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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the design flood is calculated using the flood frequency analysis technique and the rainfall runoff 

model. The method by design flood frequency analysis calculates the stochastic design flood by directly analyzing the actual discharge 

data and is theoretically evaluated as the most accurate method. Actual discharge data frequency analysis of the measured flow was 

limited due to data limitations in the existing flood flow analysis. In this study, design flood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measured flow data stably secured through the water level-discharge relationship curve formula. For the frequency analysis of design 

flood, the parameters were calculated by applying the bayesian inference, and the uncertainty of flood volume by frequency was 

quantifie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design flood was close to that calculated by the rainfall-runoff model by 

applying long-term rainfall data. It is judged that hydrological analysis can be done from various perspectives by using long-term actual 

flow data through hydrologic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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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수자원의 계획 및 설계에 활용되는 홍수량 산정 방법은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과 강우-유출모형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은 

홍수량 자료를 직접 빈도해석 하여 확률홍수량을 산정하며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홍수량 해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

하여 실측유량의 직접 빈도해석은 한계가 있었으나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수문조사를 수행하여 10년 이상의 실측유량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확보된 실측유량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량 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 홍수량 

빈도해석을 위하여 Bayesian 기법을 적용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고 빈도별 홍수량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였다. 확률홍수량 산정 결과는 장기간

의 강우량 자료를 적용하여 강우-유출모형으로 산정된 홍수량과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다. 수문조사를 통하여 장기간의 실측유량 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관점으로 수문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홍수량, 빈도해석, 실측유량, Bayesian,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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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강수 현상의 변

동성 증대와 맞물려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현상에 의해 수반되는 돌발홍수

와 같은 자연재해는 사회기반시설의 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인명피해와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태풍 루

사(2002년 8월), 매미(2003년 9월), 차바(2016년 10월) 등과 

같은 대형 태풍의 내습과 2020년 이례적인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의 강우량 및 강

우일수를 동시에 고려한 이변량 빈도분석 결과 800년 빈도 이

상으로 분석되었다(Kim et al., 2020).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과거에 축적된 자료를 통해 자연현상

을 규명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수문해석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Singh et al., 2005). 

다양한 수문자료 중 강수현상으로 기인되는 유량은 인간

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해야만 하는 

수문자료로 하천관리, 수자원 관리 및 수자원 배분 등과 같은 

분야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량

자료는 강수자료에 비해 관측자료의 연한이 상대적으로 짧으

며, 댐 상류부 유역에 있는 주요 지점을 제외한 대부분 지점은 

자연유량 자료의 취득이 어려워 수공구조물 설계과정에서 실

측유량 홍수량 빈도해석 결과보다는 장기간의 강수량 자료로 

산정된 설계강우량을 이용하여 강우-유출 관계에 따라 특정 

빈도에 해당하는 설계홍수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hn et al., 2014). 

수자원 계획 및 설계에 활용되는 홍수량 산정기법은 홍수

량 빈도해석 방법과 강우-유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된

다.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은 홍수량 자료를 직접 빈도해석 하

여 확률 홍수량을 산정하며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홍수량 

산정기법으로 평가된다(ME, 2019).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측유량 자료연한은 강우량에 비하여 절대적으

로 제한적이며 다수의 연구와 실무에서 강우-유출 모형, 기왕 

홍수자료, 홍수흔적 및 경험적 공식 등을 검토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Chebana and Ourada, 2008; Alcantara and Ahn, 

2021). 

최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前 유량조사사업단)이 출범

한 이후 수문조사 성과로 다수의 홍수 사상 자료가 지속적으

로 축적되고 있으며 최근 품질관리를 통한 수위-유량관계곡

선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양질의 실측유량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실측유량에 대한 빈도해석 연구사

례를 살펴보면 Yoon et al. (2005)은 실측 홍수량 자료의 지역

빈도 분석결과와 지표홍수량, 유역특성인자 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지류하천 유역에 대한 확률홍수량을 산정하였으

며, Kim and Lee (2009)는 장기유출모형을 활용해 모의된 유

량과 첨두유량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른 빈도홍수량 변화 특성

을 파악하여 한강유역의 다목적댐이 빈도홍수량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Machado et al. (2015)는 

