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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현재 수자원 설계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강우빈도

분석은 빈도학파적 관점의 통계기법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즉, 강우확률분포의 매개변수에 대한 불확실

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수로 가정하여 수자원 설계에 필

요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하고 있다(Seo and Park, 2011).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하여 국내 수자원 실무에서는 모멘

트법(Method Of Moment, MOM),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M), 확률가중모멘트법(Probability 
Weight Moment, PWM)과 같은 통계학적 매개변수 추

정기법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확률변수(random 
variables)와 마찬가지로 확률분포의 매개변수는 불확실

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기 때문에 확률론적 또는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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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formance of four Bayesian methods, Random Walk Metropolis (RWM), Hit-And-Run 

Metropolis (HARM), Adaptive Mixture Metropolis (AMM), and Population Monte Carlo (PMC), for estimating the parameters 
and uncertainties of probability rainfall distribution,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of conventional parameter estimation 
methods; namely, the Method Of Moment (MOM), Maximum Likelihood Method (MLM), and Probability Weighted Method 
(PWM). As a result, Bayesian methods yield similar or slightly better results in parameter estimations compared with 
conventional methods. In particular, PMC can reduce parameter uncertainty greatly compared with RWM, HARM, and AMM 
methods although the Bayesian methods produce similar results in parameter estimations. Overall, the Bayesian methods produce 
better accuracy for scale parameter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methods and this characteristic improves the accuracy of 
probability rainfall. Therefore, Bayesian methods can be effective tools for estimating the parameters and uncertainties of 
probability rainfall distribution in hydrological practices, flood risk assessment, and decision-mak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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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을 통해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적절하게 설명

될 필요가 있다(Seo and Park, 2011). 베이지안 기법

(Bayesian method)은 확률분포의 매개변수를 확률변수

로 고려하며,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확률분포 또는 신

뢰구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베이지안 기법은 기

존의 매개변수 추정기법들과는 달리 매개변수의 추정 및 

불확실성의 정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 추정기법이 될 수 있다. 
확률수문량 분석에서 베이지안 기법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Coles and Tawn(1996)은 극치강우

량의 거동을 파악하고 정량화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분석

을 적용하였다. Coles and Peicchi(2003)는 극치분포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이용한 확률강우 모델링

을 위하여 베이지안 분석을 적용하였다. Reis Jr.(2005)
는 불완전한 역사적 정보와 베이지안 지역회귀분석을 이

용하여 홍수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Muller et al.(2008)
은 강우깊이-지속기간-빈도곡선을 추정하기 위하여 베이

지안 마코프연쇄 몬테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기법을 적용하였다. Kim and Lee(2008a)는 

저수량 점 빈도분석을 위하여 베이지안 MCMC 기법과 

Metropolis-Hastings (MH)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Kim 
and Lee(2008b)는 저수량 지역빈도분석을 위하여 베이

지안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Kim and Lee(2008c)
는 수위-유량관계곡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

하여 베이지안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Kim et al.(2010)
은 극치강우 사상이 포함된 강우자료에 대한 빈도분석과 

불확실성 저감을 위하여 베이지안 MCMC를 적용하였

으며, 그 결과를 최우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es)와 비교하였다. Seo and Park(2011)은 강우

확률분포의 매개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

하여 베이지안 MCMC와 MH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Seo(2011)는 홍수 위험도 분석에서 확률강우량의 불확

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MCMC 및 MH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과 비교하였다. Seo et al.(2011)은 공간통계모델

(geostatistical model)을 이용한 확률강우량의 공간분포 

추정에서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베

이지안 기법을 적용하였다. Chung and Kim(2013)은 

정보적 사전분포(informative prior distribution)를 이

용하여 극치강우량에 대한 베이지안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Isikwue et al.(2015)은 극치강우량 분포의 매개변

수 추정을 위하여 최우도법과 베이지안 기법을 비교하였

다. Ragulina and Reitan(2017)은 베이지안 기법을 이

용하여 일반화극치(Generalized Extreme Value, GEV) 
분포의 형상매개변수에 대한 속성을 조사하였다. Alam 
et al.(2018)은 연최대유출량에 대한 GEV 모델의 사후

분포를 해밀턴 몬테칼로(Hamiltonian Monte Carlo) 기
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강우분포의 매개변수 및 불확실성

을 추정하기 위한 베이지안 기법들을 비교하였다. 베이

지안 기법은 Random Walk Metropolis (RWM), 
Hit-And-Run Metropolis (HARM), Adaptive Mixture 
Metropolis (AMM), Population Monte Carlo (PMC)
가 적용되었으며, 기존의 매개변수 추정기법인 MOM, 
MLM, PWM과 매개변수 및 확률강우량 추정 결과를 비

교하였다. 이를 통해 수자원 설계 실무, 홍수위험평가 및 

의사결정지원 등에서 확률강우량의 불확실성을 정량화

하기 위한 베이지안 기법들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하여 강우확률분

포의 매개변수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고 기존 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적용분석을 위하

여 금호강 유역 내에 위치한 영천 기상대(기상청)에서 관

측된 1973 2014년의 10분 단위 강우량 자료가 수집되

었다. 다음으로 지속기간별(10분, 1시간, 6시간, 12시간, 
18시간, 24시간) 최대강우량을 산정하고 MLM을 이용

하여 강우확률분포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적합도 검

정 결과 Gumbel 분포가 최적확률분포로 결정되었다. 
Gumbel 분포로부터 100개의 강우량 값이 모의 발생되

었으며, 모의 발생된 강우량 값을 기존 및 베이지안 기법

에 적용하여 매개변수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고 그 결과

를 비교하였다. 

