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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후변화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를 망하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

(uncertainty)'은 모든 기후변화 향평가의 키워드이며,기존 연구에 의하면

GCM 시나리오에 의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어

떤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미래 수자원 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이에 모든 GCM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에 한 모든 불확실성을

악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인 방법이나 IPCC에서 제공하는 수십 개의 모든

GCM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것은 실 으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

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표 GCM 시나리오(principal

scenarios)만으로 모든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GCM

시나리오 선정방법을 제시하 다. 한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인 entropy이

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나리오 선정방법의 타당성을 증명하 으며,기후변

화 향평가 수행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를 정량화하 다.마지막

으로 기존 시나리오 조합방법을 공간 인 개념에서 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한 새로운 시나리오 조합방법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첫째로 통계 특성을 이용하는 characteristic

-basedK-means군집분석을 이용하는 시나리오 군집분석과 경험 확률분

포를 이용하는 시나리오 평가지표인 PDF method을 용하여 principal

scenarios를 선정하 다. 한 principalscenarios와의 비교를 해 모의정확

성이 가장 높은 5개의 GCM 시나리오인 bestscenarios를 선정하 다.

둘째,불확실성 정량화 기법인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이

유지되는지 평가하 다.결과 으로 principalscenarios는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100% 설명하 으나 반면에 bestscenarios는 65% 이하로 설

명하여 principalscenarios가 bestscenarios보다 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는데 합함을 증명하 다. 한 여러 단계의 모형(GCM,상세화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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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모형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기후변화 향평가에 의한 체 불확실성

과 각 단계별 불확실성을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정량화하 다.특

히 배출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체 불화실성의 50% 이상으로 가장 큰 불

확실성을 나타냈으며,다음으로 GCMs에 의한 불확실성이 26.50%으로 불

확실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나리오 조합방법인 ReliabilityEnsembleAveraging

(REA)을 공간 개념에서 용할 수 있도록 공간 편차와 변동성을 반

할 수 있는 SpatialReliabilityEnsembleAveraging(S-REA)을 제시하

다.S-REA가 Bias와 RMSE에서 REA보다 시나리오 조합결과가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어:기후변화 불확실성,불확실성 정량화,불확실성 ,시나리오

군집분석,시나리오 선정,시나리오 조합,maximum entropy

학 번:2005-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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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

기후변화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를 망하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

(uncertainty)'은 모든 기후변화 향평가의 키워드(keyword)임에 분명하

다. 1990년부터 정부간 기후변화 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Change,IPCC)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살펴보면,제 1차 보고서에서

는 2050년에 지구 평균기온이 3℃ 상승하고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20%

정도 증감하는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IPCC,1990),1995년 제 2차 보고서

를 보면 기온은 0.8～3.5℃ 상승,강수는 제 1차 보고서와 비슷한 20% 정

도 증감할 것으로 망하 다.2001년 제 3차 보고서에서는 1990년에 비해

기온은 1.4～5.8℃ 상승하고 강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겨울에는

감소(-20～-5%),여름에는 증가(5～20%)할 것으로 상하 으며, 재 상

태로 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을 생산할 경우에 더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을

수 있음을 망하고 있다.2007년에 발간한 제 4차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온

실가스(GreenhouseGas)시나리오와 기후모델을 이용한 결과,지구의 평균

기온이 향후 100년 동안 1.1～6.8℃ 상승할 것으로 보고하 다.이에 따라

세계 으로 최 17억 명 가량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을 것이며,2080년

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해안지역의 30% 이상이 유실되고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홍수로 인한 험에 노출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IPCC,2007).

IPCC보고서들을 살펴보면,미래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도 요

하지만,기온상승의 폭이 해마다 더 커져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

하고 있다.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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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기후변화 연구는 그 특성상 GCM

(GlobalCirculationModel),RCM (RegionalCirculationModel),상세화기법

(downscalingtechnique),수문모형(hydrologicalmodel)등 여러 단계를 거

쳐 수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기후변

화에 의해 발생되는 불확실성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GCM

시나리오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알려져 있다(Wolocketal.,1999;Wilbyet

al.,2006;Kayetal.,2009;Prudhommeetal.,2009).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재 기후와 미래 기후 시나리오의 차이이며(IPCC,2007),기후변화 시나리

오는 미래 망을 한 배출시나리오부터 수문모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모든 시나리오를 포함한다.이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떠한 GCM 시나리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수자원

망에 많은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기존 기후변화 연구들이 GCM 시나

리오의 불확실성에 하여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으나,기존 몇몇의 국

내외 기후변화 연구들은 기후변화 수행단계별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기

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을 뿐이다(Katz,

2001;Kayetal.,2009;Prudhommeetal.,2009). 를 들어, 재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은 한정된 GCM 시나리오만을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나 수행단계별 변화에 따른 강수량이나 유량변화를

불확실성 크기로 가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

성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이다(Kayetal.2009).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함에 있어서 체계 이고 객 인 정량화 추정방법 혹

은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지표들을 제 로 제시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한 기존 기후변화 시나리오 연구들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조합

(combination)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Raisanen 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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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Rajagopalanetal,2002;,Rafteryetal.,2005;Tebaldietal.,2007).