스페인 중부지역에 위치한 타구스 강의 400년 이상 관측된 기

왕 유량자료에 대하여 정상성 및 비정상성 홍수빈도해석 방법

으로 접근하여 최근 10년 동안 기후변동성에 의해 유량의 특

성이 변화했음을 확인하였다. Engeland et al. (2018)은 노르웨

이의 4개 유역에서 실측된 유량자료를 활용하여 Bayesian 방

법과 연계한 홍수빈도해석을 통해 과거에 발생했던 홍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관측연한이 짧은 홍수자료에 대

해 불확실성 구간을 제시함으로써 설계홍수량의 신뢰성을 확

보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문조사로 확보한 실측유량을 빈도해석 기법

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10년 이상의 실측유량 자료의 가용지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서 실측유량의 직접유량 빈도해석 결과와 확률강우량과 강우

-유출모형을 활용한 홍수량 해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세부적

으로 실측유량을 활용한 홍수량 빈도해석 기법을 평가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요약하여 서술하였으며, 2장에서는 Bayesian 추론

기법을 적용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홍수량 빈도해석 기법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실측유량 자료를 설명

하였으며, 4장에서는 실측유량 자료를 사용한 홍수량 빈도해

석 결과를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활용방안을 서술하였다. 

2. 연구방법

2.1 불확실성을 고려한 Bayesian 추론 기반의 홍수량 

빈도해석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홍수 및 가뭄 등과 

같은 풍수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유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다. 특히, 유량자료는 수자원의 효율적

인 계획과 관리, 수공구조물 설계, 홍수예보 업무 등 이수, 치수, 

수생태계 및 수질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자료

이다. 홍수량 분석은 수문해석의 결과물로 수공구조물 설계 

및 하천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신뢰

성 있는 수문해석은 수자원 관리계획의 성패를 좌우한다. 수

문자료 빈도해석에 활용되는 확률분포형은 매개변수의 개수

와 형태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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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정하더라도 매개변수 추정 방법에 해석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량 또는 강수량 등의 극치 빈도해석 시

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인 일반 극치 분포

(generalized extreme value distribution, GEV)의 변형 형태이

며 ‘한국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MLT, 2011)에서 

모든 관측소에 대하여 최적 확률분포형으로 채택한 Gumbel 

분포를 적용하여 홍수량 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Kwon et al., 

2008a; Lee et al., 2010; Solomon and Prince, 2013; Kang et 

al., 2015; Bhagat, 2017). 

Fisher-Tippett Type-I분포로도 알려진 Gumbel 분포는 상

대적으로 자료연한이 짧은 수문자료의 빈도해석에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Gumbel 분포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와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

bution function, CDF)는 Eqs. (1a)~(1b)로 표시할 수 있다. 

 



exp



exp



 (1a)

  expexp



 (1b)

여기서 는 축척 매개변수로(Scale parameter)  > 0이고 는 

위치 매개변수(Location parameter)이며 는 ∞∞

의 범위를 가진다. 

누적분포함수(F)가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크기의 수문사

상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초과확률(Exceedance pro-

bability)을 이용하여 재현기간에 따른 확률홍수량(


)은 Eq. 

(2)로 산정된다. 









  (2)

불확실성을 고려한 수문해석을 위하여 사전분포와 사후분

포의 개념을 도입한 Bayesian 기법을 활용한 빈도해석 연구

가 다수 진행되었다(Smith et al., 2015; Kim et al., 2018; Shin 

et al., 2020; Uranchimeg et al., 2020). Bayesian 기법은 다양

한 분야에서 통계분석에 활용되고 있으며 빅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통계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Na and 

Yoo, 2021). Bayes’ 정리는 매개변수 와 확률변수 의 결합

확률분포는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와 우도(Likelihood)

의 곱으로 추론되는 개념으로,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

는 사전분포와 우도의 곱에 비례하여 우도와 사후분포가 연속

적으로 갱신되면서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won et al., 2008b). 즉 Eqs. (3a)~(3c)과 같이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는 확률분포를 가지게 된다. 

Y ∼ 
     (3a)

 ∼


    (3b)

 ∼     (3c)

사전분포를 통한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Bayes’ 정리로 사

후분포는 Eq. (4)와 같이 정리된다. 

∣Y  
Y
∣Y

∝Y∣∙  (4)

여기서, Y는 벡터형 자료로서 수문자료를 의미하며 는 확률

분포형의 매개변수를 의미한다. 즉, 우변의 분모 는 주변

분포(Marginal distribution)이고 우변의 분모 ∣Y는 발

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우도함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Eq. (5)와 

같다. 