2.2. 분석방법

2.2.1. 베이지안 패러다임(Bayesian paradigm)

베이지안 패러다임은 매개변수의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 결정, 자료에 대한 확률모델과 사전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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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의 모의, 사후분

포를 이용한 매개변수 추정으로 구성되는 베이지안 자료 

분석을 위한 베이지안 추론(Bayesian inference)의 기본

구조를 말한다. 사후분포의 모의는 베이지안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사후분포는 베이즈 정리

(Bayes’ theorem)를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추정하고자 하는 확률분포의 매개변수, 
는 관측자료, 는 에 대한 사후분포, 는 에 

대한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로서 정규화 상수

(normalizing constant)라고 불리며, 는 매개변수 

에 대한 사전분포이다. 는 에 대한 확률밀도함

수로서 보통 ∝와 같은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매개변수에 의존하지 않

는 정규화 상수를 생략하면 식 (1)은 식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2)

즉, 사후분포는 관측자료 가 주어졌을 때 매개변수 

의 분포를 나타내며, 우도함수와 사전분포를 이용하여 

모의하게 된다. 

2.2.2. Random Walk Metropolis (RWM)

MH 알고리즘은 사후분포를 모의하기 위해 마코프 연쇄

(Markov chain)를 이용하여 종속표본(dependent sample)
을 발생시키는 알고리즘이다. MH 알고리즘 중 가장 널

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RWM으로서 확률변수(또는 상

태변수) 의 확률밀도함수가 평형분포(equilibrium 
distribution) 로 주어져 있을 때, 를 따르는 

값들을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반복단계들로 구성

이 된다(Son, 2014).  

단계 1. 초기화 단계

  1) 제안분포(proposal distribution) 를 선택

  2) 초기치  값 설정

단계 2. 반복단계(    ··· )
  1)   이면 에 의하여 후보값(candidate) 

 값을 생성

  2) 난수를 생성하여   min







 



의 확률

로    라고 설정하고, 의 확률로 

   로 설정

2.2.3. Hit-And-Run Metropolis (HARM) 

HARM 알고리즘은 RWM 알고리즘을 변형한 알고리

즘이다. HARM 알고리즘은 단위구(unit sphere) 상의 방

향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균등분포된 거리에 대하여 무작

위로 선택된 방향으로 제안분포를 생성한다. HARM 알
고리즘은 제안공분산행렬(proposal covariance matrix)
을 사용하지 않고 튜닝 매개변수(tuning parameter)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HARM 알고리즘은 구조가 

단순하고 처리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서로 상관된 매개변수의 경우 깁스 샘플러(Gibbs 
sampler)보다 HARM 알고리즘에 의해 모의된 표본들

의 혼합이 더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en and Schmeiser, 1992; Gilks and Roberts, 
1996). HARM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반복단계들로 

구성된다(Gilks and Roberts, 1996). 

단계 1. 단위구 상의  차원의 단위벡터 를 무작위 

추출

단계 2. 확률밀도 ∝ 로부터 스칼라 

값 를 무작위 추출 

단계 3. 를   로 설정

2.2.4. Adaptive Mixture Metropolis (AMM)

AMM 알고리즘은 Adaptive Metropolis (AM) 알고

리즘을 확장한 알고리즘으로서 Roberts and Rosenthal 
(2009)에 의해 제안되었다. AMM 알고리즘은 누적 현

매개변수(cumulative current parameter)와 그 외적을 

이용하여 산점행렬(scatter matrix)을 갱신하며 다변량 

정규제안분포(multivariate normal proposal)를 생성한

다. AMM 알고리즘의 이러한 특징은 많은 매개변수를 

가질 경우 더욱 효율적인 모의를 가능케 하고 알고리즘

의 실행 속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제안분포는 적응

다변량 및 정적/대칭 단변량 제안분포(static/symmetric 
univariate proposal)라는 혼합요소를 가지는 혼합분포

가 되며, 알고리즘의 각 반복에서 혼합가중치(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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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AM 알고리즘 및  차원

의 목표분포(target distribution)를 고려할 경우, AMM 
알고리즘은 번째 반복에서 식 (3) 및 (4)와 같은 제안분

포를 가지는 Metropolis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    for  ≤     (3)

 ·   

  for                         (4)

여기서, 은 목표분포에 대한 공분산 구조의 경험적 

추정치이고, 는 보통   로 설정되는 양의 상수이

다. AMM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berts and 
Rosenthal(2009)를 참조할 수 있다. 

2.2.5. Population Monte Carlo (PMC)

PMC 알고리즘은 매개변수와 중요함수(importance 
function)가 반복과정을 통해 동적으로 적응하는 적응중

요샘플링기법(adaptive importance sampling method)
이다. 기존의 중요샘플링(importance sampling)과는 달

리 PMC 알고리즘은 표본지표(sample index) 및 반복지

표(iteration index)에 따라 이전에 발생된 표본들에 근

거하여 중요분포(importance distribution)가 각각 다르

게 생성된다. 다른 MCMC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PMC
는 훨씬 더 적은 수의 반복실행을 필요로 하고, 수렴 및 

에르고딕성(ergodicity)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후표본

(posterior sample)이 독립적이다. PMC는 다른 MCM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사
후분포의 분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에 PMC는 다른 

MCMC 알고리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전정보(prior 
information)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MCMC 알고리즘

으로 수렴된 결과를 PM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갱신하

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PMC 알고리즘의 적용이 될 수 

있다. PMC 알고리즘의 주요 단계는 제안분포로부터의 

표본추출, 중요가중치(importance weight)의 산정 및 정

규화, 중요가중치에 따른 재표본추출(resampling) 등으

로 구성된다. PMC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appe et al., 2004).
   ··· 와    ··· 에 대하여 다음 단계를 반

복한다. 

단계 1. 제안분포 를 선택

단계 2.  로부터 
를 발생시키고 가중치 


  

 
를 계산

합계가 1이 되도록 
를 정규화

가중치 
를 이용한 복원추출을 통해 


로부터 개의 값을 재표본추출하여 

표본 
 ··· 

을 생성 

2.3. 모델구축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기법(RWM, HARM, AMM, 
PMC)을 이용하여 강우확률분포의 매개변수를 추정하

고 그 결과를 기존의 방법(MOM, MLM, PWM)과 비교

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베이지안 분석을 실행하

기 위해서는 매개변수에 대한 사전분포가 미리 설정되어

야 한다. 사전분포는 크게 무정보적 사전분포(non 
-informative priors)와 정보적 사전분포(informative 
priors)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분포를 구축하기 위한 사

전정보가 부족한 반면에 관측자료가 충분할 경우, 사전

분포보다 관측자료가 사후분포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무정보적 사전분포를 적용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

지안 분석을 위하여 무정보적 사전분포를 적용하였으며, 
평균 0, 분산 1000을 가지는 정규분포를 사전분포로 설

정하였다. 또한 제안분포는 베이지안 분석에서 일반적으

로 채택되는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1 
distribution)를 사용하였다. 

