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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quantified the storm direction for a river basin by applying the von Mises distribution, also determined the rep-

resentative storm direction. Additionally, the whole procedure was repeated for several storm types such as frontal, typhoon and

convective storms for their comparison. From the results derived by analyzing a total of 101 storm events for the Naesung river

basin, the von Mises distribution was found to explain the directional characteristics of storms. The representative moving direc-

tions derived for three different storm typ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which is coincident with the climate of Korea.

The results derived in this study could be helpful to estimate more quantitatively the difference in the runoff response with respect

to the moving direction of a 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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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성을 von Mises 분포를 이용하여 정량화하고, 그 대표 이동방향을 결정하였다.

추가로 호우 발생특성(장마, 태풍, 대류성 강우)에 따른 호우의 방향적 특성을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대상유역인 내성천 유역에

서 수집된 101개 호우사상을 이용한 결과, von Mises 분포는 대상 호우사상의 방향적 특성이 적절히 표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우의 이동방향은 그 발생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들 특성은 한반도의 기후특성과도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호우 이동방향에 따른 유출응답의 차이를 보다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호우, 이동방향, 대표방향, von Mises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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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역 내 수문순환을 구성하는 제 요소는 모두 방향성을 갖

는다. 지표면(또는 사면) 유출이 그러하고, 하천 유출, 상부토

양층에서 토양수분의 흐름, 지하수의 흐름도 그러하다. 유역

에서의 강우-유출 해석에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강우는 특히

그 방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강우의 방향에

따라 상이한 유출응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Niemczynowicz

and Jönsson, 1981; Niemczynowicz, 1988). 이러한 차이는

물론 사면과 하천, 그리고 강우의 방향성이 일치하느냐 또는

불일치하느냐의 영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방향성과 관련한 수문분야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수문

순환을 구성하는 개개 요소들의 방향성에 대한 정량화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강우의 방향성에 따른 유출응답의 차

이를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최계운 등,

1993, 2000; 한건연 등, 2004, 2006; Yen and Chow, 1969;

Townson and Sim, 1974; Niemczynowicz, 1984; Anderson

et al., 1991; Singh, 1998, 2002; Lima and Singh, 2002,

2003; Chang, 2007). 이러한 연구들도 대부분 모의실험에 근

거하거나 관측된 호우사상의 분석들로서 보다 정량적인 이론

적 해석은 아직 시도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물

론 수문순환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의 방향성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유역 수문순환의 시

스템적 접근에서 각 요소가 궁극적으로 유출의 특성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문순환의 제 요소들의 방향성을 적절히 정량화한다

고 해도 이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 또는 조합하여 유출에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된다.

호우의 방향성을 정량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Marshall(1980)은 219개의

호우사상을 이용하여 영국 Cardington과 Winchcombe 지역

호우의 이동속도와 이동방향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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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mczynowicz and Dahlblom(1984)는 스웨덴 Lund 지역

을 대상으로 400개의 호우사상을 추출하여 강우의 동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호우의 이동방향을 계절별로 분류

하고, 호우와 바람의 이동속도를 2변수 대수정규분포로 정량

화한 바 있다. Takeuchi(1985)는 일본 Mt. Akagi에 위치한

기상레이더 자료에서 30개의 호우사상을 선정하여 강우특성

별로 호우 이동속도와 이동거리를 정량화한 후 그 특성을 비

교·평가하였다. Upton(2002)은 영국 Bolton 지역을 대상으

로 107개의 호우사상을 이용하여 호우 이동방향의 분포 특성

을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전일권(2001)은 대청

댐 유역을 대상으로 48개 호우사상의 이동특성을 산정하여,

바람의 이동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철상과 박창

열(2010)은 호우사상의 매 단위시간별 이동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정량화한 바 있다. 이들 국내외 연구에서 대상유역에

대한 호우의 이동특성을 정량화하고 아울러 대표방향을 설정

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Marshall(1980), Niemczynowicz and

