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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문학에서 사용되는 강우-유출 모델의 경우 선형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효강수량으로부터 시간적 지연을 통해서 유

출량이 결정되는데 그 양은 강우량의 선형적인 비로 표현되어서 결국 합성곱을 통해 해석되게 된다. 또한 자료에 대한 확률

론적 분석에 많이 이용되는 비매개변수 핵밀도함수의 경우, 핵(Kernel)의 의미자체가 합성곱에서 나온 것으로서 개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핵을 통해 매끄러운 확률밀도함수를 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곱을 바탕으로 강우-유출 모델과 비매개변수

확률밀도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그 공통적인 특성과 다른 점을 수학적으로 나타내 줌으로써 사용되는

합성곱 함수의 유용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핵심용어 강우유출모델, 핵밀도함수, 합성곱, 비매개변수

ABSTRACT In rainfall-runoff models employed in hydrological applications, runoff amount is estimated through temporal delay of

effective precipitation based on a linear system. Its amount is resulted from the linearized ratio by analyzing the convolution

multiplier. Furthermore, in case of kernel density estimate (KDE) used in probabilistic analysis, the definition of the kernel

comes from the convolution multiplier. Individual data values are smoothed through the kernel to derive KDE. In the current

study, the roles of the convolution multiplier for KDE and rainfall-runoff models were revisited and their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were investigated to discover the mathematical applicability of the convolution multiplier.

KEYWORDS rainfall-runoff model, kernel density estimate, convolution multiplier, nonparametric

1. 소 개

수문학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거나 수문시스템의 모델링을

위해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을 적용하여

그 해석이나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수문자료 분석에는 자료의 확률을 수학적 식으로 나타

해주는 확률밀도 함수를 많이 사용하여 극치사상에 대한

확률적 의미를 표현해 주게 된다. 이를 위해 매개변수를 바

탕으로 하는 Normal, Log-normal, Gamma, GEV, Weibull

분포형등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나(Kottegoda and

Rosso, 2008; Rao and Hamed, 2000) 최근에는 그 수학적 모

형의 형상을 데이터를 통해 대변해 주는 비매개변수적 방

법들도 널리 사용되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비매개변수 핵

밀도함수(Nonparametric kernel density estimate)라고 한다

(Adamowski, 1996; Moon and Lall, 1994; Moon et al., 1993;

Salas and Lee, 2010; Silverman, 1986). 이러한 비매개변수

핵밀도 함수는 현재 수문학에서 홍수분석이나 가뭄분석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Adamowski, 1996; Adamowski, 2000; Adamowski and

Feluch, 1990; Lall et al., 1993; Lee et al., 2010; Le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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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and Lall, 1994; Salas and Lee, 2010). 여기서 비매개변

수 핵밀도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핵(‘Kernel’)을 왜 사용

하였는지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핵밀도함수를 합성곱(Convolution)을 통하여 유도하고 핵

(‘Kernel’)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수문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위 유량도에

의한 강우-유출모델을 Bras(1990)는 수학적 함수인 합성곱

(Convolution)을 통해 표현하였는데 핵밀도함수에서 사용

되어지는 합성곱과 비교하였다. 두 다른 합성곱의 수문학

적 응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여줌으로써 한 차원 높은

수학적인 모델의 이해를 돕도록하였다.

2. 합성곱(Convolution)과 핵함수(Kernel function)의 

정의

합성곱을 설명할 때 해당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선형

조건이다. 즉 가산성(additiv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을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는 것이다. 상수 m, n와 변수 x
1
과 x

2
에

대해

(1)

로 표현되어진다. 식 (1)의 두 번째 식은 가산성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식은 비례성을 보여주고 있다.

합성곱은 어떤 특정 함수g에 대해 다른 함수 f 가 옮겨감에

따라서 그 포함하는 양을 표현하는 적분을 의미하는 것으

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의 함수에 다른 함수를 혼합시키는

것이다. 이는 보통 점원(point source)에 대한 해석을 알고

있는 경우 유한한 크기의 source 를 핵함수(kernel function)

와 복합시켜 그 해답을 찾게 하는데 사용된다. a와 b의 합

성곱은 ⊗ 부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다.