한편, 베이지안 분석을 이용한 사후분포 추정에서 마

코프 연쇄의 초기값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마코

프 연쇄의 초기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

정을 번인(burn-in)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코프 

연쇄의 초기값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의 시작값

으로 각 매개변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평균

값의 사용은 정상분포(stationary distribution)의 서포트 

집합(support set) 내에서 마코프 연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값의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라

서 번인의 크기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마코프 연

쇄가 초기에 수렴되더라도 충분한 번인을 설정하는 것이 

시작값의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번인을 1,000, thinning을 100으로 설정하여 

총 1,001,000개의 모의발생된 표본 중에서 10,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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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을 매개변수의 사후분포를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여
기서, thinning은 사후표본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을 감소시키고 사후표본의 개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

되었다. 마코프 연쇄에서 높은 자기상관이 존재할 경우 

정상분포로의 수렴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정확한 사후분포의 추정을 위해서는 보통 매우 많은 개

수의 표본을 발생시키게 되어 매우 많은 양을 컴퓨터 메

모리를 사용해야 하는 연산 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thinning 설정을 통해 자기상관을 감소시킴

으로써 마코프 연쇄의 수렴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후표본의 개수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원활한 메모리 

사용 및 MCMC 효율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thinning 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사후표본들을 추

출하고 각 thinning 값에 대한 사후표본의 몬테칼로 표준

오차(Monte Carlo Standard Error, MCSE)를 비교하여 

사후요약통계치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최소 MCSE를 

가지는 thinning 값을 선택하였다.
PMC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훨씬 많은 사

전정보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PMC 알고리즘에 

대하여 정보적 사전분포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PMC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MCMC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수렴된 결과들을 PMC 알고리즘으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PMC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즉, 
RWM, HARM, AMM 알고리즘으로 수렴된 결과를 각

각 PMC 알고리즘의 모의를 위한 사전분포로 사용하였

다(이하 RWM-PMC, HARM-PMC, AMM-PMC로 각

각 표기).  

3. 결과 및 고찰

3.1. 매개변수 추정 결과의 비교

Fig. 1은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하여 모의된 지속기간 

12시간 강우량의 매개변수에 대한 자취도(trace plot)를 

나타낸다. 자취도는 각 매개변수에 대하여 10,000개의 

표본으로 구성된 마코프 연쇄의 상태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Fig. 1의 자취도로부터 모든 베이지안 기법들

이 양호하게 혼합된 마코프 연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각 매개변수에 대하여 반복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마

코프 연쇄의 표본값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불규칙적으로 

거동하면서 정상분포를 근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매개변수에 대하여 RWM-PMC, HARM-PMC, 
AMM-PMC 기법은 RWM, HARM, AMM 기법보다 

훨씬 작은 분산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Gumbel 
분포에 대한 매개변수 추정 시 RWM-PMC, HARM 
-PMC, AMM-PMC 기법은 RWM, HARM, AMM 기
법에 비해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Tables 1 2는 기존 및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한 매개

변수의 추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Figs. 2 3은 베이지

안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매개변수들의 분포를 상자그

림(boxplot)으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로부터 기존 방

법(MOM, MLM, PWM)에 의해 추정된 위치매개변수

(location parameter)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기간 

10분의 경우 세 기법이 비슷한 오차를 나타냈으며, 지속

기간 1시간, 6시간, 24시간의 경우 MOM, 지속기간 12
시간, 18시간의 경우 MLM이 상대적으로 작은 오차를 

나타냈다. Table 2로부터 기존 방법에 의해 추정된 척도

매개변수(scale parameter)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
속기간 18시간을 제외하고 MLM이 상대적으로 작은 오

차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매개변수 추정기

법 중에서 MLM이 상대적으로 가장 정확한 매개변수를 

추정함을 나타낸다. 
Table 1의 위치매개변수 추정결과에서 베이지안 기법

들(RWM, HARM, AMM, RWM-PMC, HARM-PMC, 
AMM-PMC)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절대오차 

측면에서 지속기간 10분의 경우 HARM-PMC, 1시간의 

경우 RWM-PMC, 6시간의 경우 AMM, 12시간의 경우 

AMM, 18시간의 경우 HARM-PMC, 24시간의 경우 

HARM-PMC 기법이 우수한 매개변수 추정 결과를 나

타냈다. 표준편차, 몬테칼로 표준오차(Monte Carlo 
standard error, MCSE) 및 95% 신뢰구간의 폭(신뢰구

간의 상 하한계의 차) 측면에서는 위치매개변수에 대하

여 PMC 기법들이 RWM, HARM, AMM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위치매개변수에 대하여 PMC 기법

들은 RWM, HARM, AMM보다 표준편차, MCSE, 신
뢰구간의 폭이 훨씬 작게 나타났다. 지속기간 10분의 경

우 AMM-PMC, 1시간의 경우 RWM-PMC, 6시간의 경

우 RWM-PMC, 12시간의 경우 RWM-PMC, 18시간의 

경우 RWM-PMC, 24시간의 경우 RWM-PMC 기법이 

표준편차, MCSE, 신뢰구간의 폭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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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한편, Table 2로부터 척도매개변수에 대한 베이지안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척도매개변수의 경우 베이지안 