Dahlblom(1984), 유철상과 박창열(2010) 등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특히 강우-유출 해석 측면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이들의 연구는 호우 이동방향 특성의 중요성을 파악

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할 만한 호우

이동특성의 정량화 방안이 제시되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극복되어야만 호우의 이동특성이 수문해석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자연유역에서 강우의 방향

성에 따른 유출특성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된다. 강우-유출과정을 선형시스템으로 가정하여 단위

도의 개념을 도입하여도, 강우의 방향성에 따른 단위도의 형

태 변화가 가능하다. 즉, 강우의 방향성에 따른 유역 응답함

수의 비선형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대상유역

의 기후특성을 반영하여 강우의 대표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유역의 대표단위도를 결정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강우의 시간분포문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강우의

방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후학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강우의 방향성을 분석하여 유역의 중심에서 강우의 시간분포

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건설교통부, 2000; Huff, 1967;

Pilgrim and Cordery, 1975).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호

우사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강우의 방향성 및 그 발생가능

성을 함께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빈도 개념은 특

히 높은 재현기간을 갖는 호우 또는 가능최대홍수량의 계산

에 있어 강우의 시간분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성을 이론적으

로 정량화하여 호우의 대표 이동방향을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내성천 유역을 대상으로 총 101개의 호우사

상을 분석하여 이용하였다. 호우사상의 매 단위시간별 이동방

향과 이동거리(이동속도)는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한 호우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대상 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

성은 von Mises 분포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상유역의 대표 이동방향을 결정하였다. 추가로 호우 발생특

성(장마, 태풍, 대류성 강우)에 따른 호우사상의 대표 이동방

향 특성을 파악하였다.

2. von Mises 분포를 이용한 방향성 자료의 정량화

방향성을 갖는 자료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는 일반적인 자료

에 대한 정량화와는 매우 다르다. 특히, 방향자료의 순환적

거동이 고려되는 확률밀도함수의 적용이 중요하다. 다음은 방

향 자료의 정량화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von Mises 확률밀

도함수를 나타낸다(Fisher and Hall, 1989 ; 1990).

(1)

여기서, I0(κ)는 수정된 베셀 함수(modified Bessel function)

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von Mises 확률밀도함수의 매개변수로는 주방향(preferred

direction, µ)과 집중계수(concentration parameter, κ)가 있다.

그러나 von Mises 확률밀도함수의 적용과정에서 여러 개의

mode를 가정할 수 있으므로, 매개변수의 추정도 mode 수에

따라 다르게 된다. 각 경우에 대한 von Mises 분포의 적용

과정은 유철상과 박창열(2010)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3. 대상 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성 정량화

3.1 대상유역 및 강우자료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

였다. 내성천 유역은 형상계수(유역면적/유로연장2)가 0.14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긴 막대 모양의 형태를 갖는다. 이

러한 유역 형상은 강우 방향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

는 조건이 된다. 내성천 유역의 유역면적은 1,816 km2이며,

유로연장은 113 km이다(Fig. 1).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성을 정량화하

기 위해 가용한 모든 호우사상을 이용하였다. 먼저, 내성천

유역 내 위치한 영주 지점에 대해 1978-2007년 사이의 강우

자료를 수집한 후 총 101개의 호우사상을 선정하였다. 이때

호우사상 선정기준은 총강우량이 20 mm 이상, 강우 지속시

간이 24시간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독립호우사상을 분리하

기 위한 무강우 지속시간은 8시간을 고려하였다(건설교통부,

2000). Table 1은 선정된 호우사상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호우사상들에 대한 호우추적 결과는 관측 자료의 품

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Niemczynowicz, 1987). 이러한

문제는 전체 호우사상의 거동에 반하는 결과를 주게 되므로,

분석 전에 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기상청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내륙지역에 가

용한 기상청 관할의 우량 관측소는 총 65개이다(Fig. 1 참조).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호우사상을 그 발생특성에 따라 장