Y∣ 
 




  



∣


  (5)

수문자료를 특정 확률분포형에 적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서는 수문자료로부터 확률분포의 특성을 대표하는 매개변

수를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는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기법을 활용하였다. 

MCMC 기법은 단변량(Univarate) 및 다변량(Multivariate) 

등으로 가정된 확률밀도함수의 구조가 복잡하여 결합 확률

(joint probability)을 정확히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

는 방법으로 서로 독립인 형태의 변량 대신에 Markov Chain

을 따르는 변량을 연속적으로 추출하여 사용하게 된다(Bel-

khiri and Kim, 2021). Markov Chain을 통해서 초기에 추출된 

변량들은 연속적인 모의 과정으로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가정한 확률분포에 수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Bayesian 

MCMC 방법 중 깁스 표본법(Gibbs sampling)을 활용하여 매

개변수를 추정하였다. 

불확실성을 고려한 Bayesian 기법 홍수량 빈도해석 결과의 

비교를 위해서 극치 빈도해석에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으로 산정된 매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최우도법은 매개변수 추정이 편리하여 

매개변수 추정시 효율성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매개

변수 추정시 표본자료들의 발생할 결합확률 또는 확률분포 

매개변수의 함수로 정의되는 우도함수를 결정하고, 이 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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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최대화하는 매개변수를 최적 

값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왜곡성을 재

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Shin et al., 2014). 

일반적으로 우도함수의 직접적 도출은 편리성의 사유로 

대수 우도함수(Logarithmic likelihood function)를 주로 사

용한다. 예를 들어, 표본자료가 길이 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문자료(




⋯ 


)가 독립이고 표본이 균등분포

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에 대한 확률밀도의 값은 



으로 정리된다. 즉, 수문자료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수문자료가 발생할 결합 확률과 관측자료의 결합 확률이 최대

화되는 것은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것과 같으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우도함수와 대수우도 함수의 형태는 Eqs. 

(6a)~(6c)과 같다. 



·


⋯ 


  

  





 (6a)

 
  





 (6b)




ln


    ⋯⋯ (6c)

3. 분석자료

3.1 수문조사를 통한 실측유량 자료

국내외적으로 수문조사는 국가의 물 관리 및 자연재해 예

방, 지역 간 물 분쟁, 효율적인 용수공급, 수질관리 및 하천주변 

지역의 친수환경 조성 및 홍수량 산정 등과 같이 하도구간에 

존재하는 각종 수공구조물 설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

여 수행된다. 수문조사는 유량, 유사량,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

량 조사로 구분되며 수문조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

량조사는 하천단면을 여러 개의 측선으로 구분하고 각 측선의 

단면적과 유속을 측정하여 단면의 전체유량을 산정한 이후에 

동시간의 하천 수위와의 관계로 정립되는 수위-유량관계곡

선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속 또는 유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

는 시설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유속 또는 유량을 측정하는 

자동유량측정 방법 등이 있다.

체계적인 수문조사를 수행하여 일관성 있는 수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Korea institute of 

hydrological survey, KIHS)에서 수행하는 수문조사 중 유량

조사는 4대강 홍수통제소 관할 수위관측소 지점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측정된 자료의 체계화된 품질관리 과정을 통하여 

신뢰도 높은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을 개발하여 실측유량 자

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홍수예보지점 및 바다의 조석이나 하구

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점은 무인으로 유량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유량측정시설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유량자료를 취득

한다(Fig. 1). 

Table 1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前 유량조사사업단) 출

범 이래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수행한 연도별 유량측

정 지점 수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측유량 자료는 총 559

개의 수위관측소 중 접근이 불가하거나 지형학적 제약조건으

로 측정이 불가한 지점은 제외하였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

지 수문조사가 수행된 지점의 유량자료는 수문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a) Moving-boat ADCP (b) Microwave

Fig. 1. Hydrological survey method conducted by KIHS

Table 1. Current status of streamflow measurement stations performed by KIHS

Year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Site 99 107 120 158 142 171 193 200 206 208 212 211 216 216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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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수위관측소별로 확보 가능한 유량자료 연한을 

구분한 결과이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유량자

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은 108개소로(42.2%) 파악되었다. 

