지역 및 재현기간에 대하여 지점빈도해석보다 지역빈도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quantile에 대한 분산이 작게 나오며

이를 통해 지점빈도해석보다 지역빈도해석의 결과가 불확실

성이 더 작은 quantile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

점의 자료개수와 지역전체의 자료개수의 비율이 0~0.2 사이

로 지점의 자료개수가 지역전체의 자료개수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빈도해석의 적용시 필

요한 자료개수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지역 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지역빈도해석을 적용할

경우 필요이상의 자료개수로 인하여 늘어난 자료개수만큼의

지역빈도해석을 통한 이득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지역빈도해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generalized logistic 분포형과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이용한

quantile에 대한 점근 분산식을 이용하여 지점빈도해석의 가

장 큰 단점인 자료부족의 극복을 위한 지역빈도해석의 불확

실성 추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빈도해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홍수지수법을 이용하여 quantile을 추정하였으

며, 여기에 분포형 자체의 quantile에 대한 점근 분산식을

적용하여 홍수지수법으로 추정되는 quantile의 발생범위를 나

타내었다. 또한 연구 수행을 위해 지역내의 모든 지점들간에

는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였으며, 지점빈도해석과 지역

빈도해석에 의한 quantile의 분산을 이용하여 효율성지표

(efficiency index)를 제시하였다. 이 지표를 우리나라 전체

14개 지역에 적용해 본 결과 현재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기

준으로 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재현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 및 재현기간에 대하여 지점빈도해석보다 지

역빈도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quantile에 대한 변동성이 더

작게 나오며 이를 통해 지점빈도해석보다 지역빈도해석의 결

과가 불확실성이 더 작은 quantile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상태 그대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빈도해석을 적용할 경우 필요이상의 자료개수로 인하여

늘어난 자료개수만큼의 이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

며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의 지점간

상관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향후 지역빈도해석의 불확실성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내의 지점간 상관성을 고려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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