마, 태풍, 대류성 강우로 분류하여 호우의 방향적 특성이 따

f θ( ) 2πI
0
κ( )[ ]

1–
exp κ cos θ µ–( )[ ]  0 θ 2π  0 κ ∞<≤,<≤,=

I
0
κ( ) 2π( )

1–
exp κ cos φ µ–( )[ ] φd

0

2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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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infall gauge network in study basin

Table 1. Periods of the storm events

No.
Start date

(Year/Month/Day/
Hour)

Duration
(hr)

Maximum 
rainfall intensity

(mm/hr)

Total 
rainfall 
(mm)

No.
Start date

(Year/Month/Day/
Hour)

Duration
(hr)

Maximum 
rainfall intensity

(mm/hr)

Total rainfall 
(mm)

1 1978062901 34 24.0 62.5 52 1996062408 28 8.5 104.0

2 1978071701 57 16.0 133.1 53 1996072107 26 38.0 107.5

3 1978081904 38 20.0 151.2 54 1996082601 55 12.5 91.5

4 1979060602 34 7.5 51.0 55 1997063023 28 30.5 143.5

5 1979091617 37 7.4 50.7 56 1997070421 45 13.5 136.0

6 1980071316 24 21.1 62.6 57 1997080311 36 10.5 106.5

7 1980072808 53 5.0 47.1 58 1998062501 36 11.0 103.5

8 1980082507 46 19.5 137.1 59 1998071007 26 11.0 58.0

9 1981082907 41 20.5 160.6 60 1998092902 46 8.5 168.5

10 1981092410 29 12.0 85.7 61 1999072722 31 9.0 75.0

11 1982081309 35 15.4 81.9 62 1999080203 38 48.5 191.0

12 1983082305 39 13.0 79.9 63 1999082523 50 8.5 71.0

13 1984062508 24 12.5 64.0 64 1999092103 28 3.5 23.5

14 1984090110 54 22.5 143.4 65 1999092214 45 19.5 125.5

15 1985070306 25 6.0 49.5 66 2000062613 33 20.0 104.0

16 1985070702 41 12.5 86.5 67 2000082402 81 28.5 209.0

17 1985081503 33 7.5 26.9 68 2000090722 37 3.0 49.5

18 1985081619 25 13.8 70.5 69 2000091220 58 14.5 157.0

19 1985091508 60 6.5 64.5 70 2001061802 35 16.0 106.0

20 1985091814 24 13.0 76.1 71 2001062902 28 19.5 111.5

21 1986061503 43 5.5 46.7 72 2001090900 29 13.5 55.0

22 1986062308 49 8.0 124.2 73 2002070504 38 10.0 72.5

23 1986071020 28 12.0 56.0 74 2002072210 24 8.5 36.0

24 1986092002 36 11.5 71.8 75 2002080521 46 29.5 244.5

25 1987071420 38 16.5 164.8 76 2002081213 29 4.0 24.0

26 1987072106 63 22.5 272.5 77 2002081407 60 4.0 32.5

27 1987072521 25 9.0 37.9 78 2002083022 32 21.5 144.0

28 1987082723 52 17.0 72.8 79 2003070900 36 31.5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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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되어 비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장마와 태풍

기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참고하였으며, 대

류성 강우는 장마와 태풍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설

정하였다. 각 경우에 해당하는 호우사상은 Table 2와 같이

분류된다. 대략 30개 내외의 호우사상이 각 경우로 분류되어

그 특성을 비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호우 이동경로 추적

3.2.1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한 호우추적

본 연구에서는 매 단위시간별로 호우 이동특성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결정되어야만 하천유역을 지나는 호

우의 방향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호우추적기법은 많지 않다. 가장 대표

적으로 합성결합함수(composing matching function)를 이용

한 방법을 들 수 있다.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한 호우추적기법

은 호우의 공간적인 분포 형태가 두개의 시간 단계에서 얼마

나 잘 맞는지를 비교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Fig. 2 참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대편차함수가 이용된다

(Johnson and Bras, 1979).