권역별로는 낙동강 권역이 29%로 가장 높은 조사율을 확인하

였으며 섬진강 유역이 8%로 가장 낮은 조사율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0년 이상의 연속자료 확보가 가능한 주요 지점 

중 6개 지점을 대상으로 홍수량 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 권역

별로는 한강 유역의 영월군(영월대교), 서울시(중랑교), 연천

군(사랑교) 및 낙동강 유역의 함안군(계내리) 지점, 금강 유역

의 청주시(흥덕교) 지점, 섬진강 유역의 구례군(구례교) 지점

의 유량자료를 사용하였다.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하천구역과 배후지

역에 하천수위 상승 예측을 통해 범람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제공하고 대응시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홍

수주의보와 홍수경보를 발령하는 홍수예보를 수행하고 있

다. 홍수주의보는 계획홍수량의 50%를 초과하는 유량이 흐

를 때의 수위와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

지 60%에 해당하는 수위 도달시 발령되며 홍수경보는 계획홍

수량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와 최근 5년의 

Table 2. Current status of data duration at streamflow stations each 

river basin (accrued)

Available 

year
Site Han Nakdong Guem Seomjin Yeongsan

1 258 73 76 64 20 25

2 198 64 66 45 12 11

3 188 61 63 42 12 10

4 177 56 61 38 12 10

5 164 49 60 34 11 10

6 148 43 58 28 11 8

7 139 40 57 25 9 8

8 128 37 55 20 9 7

9 122 37 51 19 8 7

10 108 34 43 16 8 7

11 75 25 30 10 6 4

12 59 21 22 9 4 3

13 26 11 12 2 1 0

14 14 7 5 1 1 0

15 11 6 4 1 0 0

Total 28% 29% 25% 8% 10%

Table 3. 6 Station information and control flood by rating curve (unit : m3/s)

Station Code Station Name Latitude Longitude Watch Flood (cms) Warning Flood (cms)

1001690 Yeongwolgun (Yeongwoldaegyo) 37-10-55 128-28-32 4,059 5,509

1018675 Seoulsi (Jungranggyo) 37-35-33 127-04-14 22,605 29,248

1022680 Yeoncheongun (Saranggyo) 38-00-32 127-03-22 8,684 11,928

2020615 Hamangun (Gyenaeri) 35-23-00 128-29-01 7,010 10,343

3011645 Cheongju-si (Heungdeokgyo) 36-38-48 127-28-53 355 721

4009610 Guryegun (Guryegyo) 35-09-56 127-27-15 4,131 5,633

Fig. 2. Development of rating curve at seoulsi (Jungranggyo) by KIHS Hydrological survey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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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80%에 해당하는 수위 도

달시 발령된다. Table 3은 분석지점의 위치정보 및 수위-유량

관계곡선식(Fig. 2)을 적용하여 산정한 홍수주의보 유량과 홍

수경보 유량을 나타낸다. 

4. 연구결과

4.1 불확실성을 고려한 매개변수 추론 및 홍수량 빈도

해석

수문자료를 분류하는 개념에서 극치 수문자료는 일정기간

(1년) 동안의 자료로 고려되고, 연 최대치(Annual maximum)

와 비매년 최대치(Non-annual maximum)로 구분할 수 있다. 

Fig. 3은 구례군(구례교) 지점과 영월군(영월대교) 지점의 10

분 단위 유량자료의 시계열을 도시한 결과이다.

관측 수문자료가 가용한 경우 실제 관측된 자료를 활용하

여 빈도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Stedinger et al., 1993). 그러나 유량자료는 공인된 계측

자료를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수량 자료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누적된 자료의 연한이 짧아 빈도해석 시 불확실성이 

크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Chae et al., 2018). 본 연구에서

는 활용한 유량자료의 자료연한은 15년으로 연 최대치 계열

을 추출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빈도해석을 위한 조건에 제약

성이 있어 확보된 각 지점별 홍수사상의 유량자료를 활용하여 

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홍수량 빈도해석에 활

용되는 유량자료에 대한 최적 확률분포형으로 Gumbel 분포

를 가정하였으며, Gumbel 분포 확률지(Probability plot)를 

Fig. 3. Visualization of discharge data. (a): Yeongwolgun (Yeongwoldaegyo) station, (b): Guryegun (Guryegyo) station

Fig. 4. Goodness-of-fit test based in gumbel probability plot and empirical CDF at water level station Yeoncheongun (Sarang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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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비교함과 동시에 경험적 누적분포함수(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를 도시하여 유량자료에 대한 확률분포

형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적합도 검정 분석결과는 선

정된 모든 지점의 유량자료에 대한 확률분포형이 Gumbel 분

포 확률지와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경험적 누적분포에 근접하

여 유량자료에 대한 확률분포로 Gumbel 분포의 선정이 적합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대표 지점으로 연천군(사랑교) 결과

를 Fig. 4에 도시하였다. 