기법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절대오차 

측면에서 지속기간 10분의 경우 AMM, 1시간의 경우 

HARM-PMC, 6시간의 경우 HARM-PMC, 12시간의 

경우 HARM-PMC, 18시간의 경우 AMM-PMC, 24시
간의 경우 AMM-PMC 기법이 우수한 매개변수 추정 결

과를 나타냈다. 척도매개변수에 대하여 표준편차, 
MCSE 및 95% 신뢰구간의 폭 측면에서 PMC 기법들은 

RWM, HARM, AMM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PMC 기법들은 RWM, HARM, AMM보다 척도매

개변수에 대하여 표준편차, MCSE, 신뢰구간의 폭이 훨

씬 작게 나타났다. 지속기간 10분의 경우 AMM-PMC, 
1시간의 경우 RWM-PMC, 6시간의 경우 RWM-PMC, 
12시간의 경우 RWM-PMC, 18시간의 경우 RWM 
-PMC, 24시간의 경우 RWM-PMC 기법이 표준편차, 
MCSE, 신뢰구간의 폭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

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베이지안 기법들은 위치 및 척

도매개변수에 대하여 비슷한 추정결과를 나타낸 반면, 
PMC 기법들은 RWM, HARM, AMM 기법보다 매개

변수의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기존 및 베이지안 기법들의 매개변수 추정 

결과로부터 절대오차를 비교한 것이다. 위치매개변수의 

(a) Location parameter

(b) Scale parameter
Fig. 1. Trace plots for location and scale parameters (duration = 12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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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s Methods Estimated True Error SD MCSE LB Median UB

10 min

MOM 10.508 11.350 -0.842 - - - - -
MLM 10.511 11.350 -0.839 - - - - -
PWM 10.510 11.350 -0.840 - - - - -
RWM 10.510 11.350 -0.840 0.406 0.00417 9.724 10.509 11.311
HARM 10.514 11.350 -0.836 0.400 0.00398 9.718 10.511 11.301
AMM 10.486 11.350 -0.864 1.383 0.04692 9.723 10.507 11.340

RWM-PMC 10.493 11.350 -0.857 0.028 0.00028 10.437 10.493 10.550
HARM-PMC 10.518 11.350 -0.832 0.031 0.00031 10.456 10.519 10.579
AMM-PMC 10.462 11.350 -0.888 0.004 0.00004 10.454 10.462 10.471

1 hr

MOM 29.635 29.518 0.117 - - - - -
MLM 29.953 29.518 0.435 - - - - -
PWM 29.778 29.518 0.260 - - - - -
RWM 29.938 29.518 0.420 1.055 0.01039 27.869 29.934 32.054
HARM 29.925 29.518 0.407 1.059 0.01052 27.854 29.923 32.008
AMM 29.957 29.518 0.439 1.098 0.01567 27.910 29.948 32.066

RWM-PMC 29.896 29.518 0.377 0.060 0.00061 29.775 29.895 30.020
HARM-PMC 29.952 29.518 0.434 0.082 0.00086 29.789 29.951 30.118
AMM-PMC 29.900 29.518 0.382 0.064 0.00065 29.770 29.900 30.027

6 hr

MOM 63.934 61.487 2.447 - - - - -
MLM 64.338 61.487 2.851 - - - - -
PWM 64.129 61.487 2.642 - - - - -
RWM 64.087 61.487 2.600 2.060 0.02048 60.034 64.062 68.129
HARM 64.063 61.487 2.576 2.170 0.02405 60.049 64.061 68.159
AMM 64.020 61.487 2.533 3.000 0.08891 60.097 64.072 68.156

RWM-PMC 64.083 61.487 2.596 0.136 0.00144 63.815 64.084 64.355
HARM-PMC 64.198 61.487 2.711 0.166 0.00165 63.871 64.199 64.530
AMM-PMC 64.031 61.487 2.544 0.155 0.00155 63.712 64.035 64.339

12 hr

MOM 87.415 83.798 3.617 - - - - -
MLM 86.823 83.798 3.025 - - - - -
PWM 86.948 83.798 3.150 - - - - -
RWM 86.307 83.798 2.509 2.493 0.02500 81.511 86.283 91.197
HARM 86.339 83.798 2.541 2.445 0.02372 81.533 86.322 91.157
AMM 86.206 83.798 2.408 3.589 0.11415 81.440 86.250 91.117

RWM-PMC 86.367 83.798 2.569 0.163 0.00160 86.049 86.370 86.692
HARM-PMC 86.547 83.798 2.749 0.189 0.00198 86.172 86.548 86.922
AMM-PMC 86.291 83.798 2.493 0.182 0.00178 85.931 86.292 86.650

18 hr

MOM 94.313 97.818 -3.505 - - - - -
MLM 94.372 97.818 -3.446 - - - - -
PWM 94.285 97.818 -3.533 - - - - -
RWM 93.629 97.818 -4.189 2.724 0.02812 88.349 93.645 99.012
HARM 93.633 97.818 -4.185 2.714 0.02683 88.244 93.618 98.959
AMM 93.543 97.818 -4.275 4.074 0.14366 88.303 93.604 99.048

RWM-PMC 93.744 97.818 -4.074 0.180 0.00180 93.381 93.743 94.111
HARM-PMC 93.953 97.818 -3.865 0.211 0.00214 93.536 93.954 94.371
AMM-PMC 93.717 97.818 -4.102 0.206 0.00209 93.298 93.716 94.116

24 hr

MOM 105.304 106.484 -1.180 - - - - -
MLM 104.603 106.484 -1.881 - - - - -
PWM 104.634 106.484 -1.850 - - - - -
RWM 103.928 106.484 -2.556 2.600 0.02620 99.029 103.903 109.135
HARM 103.904 106.484 -2.580 2.605 0.02576 98.840 103.932 109.062
AMM 103.794 106.484 -2.690 3.914 0.12536 98.842 103.824 109.067

RWM-PMC 104.023 106.484 -2.461 0.167 0.00167 103.689 104.023 104.356
HARM-PMC 104.206 106.484 -2.278 0.206 0.00205 103.797 104.205 104.610
AMM-PMC 103.950 106.484 -2.534 0.194 0.00194 103.544 103.951 104.334

SD: Standard Deviation, MCSE: Monte Carlo Standard Error, LB: Lower Bound, UB: Upper Bound