(3)

여기서 q(x, y, t)는 (x, y) 지점에서 시간 t일 때의 강우량이고,

α와 β는 변위량, S는 대응면적을 나타낸다. 이 방법의 적용

절차는 유철상과 박창열(2010)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C α β,( )
1

S
--- q x y t

1
, ,( ) q x α  y β  t

2
,+,+( )– xd yd

s
∫∫=

Table 1. Continued

29 1988060100 41 6.5 63.9 80 2003072204 24 10.5 80.0

30 1988071220 44 30.5 164.5 81 2003082620 30 11.0 58.5

31 1989060803 26 9.0 75.0 82 2003083004 29 3.5 31.0

32 1989072503 57 21.0 214.5 83 2003091123 32 10.0 96.0

33 1989072816 24 26.5 86.5 84 2004062006 30 25.5 183.5

34 1989090815 25 20.5 116.0 85 2004070318 37 14.0 56.0

35 1989091402 40 8.0 94.5 86 2004071400 64 37.5 152.0

36 1990062008 31 8.0 57.3 87 2004081809 27 13.0 124.0

37 1990062414 42 8.0 82.0 88 2004082204 29 6.5 50.0

38 1990091012 39 15.0 51.0 89 2005062615 27 12.0 58.0

39 1991071114 26 6.0 38.0 90 2005070304 25 11.5 76.5

40 1991082211 46 6.4 47.9 91 2005071101 26 21.5 156.5

41 1991092611 32 6.6 66.7 92 2005081906 31 24.0 83.5

42 1992071208 24 5.5 42.5 93 2005092104 37 10.5 88.0

43 1992081402 29 6.5 52.0 94 2006071006 28 12.5 95.0

44 1993060200 28 6.0 50.0 95 2006071608 73 16.5 247.5

45 1993062807 62 9.5 81.5 96 2006072804 27 18.5 85.5

46 1993071204 44 24.0 151.5 97 2007070101 41 12.0 61.5

47 1993071617 34 8.0 62.5 98 2007080413 24 19.5 50.0

48 1993080122 34 8.5 73.5 99 2007082815 60 10.0 102.5

49 1993080801 28 34.0 135.0 100 2007090101 48 13.0 98.5

50 1995082315 51 11.5 95.0 101 2007090406 71 4.0 64.0

51 1996061621 34 13.5 113.5 -

Table 2. Three different types of storm events considered

Storm types
Number of 

events
Event number

Jang-Ma 35
1, 2, 7, 13, 15, 16, 23, 26, 27, 30, 32, 36, 
39, 42, 45, 46, 47, 51, 52, 55, 56, 58, 59, 
66, 71, 74, 79, 80, 86, 89, 90, 91, 95, 96, 97

Typhoon 28
3, 6, 10, 11, 14, 17, 22, 24, 25, 33, 37, 
40, 41, 49, 53, 60, 61, 64, 65, 67, 73, 78, 

83, 85, 87, 94, 98

Convective 
storm

38 Otherwise

Fig. 2. Schematic diagram of calculating the storm movement

parameters using composing matching function (Yoo

and Par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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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상 호우사상의 호우 이동경로 추적

호우 이동경로 추적을 위해서는 격자화 된 강우자료가 필

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점 강우자료에 크리깅 기법을 적용하

여 격자화 된 강우장을 도출하였다(윤강훈 등, 2004), 이때

격자 크기는 1 km × 1 km로 설정하였다. 이를 이용한 호우추

적 결과는 합성결합함수를 이용한 호우적기법의 문제로 대상

유역 위에 직접 표현할 수 없다(Zawadski, 1973).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간 변화에 따른 결합점을 연결함으

로서 해결하였다. Fig. 3은 호우추적 결과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방향성을 갖는 자료의 경우 특히 히스토그램의 검토가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히스토그램을 통해 대략적인

최빈값의 특성(결국, von Mises 분포의 형태)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갖는 자료의 히스토그램

은 장미그림(rose diagram)의 형태로 제시된다.

