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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강수는 지역에 따라 발생양상이 매우 다른 자연현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강수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확률강수량을

산정하기위해서 수문학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점빈도해석을 통한 확률강수량을 주로 사

용해왔으나 최근 들어 Hosking and Wallis(1997)가 제안한 지역빈도해석을 활용을 적극 도모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

한 지역빈도해석 기법은 지점빈도해석 기법에 비하여 한정된 강수자료를 활용하는 측면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확률

강수량 산정방법이다. 그러나 이 기법을 적용하여 확률강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강수의 지역구분을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 

   강수지역의 구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하나 최근에는 Cluster 기법 중 K-means 방법이나 Fuzzy 

c-means 방법 등을 주로 적용하여 지역구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K-means 방법이나 Fuzzy c-means 방법 등은

산정 방법내에서 최적 군집수를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최적 군집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Cluster 평가지수 중 하나인 Dunn 지수를 이용하여 최적 군집수를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강수지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적용한 인자는 월 평균 강수량, 연 평균 강수량, 월 최대 강수량, 경도, 

위도, 고도 등이며, 이를 K-means, PAM 및 친근도 전파 기법을 통하여 강수지역을 구분하였다. 적정 군집수를 임의

적으로 증가시켜 가면서 Dunn 지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결과를 통하여 최적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핵심용어 : 지역빈도해석, Cluster 기법, Dunn 지수

1. 서론

지점 빈도해석은 자료수가 부족할 때 확률 수문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인 지역빈도 해석 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료수가 부족하거나

미 계측 지점에서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률 수문량을 산정할 수 있다(이동진, 허준행, 2001; 허준행

등, 2004; Cunnane, 1989).

지수홍수법 등을 이용한 지역빈도해석을 적용하기 위해 정해진 지역의 모든 지점들이 동일한 수문학적

특성을 가진다고 간주할 경우 서로 다른 지점들의 공간 특성으로 인하여 지점 간의 이질성이 증가하여 정

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김경덕, 허준행, 2007; Gabriele and Arnell, 1991).

지역빈도해석 단계 중 동질 지역의 구분은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질 지역 구분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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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기법과 변수들이 활용되어 왔다. 일례로, Mallants and Feyen 

(1990)은 일강우량 자료만을 활용하여 지역을 구분하였고, Guttman (1993)은 7개의 지형 및 기후와 관련

된 변수를 바탕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Zhang and Hall (2004)은 몇 가지 군집해석 기법을 활용해서 지

역을 구분했고, Dinpashoh et al. (2004)은 주성분 분석, Procrustes Analysis,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을 구분함으로 동질 지역 구분의 효율을 향상에 대해 연구하였다(남우성 등, 2008).

2. 강수지역구분

2.1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변수가 많은 경우에 군집해석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요인분석은 기존 변수들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요인(factor)이라 불리는 변수 내의 공통적인 새로운 변수를

도출하여 이 요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전체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설명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통계 패키지인 SPSS을 활용하여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추출은 최우도법, 요인회전은 기후자료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varimax rotation (Overall and 

Klett, 1973; Puvaneswaran, 1990; White et al., 1991)을 적용하였다.

2.2 군집분석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은 집락분석(집단을 규명하는 방법)이라 불리기도 하며, 개체들이 지니고 있

는 다양한 속성의 유사성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개체들이 일정한 속성에 따

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각 집단 간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

다. 군집분석 기본원리는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특성들을 유사성(Similarity) 거리(Distance)로 환산하고 거

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개체들을 동질적으로 군집화 하는 것이다(박상우, 2003). 이러한 군집분석은 어느

한 기법이 우수하다고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자료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군집방법과 군집개수를 산정

해야 한다.

가. k-means 군집분석

통계학이나 데이터마이닝에서 k-means 군집은 가장 가까운 평균을 가진 군집에 속해 있는 각각의 관측

치안에 n개의 관측치들을 k개의 군집으로 분할하려는 목적을 가진 군집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k-means 알

고리즘(McQueen, 1967)은 주어진 자료에 안에서 군집을 확인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각의 관측치들이 d차원의 실제 벡터인 관측치들(⋯ )이 주어졌을 경우, k-means 군집은 n개

의 관측치들을 k개의 집합( ≤ )으로 분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군집간 제곱합을 식 (1)과 같이 최소

하여야 한다.

arg
  




 ∈ 

  
 (1)

여기서, 는 상의 자료들의 평균이다.

나. Partitioning Around Medoids(PAM) 알고리즘

PAM 알고리즘은 k-medoids 알고리즘으로 불리우며 k-means방법과 유사하다. 다만, k-means 기법은

극도로 큰 값(혹은 작은 값)이 자료의 분포를 사실상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에 민감하다. 이를 위해

군집에서 객체들의 평균값을 취하는 대신에 군집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객체인 medoid를 사용할 수 있

다. k-medoids 군집화 알고리즘의 기초적인 방법은 각 군집에서 대표 객체(medoids)를 임의로 찾음으로

써 n개의 객체 중에서 k개의 군집을 찾는 것이다. 남은 각각의 객체는 가장 비슷한 medoids에 군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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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정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tep 1. n개의 객체 중 대표 객체(medoids)를 k개 지정한다. (n＞k)

 Step 2. k개의 medoids를 지정 후, 나머지 객체를 유사성이 가장 높은 medoid에 배속한다. 여기서 유

사성은 거리측도를 활용한다.