Fig. 5는 Bayesian 기법을 통하여 도출된 매개변수 분포를 

도시한 결과이다. 여기서, 파란색 실선은 Bayesian 기법으로 

도출된 매개변수의 사후분포를 의미하며, 붉은색 점선은 최

우도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매개변수이다. 결과적으로, 최우

도법에 의해 산정된 매개변수가 Bayesian 기법을 통해 추론

된 매개변수 사후분포 확률밀도함수의 중앙값 근처에 적절하

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Table 4에 정리된 매개

변수의 중앙값(Median)과 비교를 통해 Bayesian 기법을 통해 

도출된 매개변수가 적절하게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s 5~7은 Bayesian 기법과 최우도법으로 추정한 매개

변수에 의한 빈도별 홍수량 산정 결과이며, Fig. 6은 빈도별 홍

수량을 도시한 결과이다. Bayesian 기법으로 산정된 빈도별 

(a) Yeongwolgun (Yeongwoldaegyo)

(b) Guryegun (Guryegyo)

Fig. 5. A comparison of Gumbel distribution parameters using Bayesian model and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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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량을 홍수예보의 관점에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를 발

령하는 유량과 비교하였을 때,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는 상태

의 유량은 분석지점에서 약 5~20년 빈도에 구간에, 홍수경보

를 발령하는 상태의 유량의 경우 분석지점에서 약 30~ 100년 

빈도의 구간에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역의 특성

을 반영하여 기존의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에 해당하는 유량

은 영월군(영월대교)와 함안군(계내리) 지점과 같이 계획홍

수량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고빈도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계획홍수량이 작은 청주시(흥덕교) 지점은 저빈

도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Table 4. Station information and control flood by rating curve (unit : m3/s)

Station Code Station Name Latitude Longitude Watch Flood (cms) Warning Flood (cms)

1001690 Yeongwolgun (Yeongwoldaegyo) 37-10-55 128-28-32 4,059 5,509

1018675 Seoulsi (Jungranggyo) 37-35-33 127-04-14 22,605 29,248

1022680 Yeoncheongun (Saranggyo) 38-00-32 127-03-22 8,684 11,928

2020615 Hamangun (Gyenaeri) 35-23-00 128-29-01 7,010 10,343

3011645 Cheongju-si (Heungdeokgyo) 36-38-48 127-28-53 355 721

4009610 Guryegun (Guryegyo) 35-09-56 127-27-15 4,131 5,633

Table 5. Parameter estimation result using Bayesian model and ML

Station 

Code

ML-Gumbel Bayesian-Gumbel

Location () Scale ()
Location () Scale ()

5% median 95% 5% median 95%

1001690 1,420.3 813.4 989.4 1,302.9 1,577.0 626.8 838.9 1,101.0

1018675 451.1 347.6 191.9 397.1 604.0 258.0 383.4 560.3

1022680 1,583.6 1,464.0 730.8 1,260.6 1,697.0 1,063.0 1,453.1 1,841.0

2020615 1,972.5 1,829.5 1,255.5 1,710.4 2,107.0 1,458.0 1,807.4 2,164.0

3011645 185.7 125.6 111.1 178.8 246.8 91.4 143.1 208.8

4009610 1,694.6 1,174.8 1,017.5 1,467.3 1,830.5 878.7 1,191.3 1,518.0

Table 6. The estimated design flood according to Bayesian-based return periods (unit : m3/s)

Return PeriodStation 2 5 10 20 30 50 100 200 300 500

Yeongwolgun (Yeongwoldaegyo) 1,683 2,624 3,290 3,922 4,281 4,729 5,328 5,933 6,288 6,734

Seoulsi (Jungranggyo) 555 992 1,291 1,580 1,746 1,956 2,239 2,521 2,684 2,892

Yeoncheongun (Saranggyo) 1,895 3,436 4,611 5,727 6,363 7,153 8,212 9,263 9,878 10,660

Hamangun (Gyenaeri) 2,491 4,446 5,882 7,250 8,033 9,016 10,330 11,620 12,380 13,330

Cheongju-si (Heungdeokgyo) 231 392 500 603 663 737 837 937 996 1,069

Guryegun (Guryegyo) 2,020 3,289 4,263 5,184 5,705 6,351 7,215 8,072 8,576 9,210

Table 7. The estimated design flood according to ML-based return periods (unit : m3/s)