Fig. 4는 각 호우사상별로 호우의 방향자료를 장미그림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각 호우사상별로 결정된 대표 이동방

향도 함께 도시하였다. 참고로, 하나의 호우사상에 대한 대표

이동방향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2개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유철상과 박창열, 2010). 이런 경

우의 대부분은 공간적인 복합 호우사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복수의 최빈값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호우사상

의 경우 대표 이동방향이 한 방향인 경우가 74개, 두 방향인

경우가 18개, 세 방향인 경우가 9개로 나타났다. 하나의 호

우사상에서 대표 이동방향이 두 방향 이상일 경우 대표방향

은 각각의 발생확률을 갖게 되며, 그 합은 1이 된다(유철상

과 박창열, 2010).

이와 같이 결정된 호우사상들의 호우 대표 이동방향의 분

포 특성은 Fig. 5와 같다. 이 그림은 결정된 대표 이동방향

의 순환적 특성을 고려한 분포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장미그림을 통해 얻을 수 있다.

3.3 내성천 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적 특성

내성천 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성은 대상 호우사상의 대

표 호우이동방향을 근거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 호우사상들

에 대해 결정된 대표 이동방향을 장미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Fig. 6은 복합호우사상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대표방향을 모

두 고려한 것이다. 즉, 대상 호우사상에서 발생 가능한 방향

적 특성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상

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성을 정량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Fig. 6을 통해 내성천 유역에서 발생한 호우의 방향적 특성

을 파악하고, mode의 수도 결정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내

성천 유역의 대표 호우 이동방향은 뚜렷하게 한 방향으로 나

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강우-유출 과정에 적용하는데 유리한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유역에 대한 대표 호우 이동방향이

반드시 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호우 발

생특성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

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 호우사상들은 장마

34.7%, 태풍 27.7%, 대류성 강우 37.6%로 구성되어 각각의

특성을 고루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각의 특성은 다

음 장에서 기존 연구성과와 비교하였다.

내성천 유역의 대표적 호우 이동방향은 남서쪽에서 동북방

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Fig. 6 참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Fig. 3. Examples of storm trajectories derived by the storm tracking method



114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0권 6호 2010년 12월

는 호우 방향에 따른 유출규모는 호우의 이동이 유역의 상류

에서 하류(유출구) 방향으로 발생할 때 최대 또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Jensen, 1984; Singh, 1998; Lima and

Singh, 2002; Lima et al, 2003; Chang, 2007). 이 경우

수문곡선의 특성은 (1) 기저시간의 감소 (2) 첨두유량의 증가

(3) 수문곡선 상승부의 지체로 알려져 있다(Chang, 2007).

반대로 유역의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호우가 이동할 때는

유출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된다. 내성천 유역의 대표

호우 이동방향은 동북 방향이므로 극단적인 유출규모를 나타

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Figs. 1 and 6 참조). 오히려 전체

적으로 내성천 유역의 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호우가 이동해

가는 특성을 나타낸다. 즉, 내성천 유역에서 정체강우로 추정

된 설계홍수량은 실제 발생가능한 유출량에 비해 왜곡될 여

지가 있다. 이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호우

이동방향에 따라 유출특성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다음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내성천 유역의 대표 호우 이동방향은 대상 호우사상에서

결정된 각각의 호우 이동방향을 von Mises 확률밀도함수에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대표방향이 갖는 유의성은 대표

방향의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유철상과 박창

열, 2010). 이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결정된 대상 호우사상들의 대표 호우 이동방