(2)

여기서 a(t)는 대상함수(solution function)이고 b(t)는 핵함

수(kernel function) 또는 가중함수(weighting function)라고

도 불린다. 이 핵함수는 대상함수의 첨두를 완만하게 하

고 가파른 경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합성곱은 일반

적으로 필터링(filtering)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합성곱은 일반적으로 상미분 방정식을 풀기위한 라플라

스변환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식 (2)에서의

합성곱이 라플라스 변환시 a와 b 곱으로 나타내어져서 그

풀이가 쉽게 되기 때문이다. 즉,

 (3)

여기에서 로 나타내어 지는데 보통은 t

가 시간의 함수가 되어 t ≥ 0 부분만 고려하게된다. 특정

함수 a(t)에 대한 합성곱의 항등함수(identity)는 디랙델타

함수로,

(4)

표현되어지며 여기서 디랙델타함수는

(5)

로 정의되며 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식으로 나타내면 그 특성이 명확히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3. 비매개변수 핵밀도함수(Kernel Density 

Estimate, KDE)

임의의 변수 x에 대한 핵밀도함수(Kernel Density Estimate,

KDE) 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수 있다.

(7a)

또는,

(7b)

여기서 x
i
(i = 1,.., N)는 관측값을 의미하며 N은 데이터의

갯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h는 핵밀도함수의 부드러움을

결정하는 광역폭 인자이며 K(.)는 가중치함수 또는 핵함

수라고 하며, K
h
(.)는 스케일된 핵함수(scaled kernel)이다. 핵

함수 K(.)의 종류에는 Rectangular, Gaussian, Epanechnikov,

Cauchy 등이 사용되고 있다(Silverman, 1986).

본 연구에서는 이 핵밀도함수 (식 7a)에 대한 정의를 다

음과 같이 합성곱 식으로 유도하였다.

(8a)

여기에서 는 f (y
i
)dy로, 즉 dF(y

i
) 표현되어질 수 있다.

f mx
1

nx
2

+( ) f mx
1

( ) f nx
2

( )+ mf x
1

( ) nf x
2

( )+= =

a t( ) b t( )⊗ a t( )b τ t–( ) td

∞–

∞

∫=

ℑ a b⊗( ) ℑ a( )ℑ b( )=

ℑ a( ) e
st–

a t( ) td
∞–

∞

∫=

δ a⊗ δ t τ–( )a τ( ) td
0

t

∫ a t( )= =

δ t τ–( )
∞  for t τ=

0  for t τ≠⎩
⎨
⎧

=

δ τ( ) τd
∞–

∞

∫ 1=

ℑ δ a⊗( ) ℑ δ( )ℑ a( ) ℑ a( )= =

f̂ x( ) 1

N
---- Kh

i 1=

N

∑ x xi–( )=

 
1

Nh
------- K

i 1=

N

∑
x xi–

h
-----------
⎝ ⎠
⎛ ⎞=

1

N
---- Kh

i 1=

N

∑ x xi–( ) Kh

y
j

a=

b

∑ x Yj–( )
nj

N
----=

nj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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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8b)

그리고 여기서 a = -∞ and b = ∞가 되면 결국

(9)

식 (9)는 결국 합성곱 식이 되어 식 (3)과 같은 형태가 된

다. 그림 1은 7개의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핵밀도 함수를

나타낸 것이며 Gaussian핵함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핵밀도 함수는 관측치들에 놓여져 있는

융기(bumps)들의 합이며 핵함수는 이러한 융기들의 모양을

결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관측자료에 대해 Gaussian 핵

함수가 적용되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완만한 형태의 확

률밀도 함수가 구해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핵함수의 부

드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광역폭 h가 영으로 접근할 경

우에는 관측치들의 디랙델타 함수(Dirac delta function) 첨

두들의 합이 된다. 따라서 식 (9)는 식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음으로 정리될수 있다.