Table 1. Comparison of locatio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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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s Methods Eatimated True Error SD MCSE LB Median UB

10 min

MOM 3.670 4.228 -0.558 - - - - -
MLM 3.734 4.228 -0.494 - - - - -
PWM 3.667 4.228 -0.561 - - - - -
RWM 3.807 4.228 -0.421 0.296 0.00296 3.268 3.794 4.439
HARM 3.807 4.228 -0.421 0.299 0.00306 3.268 3.791 4.447
AMM 3.825 4.228 -0.403 0.632 0.02004 3.275 3.788 4.478

RWM-PMC 3.796 4.228 -0.432 0.019 0.00019 3.758 3.796 3.835
HARM-PMC 3.782 4.228 -0.446 0.023 0.00023 3.737 3.782 3.828
AMM-PMC 3.808 4.228 -0.420 0.003 0.00003 3.803 3.808 3.814

1 hr

MOM 11.137 9.430 1.707 - - - - -
MLM 9.870 9.430 0.440 - - - - -
PWM 10.890 9.430 1.460 - - - - -
RWM 10.078 9.430 0.648 0.841 0.00845 8.569 10.023 11.857
HARM 10.074 9.430 0.644 0.840 0.00836 8.578 10.030 11.895
AMM 10.091 9.430 0.661 1.041 0.02267 8.573 10.024 11.842

RWM-PMC 10.037 9.430 0.607 0.058 0.00059 9.922 10.036 10.156
HARM-PMC 10.005 9.430 0.575 0.064 0.00066 9.877 10.005 10.134
AMM-PMC 10.037 9.430 0.607 0.061 0.00062 9.913 10.037 10.158

6 hr

MOM 20.586 16.624 3.962 - - - - -
MLM 19.144 16.624 2.520 - - - - -
PWM 20.245 16.624 3.621 - - - - -
RWM 19.440 16.624 2.816 1.579 0.01621 16.604 19.332 22.847
HARM 19.431 16.624 2.807 1.592 0.01572 16.614 19.333 22.835
AMM 19.454 16.624 2.830 1.810 0.02404 16.598 19.373 22.764

RWM-PMC 19.437 16.624 2.813 0.099 0.00105 19.242 19.438 19.634
HARM-PMC 19.329 16.624 2.705 0.121 0.00120 19.089 19.327 19.571
AMM-PMC 19.462 16.624 2.838 0.113 0.00112 19.230 19.465 19.686

12 hr

MOM 20.962 22.795 -1.833 - - - - -
MLM 23.054 22.795 0.259 - - - - -
PWM 21.767 22.795 -1.028 - - - - -
RWM 23.291 22.795 0.496 1.783 0.01760 20.101 23.199 27.095
HARM 23.322 22.795 0.527 1.805 0.01832 20.126 23.222 27.134
AMM 23.343 22.795 0.548 2.095 0.03243 20.071 23.230 27.243

RWM-PMC 23.334 22.795 0.539 0.118 0.00116 23.104 23.336 23.569
HARM-PMC 23.220 22.795 0.425 0.139 0.00139 22.941 23.220 23.499
AMM-PMC 23.405 22.795 0.610 0.132 0.00129 23.144 23.406 23.665

18 hr

MOM 25.864 26.273 -0.409 - - - - -
MLM 25.605 26.273 -0.668 - - - - -
PWM 25.908 26.273 -0.365 - - - - -
RWM 25.853 26.273 -0.420 2.020 0.02055 22.230 25.728 30.121
HARM 25.875 26.273 -0.398 2.062 0.02074 22.144 25.762 30.314
AMM 25.862 26.273 -0.411 2.479 0.04790 22.117 25.691 30.134

RWM-PMC 25.937 26.273 -0.336 0.132 0.00132 25.671 25.937 26.207
HARM-PMC 25.763 26.273 -0.510 0.159 0.00159 25.449 25.763 26.071
AMM-PMC 25.989 26.273 -0.284 0.151 0.00153 25.683 25.989 26.283

24 hr

MOM 22.173 30.932 -8.759 - - - - -
MLM 24.162 30.932 -6.770 - - - - -
PWM 23.332 30.932 -7.600 - - - - -
RWM 24.406 30.932 -6.526 1.904 0.01883 21.018 24.284 28.494
HARM 24.407 30.932 -6.525 1.897 0.01849 20.971 24.317 28.401
AMM 24.438 30.932 -6.494 2.302 0.03782 20.916 24.295 28.521

RWM-PMC 24.475 30.932 -6.457 0.121 0.00121 24.233 24.474 24.715
HARM-PMC 24.304 30.932 -6.628 0.145 0.00145 24.012 24.304 24.596
AMM-PMC 24.550 30.932 -6.382 0.140 0.00140 24.257 24.551 24.828

Table 2. Comparison of scal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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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ration = 10 min (b) Duration = 1 hr

(c) Duration = 6 hr (d) Duration = 12 hr

(e) Duration = 18 hr (f) Duration = 24 hr

Fig. 2. Boxplots for location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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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ration = 10 min (b) Duration = 1 hr

(c) Duration = 6 hr (d) Duration = 12 hr

(e) Duration = 18 hr (f) Duration = 24 hr

Fig. 3. Boxplots for scale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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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0분 24시간 지속기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

려했을 때 기존 기법들이 베이지안 기법들보다 절대오차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지속기간 10
분 12시간의 경우 베이지안 기법들이 비슷하거나 약간 

우수한 절대오차를 보여주었으나, 지속기간 18 24시간

의 경우 기존 기법들이 우수한 절대오차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척도매개변수의 경우, MLM을 제외하고는 베이

지안 기법들이 MOM 및 PWM 기법에 비해 절대오차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MOM 및 

PWM 기법의 경우, 위치매개변수에 대하여 절대오차 측

면에서 베이지안 기법들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척도매개변수에 대해서는 베이지안 기법들보다 불량한 

결과를 나타냈다. 기존 매개변수 추정기법들 중 MLM은 

베이지안 기법들과 거의 비슷한 척도매개변수에 대한 절

대오차를 나타냈다. 모든 지속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였을 때, 베이지안 기법들은 대체로 비슷한 절대오차 결