Return PeriodStation 2 5 10 20 30 50 100 200 300 500

Yeongwolgun (Yeongwoldaegyo) 1,722 2,643 3,254 3,839 4,176 4,597 5,165 5,731 6,061 6,477

Seoulsi (Jungranggyo) 592 983 1,243 1,493 1,637 1,817 2,059 2,301 2,442 2,620

Yeoncheongun (Saranggyo) 2,232 3,867 4,961 6,013 6,618 7,376 8,397 9,416 10,010 10,759

Hamangun (Gyenaeri) 2,784 4,828 6,194 7,508 8,265 9,211 10,488 11,761 12,504 13,440

Cheongju-si (Heungdeokgyo) 234 376 470 560 612 677 765 852 903 968

Guryegun (Guryegyo) 2,150 3,476 4,356 5,202 5,688 6,296 7,116 7,933 8,410 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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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eongwolgun (Yeongwoldaegyo) (b) Hamangun (Gyenaeri)

(c) Seoulsi (Jungranggyo) (d) Cheongju-si (Heungdeokgyo)

(e) Yeoncheongun (Saranggyo) (f) Guryegun (Guryegyo)

Fig. 6. Uncertainty bounds associated with design flood and comparison between bayesian and ML based 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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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불확실성 구간이 좌우대칭의 형태는 나타내는 

것은 오차의 분포형을 정규분포로 가정한 사유로 판단되며, 

최우도법을 통해 추정한 6개 지점의 빈도별 홍수량에 대한 신

뢰구간과 Bayesian 기법을 통해 산정된 매개변수의 불확실성 

구간이 매개변수에 의해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유사한 

거동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Bayesian 기법으로 

유량자료를 직접빈도 해석하여 산정된 재현기간별 홍수량을 

홍수예보 과정에서 사용되는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를 발령

하는 유량과 비교한 결과는 정량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수문조사를 통하여 유량자료를 확보한다면 기상

자료에 의존하는 수문분석과 비교하여 현실성 있는 홍수분석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기후변화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수자원은 국가 재산의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0년 총 109건의 홍수특

보(주의보 78건, 경보 31건)가 발령되었다. 이와 같이, 지구 온

난화 현상으로 거의 매년 막대한 홍수 등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홍수예·경보를 

위해 정확한 홍수량 산정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자원

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홍수피해를 저감하고 환경친화

적인 수자원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은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의 확보를 통해 실측자료

에 기반한 홍수량 빈도해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공인된 실측유량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량 빈도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째, 하천 유량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자료

와 장기간 축적된 연속 유량자료가 필요하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은 지속적으로 재정투자를 하여 최소 30년~100년 이

상의 유량자료를 확보하여 국가 수자원의 계획수립 및 재해방

지 목적으로 장기간의 수문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

라는 30년 이상의 연속된 유량자료를 확보한 지점이 극소수

인 실정이다. 기후변동성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가뭄 및 홍수 

등의 풍수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 수문사상으로 유발되는 도시홍수 및 지류하천의 홍수피

해 등의 대응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문조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유량측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이수 및 치수 사업, 국가 수자원 계

획 등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홍수량 

빈도해석에 가장 적합한 실측유량을 기반으로 최우도법과 

Bayesian 기법을 활용하여 빈도해석을 수행한 결과, 자료의 길

이가 비교적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확률홍수량은 기

존의 강우-유출 모형을 적용하여 산정된 확률홍수량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홍수예보에 사용되는 수위를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을 대입하여 산정한 유량과 비교 한 결과 홍수주

의보와 홍수경보에 해당하는 유량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빈도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매개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Bayesian 기법은 강우량 자료와 비교

해 상대적으로 자료의 수가 부족한 실측 유량자료를 직접적으

로 적용하는 한계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사후분포

를 통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였다. 최우도법을 통해 산정된 

확률홍수량에 대한 신뢰구간과 Bayesian 기법을 통해 추정된 

불확실성 구간을 함께 도시하여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홍수량 빈도해석시 자료가 부족할 경우 

과대추정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해서 실측유량 자료가 

축적된다면 충분히 신뢰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후변동성으로 인하여 극한홍수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측 유량자료를 활용한 본 연

구의 결과는 기존 빈도해석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법의 

도입을 통해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과 함께 매개변수

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할 수 있

다. 즉, 실측 유량자료를 통해 확률홍수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불확실성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실측 수문자료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수자원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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