향에 대한 분포는 mode가 하나인 von Mises 분포로 잘 표

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Fig. 6 참조). Mode가 하나인

von Mises 분포의 매개변수는 주방향 59.4도, 집중계수

1.841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성천 유역의 대표 호우 이동방

향은 59.4도로 결정되었으며, 유의수준 95%에 대한 신뢰구간

은 59.4 ± 8.6도로 나타났다. 대상 호우사상에서 결정된 이동

방향 중 13.9%가 유의수준 95%에 대한 신뢰구간 안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구간에 포

함된 대부분의 호우가 장마와 대류성 강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Fig. 4. Decision of representative moving direction for several

storm events

Fig. 5.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storm movement

directions

Table 3. The representative moving direction derived by

applying the von Mises distribution (unit: degree)

Storm types
Representative 

direction 

95% confidence intervals of 
representative direction

Upper value Lower value

All storm events 59.4 50.8 68.1

Fig. 6. Representative moving direction and quantifying of storm event direction using von Mises distribution for all storm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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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유역에 대한 대표 호우 이동방향은 한반도에 발생

한 강우의 이동패턴과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 영

향을 미치는 호우는 어떤 방향에서 한반도내로 유입되어도

산맥과 지형의 영향으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이

동규 등, 1992; 김진관 등, 2007; 박창용 등, 2008; Choi

and Kim, 2007). 이러한 특징은 한반도내 주요 호우 발생과

정인 장마전선(장마), 열대성 저기압(태풍), 아열대 고기압 세

력(대류성 강우)의 이동패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마의

경우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는 형태를 갖지만, 결국은

호우 이동이 장마전선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향하

게 되고, 태풍이나 대류성 강우의 경우에도 결국 중국에서

한반도 서쪽으로 이동해 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어 한반

도에 호우를 발생시키고 동쪽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러나 호우 발생특성에 따라 이동방향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

하게 된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내성천 유역에 결정된 대표방향과 이의 신뢰구간(α=0.05),

적합된 von Mises 분포를 각각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von Mises 분포는 호우사상의 대표

이동방향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von

Mises 분포는 호우의 방향성 정량화를 위해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4 호우 발생특성별 방향적 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는 내성천 유역에 호우의 대표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호우 발생특성에 따른 호우의 방향적 특성도 비교하

였다. 이를 위해 대상 호우사상을 호우 발생특성에 따라 구

분하여 호우의 방향적 특성을 나타내면 Fig. 7과 같고, 이에

대한 대표방향과 신뢰구간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내성천 유역의 대표 호우 이동방향과 호우 발생특성별 대

표 이동방향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태풍에 의한 호우의 이동방향이다. 이러한 차이는 대표방향

뿐만 아니라 대표방향의 신뢰구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는 기본적으로 태풍의 특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태풍의 진로는 대표적인 몇몇 유형으로 나

타낼 수 있다(박종길 등, 2006). 이로 인해 대표방향의 신뢰

구간 범위가 가장 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신뢰구간의

폭은 장마>대류성 강우>태풍 순으로 넓게 나타난다. 즉, 태풍

에 의한 대표 이동방향의 유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호우 발생특성별로 유도된 대표 이동방향이 기후학적으

로 타당하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태풍형 호우의 특성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결과와도 매우 유사하다(이동규 등,

1992; 박종길 등, 2006; 김진관 등, 2007). 특히 김진관 등

(2007)은 재산피해별로 태풍순위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

동경로를 분석하였는데, 재산피해가 심했던 태풍의 대부분은

한반도 남해상으로 진입하여 내륙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풍의 진로는 명백하게 남

쪽에서 북동 방향(약 30도)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들 연구는 재산피해가 극심했던 10개의 태풍 사례만

을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호우사상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교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

장마에 의한 호우의 이동방향도 기존 연구성과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Choi and Kim(2007)은 한반도에 상륙하는

열대 저기압의 통과빈도를 공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의 연구에서는 열대 저기압이 서해안 북부, 서해안 남부, 남

해안 서부, 남해안 중부의 다양한 경로로부터 유입되지만, 육

지로 상륙한 후에는 강원도 인근 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패턴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박창용 등(2008)은 호우를 장마기간