과를 보여주었으나 PMC 기법이 RWM, HARM, 
AMM 기법보다 약간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얻은 매개변수 추정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베이지안 기법들은 기존 매개변수 추정기법인 MOM 
및 PWM 기법보다는 다소 우수하고 MLM 기법과는 비

슷한 매개변수 추정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베이지

안 기법들은 기존 매개변수 추정기법들에서는 불가능한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확률분포 및 신뢰구간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베이지안 기법들은 

서로 비슷한 매개변수 추정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PMC 
기법이 RWM, HARM, AMM 기법보다 다소 약간 우수

한 매개변수 추정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PMC 기법은 

RWM, HARM, AMM 기법과 비교했을 때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3.2. 확률강우량 추정 결과의 비교

Table 3은 매개변수 추정기법별 확률강우량 추정치에 

대한 정확도를 네 가지 통계학적 성능평가지표를 이용하

여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통계학적 성능평가지표는 효

율성 계수(Coefficient of Efficiency, CE), 일치지수

(Index Of Agreement, IOA),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가 사용되었으며, 베이지안 기법들에 대한 

확률강우량 추정치들은 각 기법별 매개변수에 대한 사후

표본들로부터 산정된 확률강우량 값들을 평균함으로써 

결정되었다. 여기서, CE와 IOA는 1에 가까울수록, 
RMSE와 MAE는 0에 가까울수록 확률강우량 추정치의 

정확도가 우수함을 나타낸다. 통계학적 평가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wson et al.(2007)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Fig. 5는 각 지속기간별로 매개변수와 확률강우량

에 대한 절대오차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3으로부터 지속기간 10분의 경우, 베이지안 

기법들(RWM, HARM, AMM, RWM-PMC,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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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absolute errors for location and scal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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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absolute errors for parameters and probability rain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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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s Methods CE IOA RMSE (mm) MAE (mm)

10 min

MOM 0.831 0.954 3.028 2.870
MLM 0.859 0.962 2.770 2.635
PWM 0.830 0.954 3.039 2.879
RWM 0.887 0.970 2.479 2.370
HARM 0.887 0.970 2.478 2.369
AMM 0.891 0.971 2.433 2.331

RWM-PMC 0.881 0.968 2.539 2.427
HARM-PMC 0.878 0.967 2.570 2.452
AMM-PMC 0.883 0.969 2.521 2.415

1 hr

MOM 0.820 0.963 6.973 6.305
MLM 0.983 0.996 2.173 2.033
PWM 0.862 0.971 6.108 5.552
RWM 0.967 0.992 2.994 2.772
HARM 0.967 0.992 2.968 2.746
AMM 0.965 0.992 3.063 2.838

RWM-PMC 0.971 0.993 2.790 2.581
HARM-PMC 0.973 0.994 2.715 2.522
AMM-PMC 0.971 0.993 2.793 2.585

6 hr

MOM 0.608 0.927 18.162 16.795
MLM 0.806 0.960 12.758 11.976
PWM 0.657 0.935 16.976 15.757
RWM 0.777 0.955 13.708 12.797
HARM 0.779 0.955 13.649 12.740
AMM 0.777 0.955 13.702 12.782

RWM-PMC 0.777 0.955 13.691 12.781
HARM-PMC 0.788 0.956 13.365 12.505
AMM-PMC 0.775 0.954 13.743 12.820

12 hr

MOM 0.988 0.997 4.387 3.832
MLM 0.990 0.998 3.995 3.967
PWM 0.998 0.999 1.869 1.635
RWM 0.988 0.997 4.398 4.309
HARM 0.987 0.997 4.550 4.453
AMM 0.987 0.997 4.505 4.398

RWM-PMC 0.986 0.997 4.627 4.527
HARM-PMC 0.988 0.997 4.357 4.291
AMM-PMC 0.985 0.996 4.830 4.707

18 hr

MOM 0.988 0.997 5.032 4.979
MLM 0.983 0.996 5.977 5.858
PWM 0.989 0.997 4.890 4.845
RWM 0.984 0.996 5.751 5.701
HARM 0.985 0.996 5.664 5.619
AMM 0.984 0.996 5.803 5.756

RWM-PMC 0.987 0.997 5.317 5.283
HARM-PMC 0.984 0.996 5.779 5.706
AMM-PMC 0.987 0.997 5.147 5.121

24 hr

MOM 0.548 0.869 36.306 32.929
MLM 0.712 0.917 28.948 26.424
PWM 0.643 0.897 32.257 29.401
RWM 0.719 0.920 28.587 26.217
HARM 0.719 0.920 28.602 26.235
AMM 0.720 0.920 28.580 26.234

RWM-PMC 0.727 0.922 28.222 25.872
HARM-PMC 0.716 0.919 28.742 26.308
AMM-PMC 0.731 0.923 27.987 25.672

CE: Coefficient of Efficiency, IOA: Index Of Agreement, RMSE: Root Mean Square Error, MAE: Mean Absolute Error

Table 3. Comparison of performance indices for probability rainfall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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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 AMM-PMC)은 CE = 0.878 0.891, IOA= 
0.967 0.971, RMSE=2.433 2.570, MAE=2.331
2.452, 기존 기법들(MOM, MLM, PWM)은 CE=0.83
0 0.859, IOA=0.954 0.962, RMSE=2.770 3.039, 
MAE=2.635 2.879로서 베이지안 기법들에 대한 확률

강우량의 성능평가지표는 기존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MM, HARM 및 RWM
은 지속기간 10분에 대하여 다른 기법들보다 우수한 성

능평가지표를 나타냈으며, 특히 AMM의 경우, CE= 
0.891, IOA=0.971, RMSE=2.433, MAE=2.331로서 

가장 우수한 확률강우량 추정결과를 나타냈다. 베이지안 

기법들의 경우, RWM, HARM, AMM이 RWM-PMC, 
HARM-PMC, AMM-PMC보다 약간 우수한 성능평가

지표를 나타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Fig. 5로
부터 베이지안 기법들은 기존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확률강우량 추정 오차를 나타냈으며, 베이지안 기