 Step 3. medoid가 아닌 다른 객체를 임의로 지정한다.

 Step 4. 본래의 medoid와 임의의 medoid간의 총 거리측도 합을 계산한다.

 Step 5. 만약 총 거리측도 합이 음수인 경우, 임의의 medoid를 기존의 medoid와 교체한다.

 Step 6. 변화가 없을 때까지 Step2~Step5를 반복한다

다. 친근도 전파(Affinity Propagation) 군집

Frey and Dueck(2007)은 친근도 전파에 기반을 둔 군집 분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자료들간의 유사

도를 반영하는 메시지를 자료들끼리 주고받음으로써 각 자료마도 자신을 대표하는 점(exempler)가 결정되

고, 동일 대표점을 갖는 자료들기리 하나의 군집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때 메시지는 각 자료와 지정된 대

표 점들 간의 유사도를 극대화시킬수 있도록 가정된다. 친근도 전파는 각 자료에 대한 대표점을 선정하기

위한 두 종류의 척도를 나타내는 책임도(responsibility)와 유효도(availability)라는 메시지가 있다. 두 종류

의 메시지는 모두 I번째와 j번째의 자료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입력정보 s(i,j)에 의해 결정된다(이수찬 등, 

2008). 

2.3 유효성측도

원 자료로서 군집 결과를 분석하여 자료 본래의 정보를 사용하여 군집화가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측도

를 일반적으로 내부유효성 측도라 하며, Dunn Index(Dunn, 1974) 및 Silhouette Width(Rousseeuw, 

1987)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unn Index를 통하여 군집유효성을 판단하려 한다.

Dunn 지수는 같은 군집에 속해 있는 두 개체간의 가장 큰 거리에 대한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해 있는 두

개체간의 가장 작은 거리 비(ratio)를 나타내면 식 (2)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min ≤  ≤ min ≤  ≤  ≠ 





max ≤  ≤ 

  


 (2)

여기서  은 군집 와 의 거리를 나타내며,  는 에 대한 군집간 거리를 말한다. 같은

군집에 속해 있는 두 개체간의 거리가 작을수록 다른 군집에 속해있는 두 개체간의 거리가 클수록 Dunn 

지수는 커지므로 Dunn 지수가 클수록 군집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대상지역 및 지역구분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상청 산하 68개 강우 관측 지점의 강우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68

개 지점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자료 기간은 10～88년에 이른다. 동질 지역 구분을 위해

Table 1과 같이 강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68개 강우 관측 지점에 대해 수집하였다.

Variable Description
LAT LATITUDE
LONG LONGITUDE
ALT ALTITUDE
MAP Mean Annual Precipitation
APMi, i = 1, 2,…,12 Average Precipitation in a Month
MDPi, i = 1, 2, … ,12 Average Maximum Daily Precipitation in a month
AMaxMDP Average Maximum of Maximum Daily Precipitation in a month

Table 1. Climatological and Geographical Candidate Variables Related with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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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개의 요인을 산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는 0.52로 0.5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5개 요인의 누적 설명 총분산은 89.14%이

다. 이렇게 산정된 5개 요인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k-means, PAM, 친

근도 전파 방법을 적용하였다. 군집수는 3개에서 9개까지를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각각 분할된 군집들에 대

하여 유효성측도인 Dunn 지수를 산정하여 Fig. 1에 도시하였다. 도시 결과 세 가지 분석 방법이 모두 군집

수가 5개 일 경우 Dunn 지수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k-means 방법의 경우 군집수 3개와 5개 일 경우 그

그 값이 각각 3.716, 3.752로 유사하게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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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M
 Affinity Propagation

Fig. 1. Dunn Index with three methods of cluster techniqu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68개 강우 관측소의 자료를 기반으로 강수지역을 구분하였다. 강수지역 구분을 위하여 관

측지점별 지형자료 및 강우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관련 항목을 29개에서 5개 요인으

로 최소화하면서 자료의 중복효과를 제거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점별로 산정된 5개 요인에 대하여

3개의 군집분석을 군집수를 3개에서 9개로 변화시켜가면서 Dunn 지수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가지 군집방법 모두 군집수 5개일 경우 Dunn 지수가 높게 산정되었다. 그러므로 분석대상지역은 군집수

가 5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 군집유효성 측도인 Dunn 지수를 통하

여 각 군집기법별로 최적 군집수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강수 지역구분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추후 지역빈도해석 알고리즘에 포함된

동질성 검사 및 해석결과에 따른 제곱근편차 등을 계산하여 재검증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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