과 장마 이후 강수기간으로 분류하여 바람장의 이동패턴을

분석하였다. 장마기간에는 아시아 남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몬

순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기류가 유

입되어 동북 방향으로 바람장이 이동하며(약 70-80도),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이동패턴을 갖는다. 장마 이후 강

수기간은 대류성 강우와 태풍의 영향이 혼합되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장마 이후 강수기간에서 발생

하는 주요 호우의 예로 태풍과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생한

Fig. 7. Directional characteristics of three storm types considered

Table 4. The representative moving direction derived by

applying the von Mises distribution for three storm

types (unit: degree)

Storm types
Representative 

direction 

95% confidence intervals of 
representative direction

Upper value Lower value

Jang-Ma 71.1 56.2 86.0

Typhoon 31.9 18.7 45.1

Convective 
storm

69.6 56.4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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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압에 의한 강수현상을 들고 있다. 즉, 후자의 경우가 대

류성 강우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이동이 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서쪽에서 유입되어 한반도로 향

하는 바람장이 본 연구의 대류성 강우와 비교 가능하다. 이

경우 이동방향은 남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 70-80도), 본 연구에서 결정된 69.6도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호우 발생특성에 따른 호우 이동방향과 전체자

료에 대한 결과를 von Mises 분포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

음 Fig. 8과 같다. 적용된 매개변수는 장마의 경우 (71.1,

1.763), 태풍의 경우 vM1(31.9, 2.599), 대류성 강우의 경우

vM1(69.6, 1.991)로, 특히 태풍의 경우 그 집중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분포형의 형태도 상대적으로 뾰족

한 형태가 된 것이다. 이는 물론 Table 4에서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성천 유역의 대표 호우 이

동방향에 대한 태풍의 영향은 크진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물론 태풍에 의한 호우사상의 수가 장마나 대류성 강우

의 경우보다 작기 때문이며, 아울러 장마와 대류성 강우가

유사한 방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성을 von

Mises 분포를 이용하여 정량화하고, 그 대표 이동방향을 결정

하였다. 대상 유역으로는 내성천 유역을 고려하였으며, 총

101개의 호우사상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호우사상별로

호우추적을 실시하여 방향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유도된 결

과는 von Mises 분포로 정량화 하여 유역에 대한 호우의

방향적 특성이 유도되도록 하였다. 추가로 호우 발생특성(장

마, 태풍, 대류성 강우)에 따른 호우의 방향적 특성을 도출하

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고려한 von Mises 분포는 mode 수에 구

애받지 않고 유연한 적용 결과를 보이며, 대상 호우사상

의 모든 방향적 특성이 적절히 표현됨을 확인하였다. 적

용결과 대상 호우사상의 mode 특성은 한 방향이 74개,

두 방향이 18개, 세 방향이 9개로 나타났다. 

2) 대상 호우사상의 대표 호우 이동방향 전체의 분포 형태

는 하나의 mode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von Mises 분포를 적용한 결과 내성천 유역의 호우 대

표 이동방향은 59.4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

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강수현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성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성천

유역의 호우 대표 이동방향은 한반도에 발생하는 강우의

특성과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호우의 이동방향은 그 발생특성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장마, 태풍 및 대류성 강우의

특성별로 유도된 각 대표 이동방향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성과와 비교하여 기후학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호우 이동특성이

내성천 유역에 반영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반도내

에서 유역규모에 따른 호우의 방향 특성의 차이는 미미

한 것으로 추측된다.

4)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을 갖는 대표적 수문인자인 호우의

이동특성을 von Mises 분포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정량

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의 정량화는

강우-유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에 대한 방

향성 정량화의 첫 번째 단계이다. 유역 사면의 방향성,

하천의 방향성 등이 추가로 적절히 정량화 된다면, 최종

적으로 호우 이동방향에 따른 유출응답의 차이를 보다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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