법과 기존 기법들 사이의 오차의 차이는 재현기간이 커

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기간 10분에 

대하여 위치매개변수의 오차는 대체로 비슷한 반면 척도

매개변수의 오차는 기존 기법들이 베이지안 기법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기간 10분의 경

우, 척도매개변수의 오차가 확률강우량의 오차에 지배적

으로 작용하여 베이지안 기법들에 대한 확률강우량이 기

존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기간 1시간의 경우, MLM, HARM-PMC, 

RWM-PMC는 다른 기법들보다 우수한 성능평가지표를 

나타냈으며, 특히 MLM의 경우, CE=0.983, IOA= 
0.996, RMSE=2.173, MAE=2.033으로서 가장 우수한 

확률강우량 추정결과를 나타냈다. 기존 기법 중 MOM과 

PWM은 베이지안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성

능평가지표를 나타냈다. 특히, MOM은 CE=0.820, 
IOA=0.963, RMSE=6.973, MAE=6.305로서 지속기

간 1시간에 대하여 베이지안 기법 중 가장 확률강우량 추

정 정확도가 떨어지는 AMM의 CE=0.965, IOA=0.992, 
RMSE=3.063, MAE=2.838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

로 열등한 성능평가 결과를 나타냈다. 베이지안 기법들

의 경우, RWM-PMC, HARM-PMC, AMM-PMC가 

성능평가지표에 기초하여 RWM, HARM, AMM보다 

약간 우수한 확률강우량 추정 결과를 나타냈다. Fig. 5로

부터 MLM과 베이지안 기법들은 MOM과 PWM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확률강우량 추정 오차를 나타

냈으며, 그 오차의 차이는 재현기간이 커짐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기간 1시간에 대하여 

MOM과 PWM에 대한 척도매개변수의 오차는 다른 기

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그 영향

은 확률강우량의 추정 결과에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MLM과 베이지안 기법들의 확률강우량 추정 오차가 

MOM과 PWM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지속기간 6시간의 경우, MLM, HARM, HARM-PMC

는 다른 기법들보다 우수한 확률강우량 추정결과를 나타

냈다. 특히, MLM의 경우, CE=0.806, IOA=0.960, 
RMSE=12.758, MAE=11.976으로서 가장 우수한 성능

지표를 나타냈다. MOM 및 PWM은 지속기간 6시간에 

대하여 다른 기법들보다 열등한 확률강우량 추정 성능을 

나타냈다. 또한 MOM은 CE=0.608, IOA=0.927, 
RMSE=18.162, MAE=16.795로서 베이지안 기법 중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AMM-PMC의 CE=0.755, 
IOA=0.954, RMSE=13.743, MAE=12.820과 비교하

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등한 확률강우량 추정 정확도

를 나타냈다. 베이지안 기법들은 CE=0.775 0.788, 
IOA=0.954 0.956, RMSE=13.365 13.743, MAE= 
12.505 12.820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확률강우량 추

정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HARM-PMC는 베이지

안 기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확률강우량 추정결과를 나

타냈다. Fig. 5로부터 MLM과 베이지안 기법들은 

MOM과 PWM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확률강우

량 추정 오차를 나타냈으며, 그 오차의 차이는 재현기간

이 커짐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지속기간 6시간에 대하

여 MOM과 PWM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척

도매개변수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위치매개변수의 

오차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MOM과 PWM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큰 척도매개변수 오차는 확률강우

량 추정치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따라서 MLM과 

베이지안 기법들에 비해 확률강우량 추정오차가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지속기간 12시간의 경우, 기존 기법들은 베이지안 기법

들보다 성능평가지표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PWM은 CE=0.998, IOA=0.999, RMSE=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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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1.635로서 지속기간 12시간에 대하여 가장 우수

한 성능평가지표를 나타냈다. 그러나 Fig. 5로부터 기존 

기법들 중 MOM은 작은 재현기간에 대해서는 베이지안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확률강우량 추정 오차를 

나타냈으나 재현기간 150년 이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큰 추정오차를 나타냈다. Fig. 5로부터 MOM은 위치 

및 척도매개변수에 대한 오차가 다른 기법들에 비해 크

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매개변수의 오차는 재현기간 150
년 이상에 대하여 MOM의 확률강우랑 추정오차를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지안 기법들

은 CE=0.985 0.988, IOA=0.996 0.997, 
RMSE=4.357 4.830, MAE=4.291 4.707로서 대체

로 양호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특히 HARM -PMC는 베

이지안 기법들 중 가장 우수한 확률강우량 추정결과를 

나타냈다. 
지속기간 18시간의 경우, PWM, MOM, AMM-PMC

는 다른 기법들보다 성능평가지표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

를 나타냈다. 특히, PWM은 CE=0.989, IOA=0.997, 
RMSE=4.890, MAE=4.845로서 가장 우수한 확률강우

량 추정결과를 나타냈으며, MLM은 CE=0.983, IOA= 
0.996, RMSE=5.977, MAE=5.858로서 비교기법 중 가

장 열등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 5로부터 베이지안 기법

들은 기존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위치매개변수 

오차를 나타낸 반면, 척도매개변수 오차의 경우 MLM과 

HARM-PMC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매

개변수 오차의 영향은 확률강우량 추정결과에 영향을 주

어 재현기간이 커짐에 따라 MLM과 HARM-PMC에 대

한 확률강우량 오차의 증가량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현기간 30년 이상부

터 MLM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 확률강우량 추정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

속기간 18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척도매개변수의 오

차는 확률강우량 추정치의 정확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지안 기법들은 CE=0.984
0.987, IOA=0.996 0.997, RMSE=5.147 5.803, 
MAE=5.121 5.756으로서 대체로 양호한 성능을 나타