여기서 f (y)는 결국 식 (8a)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f (y
i
)dy에서의 f (y

i
)와 같은 값이다. 더불어, h가 커지면 밀

도함수의 세부적인 변화가 사라져서 완만한 형태의 밀도

함수가 된다. 

4. 강우-유출모델의 합성곱 해석

수문 시스템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강우-

유출 모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집중형 모델(Lumped Model)

은 일반적으로 단위유량도(Unit Hydrograph)를 가지고 강

우-유출 사상을 선형적인 결합함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윤용남, 2007). 이러한 단위유량도를 기반으로 강우사상을

선형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유출량을 표현하는 것을 Bras(1990)

는 수학적 함수인 합성곱(Convolution)을 통해 표현하였다.

수문 시스템에서 강우량과 유출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특정단

위시간 동안 균일한 강도로 유역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내

리는 단위유효우량(1 cm)으로 인한 직접유출량 수문곡선

인 단위 유량도(Unit Hydrograph, UH)를 바탕으로 강우량

과 유출 특성을 도출하게 된다. 즉 유역에 설정된 단위 유

량도를 바탕으로 강우량과 유출의 선형시스템을 가정하여,

강우량에 대한 지체유출량을 축적시키는 방법으로 유량을

구하게 된다. 이는 강우강도의 시간적 분포를 I(τ)라고 하

면 유출량은 수학적으로 합성곱 적분으로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Bras, 1990).

(10)

여기에서 Q(t)는 시스템의 출력 값이고 h(t)는 순간 단위

유량도(Instantaneous Unit Hydrograph, IUH) 라고도 하는

데 단위우량이 대상유역에 순간적으로 적용되었을 때의

반응 값을 의미하며 디랙델타함수(dirac delta function, δ(t))

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진다.

(11)

유출에 대한 식 (10)에서 수문학적 시스템에서 음수의 시

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 강우 입력에 대한 고려는 하

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식이 변형되게 된다.

(12)

이러한 사항을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강우강도

I(τ)에 대한 유출의 합성곱 관계를 순간단위 유량도를 통

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합성곱 해석을 이용한 유출모델과 핵밀도함수

단위 유량도의 합성곱 해석은 수문학적 시스템을 연구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며 이에 반하여 핵밀도 함수는

통계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수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 다른 두 가지의 방법은 그 기반이

합성곱 해석에 기반을 두는 방법으로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밀도 함수의 경우 다양한 핵함수가 임의의 점

Kh

y
j

a=

b

∑ x Yj–( )
nj

N
---- Kh x y–( )f y( ) yd

a

b

∫≈

f̂ x( ) Kh x y–( )f y( ) yd
∞–

∞

∫=

f̂ x( ) Kh x y–( )f y( ) yd
∞–

∞

∫ f y( )= =

nj

N
----

Q t( ) I τ( )h t τ–( ) τd
∞–

∞

∫=

h t( ) δ t τ–( )h τ( ) τd
∞–

∞

∫=

Q t( ) I τ( )h t τ–( ) τd
0

t

∫=

Fig. 1. Kernel density estimate using Gaussian kernel from 7

observ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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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합산하여 임의의 점의 확률을 주변의 확

률과 매끄럽게 이어져 나갈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

다. 그리고 식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핵함수가 어느 위

치에 있든 임의의 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위 유량도의

경우는 순간 단위유량도를 핵(Kernel)으로 놓고 강우량을

합성곱 해석하여 유출량을 해석하였다. 여기에서 음수의 시

간이 존재하지 않고 미래강우에 대한 입력이 고려되지 않으

므로 그 범위가 0에서 특정시간 t에 대한 고려만 이루어진

다. 단위유량도와 핵밀도함수 두 가지의 합성곱 해석은 기

본적인 방법론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임의

의 점에서 고려하는 핵(Kernel)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출해석에서 사용되는 유출

모델과 핵밀도함수의 수학적 기초가 되는 합성곱 해석을

되짚어 보고 두 모델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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