냈으며, 특히 AMM-PMC는 지속기간 18시간에 대하여 

베이지안 기법들 중 가장 우수한 확률강우량 추정결과를 

나타냈다. 
지속기간 24시간의 경우, 베이지안 기법들은 CE= 

0.716 0.731, IOA=0.919 0.923, RMSE=27.987
28.742, MAE=25.672 26.308로서 기존 기법들의 CE 
=0.548 0.712, IOA=0.869 0.917, RMSE=28.946 

36.306, MAE=26.424 32.929보다 우수한 성능평

가지표를 나타냈으며, 기존 기법들은 베이지안 기법들 

중 가장 열등한 확률강우량 추정 성능을 나타낸 

HARM-PMC보다도 열등한 확률강우량 추정결과를 나

타냈다. 특히, AMM-PMC는 CE=0.731, IOA=0.923, 
RMSE=27.987, MAE=25.672로서 지속기간 24시간에 

대하여 비교기법 중 가장 우수한 확률강우량 추정결과를 

나타냈다. Fig. 5로부터 기존 기법들은 베이지안 기법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위치매개변수 오차를 나타냈으

나 척도매개변수의 경우 MLM과 PWM은 약간 큰 척도

매개변수 오차를, MOM은 상대적으로 큰 척도매개변수 

오차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척도매개변수의 오차는 확률

강우량 추정오차에 영향을 주어 기존 기법들에 대한 확

률강우량 추정 오차의 증가량은 재현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베이지안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MOM과 PWM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 매우 큰 확

률강우량 추정 오차를 나타냈다.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의 오차추정 결과로부터 

Gumbel 분포에 대한 척도매개변수의 오차는 위치매개

변수에 비해 확률강우량의 오차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현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척도

매개변수의 오차로 인한 확률강우량의 오차는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법 중 MOM은 지속기간 

10분, 1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에 대하여, MLM은 

지속기간 10분, 18시간, 24시간에 대하여, PWM은 지속

기간 10분, 1시간, 6시간, 24시간에 대하여 척도매개변

수에 대한 오차가 다른 기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해당 지속기간에 대하여 기

존 기법들에 대한 확률강우량 추정 오차가 베이지안 기

법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지안 기법들의 경우 지속기간 18시간에 대한 

HARM-PMC를 제외하고는 기존 기법들, 특히 MOM
과 PWM에 비해 각 지속기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척도매개변수 오차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특성은 베이지

안 기법들이 양호한 확률강우량 추정 결과를 나타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전체 지속기간에 대하여 매개변수 추정기법별 



34 서영민 박재호 최윤영

확률강우량 추정의 정확도를 전반적으로 비교하기 위하

여 Table 3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속기간별 매개변수 

추정기법들의 성능 순위를 합산한 순위합(rank sum)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순위합이 작을수록 확률강우량 

추정의 정확도가 전체 지속기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우

수함을 나타낸다. 그 결과, 전체 지속기간을 고려했을 때 

확률강우량 추정 측면에서 우수한 정확도를 나타내는 상

위 네 개의 기법은 RWM-PMC, HARM-PMC, 
HARM, MLM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기법 중 

MOM과 PWM은 베이지안 기법들에 비해 확률강우량 

추정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지속기간을 고려했을 때 베이지안 기법들은 MLM을 

제외한 기존 기법들보다 우수한 확률강우량 추정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기존 베이지안 기법들과 PMC 
기법의 결합은 확률강우량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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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rank sum for the performance of 
probability rainfall estimation.

4. 결 론

확률강우분포의 매개변수 및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베이지안 기법(RWM, 
HARM, AMM, PMC)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 

수자원 실무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세 가지 매개변수 

추정기법(MOM, MLM, PWM)과 비교하였다. 베이지

안 기법의 적용성 검토를 위하여 금호강 유역의 영천 기

상관측소로부터 수집된 10분 단위 강우량 자료를 이용한 

적용 및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베이지안 기법들은 Gumbel 분포의 매개변수 추정에 

있어서 기존의 MOM, MLM, PWM 기법과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베이지안 기법들

은 기존 기법들에서는 불가능한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PMC 기법은 다른 베

이지안 기법들과 비슷한 매개변수 추정 결과를 나타내었

으나 다른 베이지안 기법들에 비해 매개변수의 불확실성

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통계학적 성능평가지표 및 

절대오차에 기초한 확률강우량 추정결과 비교로부터 모

든 지속기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최고의 확률강우량 추

정성능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추정기법은 존재하지 않았

으며, 지속기간에 따라 최적 기법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MLM과 베이지안 기법들은 모든 지속기간에 대하여 대

체로 양호한 확률강우량 추정결과를 나타낸 반면, MOM
과 PWM는 지속기간에 따라 확률강우량 추정성능이 양

호하거나 또는 매우 불량하게 나타나면서 확률강우량 추

정성능이 지속기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전체 지속

기간에 걸쳐 확률강우량 추정성능에 대한 순위합을 기초

로 비교한 결과, 확률강우량 추정성능 상위 네 개 기법은 

RWM-PMC, HARM-PMC, HARM, MLM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RWM-PMC는 모든 비교기법들 중에서 가

장 우수한 확률강우량 추정성능을 나타냈다. 한편, 
Gumbel 분포의 척도매개변수는 확률강우량 추정 결과

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척도매

개변수의 오차가 클수록 확률강우량의 오차는 크게 나타

났으며, 재현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확률강우량의 오차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베이지안 기법들은 기존 

매개변수 추정기법들에 비해 대체로 척도매개변수에 대

한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확률강우량 추정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존 기법 중 MOM과 PWM은 척

도매개변수에 대한 정확도가 베이지안 기법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지안 기법은 수자원 설계 실무, 홍수위험

평가 및 의사결정지원 등에서 신뢰성 있는 확률강우분포

의 매개변수 및 불확실성 추정을 위한 효과적인 분석도

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단일 관측소

로부터 수집된 강우량에 대한 베이지안 확률분포 추정을 

다루고 있으며, 무정보적 사전분포에 기초한 베이지안 

MCMC의 적용으로 제한된다.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분포형과 강우관측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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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으며, 지역빈도분석에 대한 적용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정보적 사전분포의 구축방법에 대해서도 추가

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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