기후변화 시나리오 조합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GCM 시나리오의

과거 모의능력(혹은 미래 망까지 포함)에 따라 가 치를 주어 단일한

GCM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조합되어 단일화된 기후변화 시나리오(혹

은 GCM 시나리오)는 정책결정자나 최종 사용자가 기후변화에 한 정책에

있어서 빠른 결정이 가능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수자원 망에 유용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기후변화 망이 잘못되었을 경우,경제․사회 으

로 심각한 피해를 래할 수 있다.반면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불확

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화하여 불확실성의 발생범 에 한 정보를 최

한 제공한다면,불확실성을 고려한 미래 수자원 망이 가능해지고 잘못된

망에 따른 막 한 피해를 일 수 있을 것이다. 한 미래 기후변화는 어

떻게 개될지 아무도 모르며 IPCC(2007)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제공되

는 배출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GCM 시나리오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하지

만 실제로 IPCC에서 제시되는 수많은 GCM 시나리오를 고려하기에는 매우

막 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기후변화 망,기후변화 불확실성,시나리오 조합 등의 다

양한 기후변화 련 연구들이 선진국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는 아직 기후변화 망과 향평가에 많은 이 맞추어져 있다.우리나라

도 기후모형에 한 투자를 늘리고 IPCC보고서에 우리나라에 한 기후

망을 반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표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 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로서는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IPCC의 GCM 시나리오를 검토․분석하여 우리

나라에 합한 GCM 시나리오를 찾는 것이 최선이며,우리나라의 미래 수

자원 망을 해서 시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체 불확실성을 유지



-4-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합한 주요 GCM 시나리오를 선정할 수 있다면,

보다 신뢰성이 높고 안정 인 미래 수자원 망이 가능하다.이에 우리나라

에 합한 GCM 시나리오를 선정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매우 요하다고

사료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수행과정의

최 입력변수가 되는 배출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행된 GCM 시나리오만을

상으로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GCM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이에 한 모든 불확실성을 악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인 방법이다.하지만 IPCC에서 제공하는 수십 개의 모든 GCM 시나리오

를 사용하는 것은 실 으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GCM 시나리오의 합리 인 선정을 통해 몇 개의 GCM 시나리

오만으로 체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데

최종목 이 있다.본 연구에서 최종목 을 해 수행해야 할 세부목 을 분

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 은 IPCC에서 제공하는 수십 개의 모든 GCM 시

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표 GCM 시나리오

(principalscenarios)를 합리 으로 선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두 번째 목 은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인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선정된 표 GCM 시나리오만으로 체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검증

하여 새로운 시나리오 선정방법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한 기후변

화 향평가 수행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를 정량 으로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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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나리오 조합방법을 공간 인 개념에서 용할 수 있

도록 개선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존 여러 시나리오 조합방법과 비교하

여 새로운 시나리오 조합방법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1.3 논 의 구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재 IPCC에서 제공되는 있는 GCM 시나리오 황을

살펴보고,GCM 시나리오 선정방법인 시나리오 편차보정,시나리오 군집분

석과 시나리오 선정에 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정리하 으며,GCM 불확실

성 정량화에 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특히 maximum entropy

용에 한 연구에 하여 정리하 다. 한 GCM 시나리오 조합방법에

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정리하 다.3장에서는 용 상유역을 선정하고

IPCC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용가능한 모든 GCM 시나리오에 하여 한반도

를 상으로 강수와 기온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4장에서는

GCM 시나리오 선정에 하여 설명하고 용하 다.첫 번째로 GCM 시나

리오에 많이 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편차보정기법에 해 검토하고 비교하

으며,이를 이용하여 모든 GCM 시나리오에 하여 편차보정을 수행하

다.두 번째로 시나리오 군집분석의 정의와 방법의 종류에 하여 설명하

으며,군집분석을 용하여 GCM 시나리오를 그룹화한 결과를 서술하 다.

마지막으로 GCM 시나리오 선정을 한 평가지표에 하여 설명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 으며,시나리오 선정을 통해 한반도에

하여 bestscenarios와 principalscenarios를 선정하여 제시하 다.5장에

서는 선정된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정량화를 통한 새로운 시나리오 선

정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후변화 수행단계에서 단계별 기후변화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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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의 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우선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maximum entropy에 하여 설명하고 allscenarios,

bestscenarios,principalscenarios에 하여 maximum entropy를 용하여

시나리오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비교하 으며,principalscenarios가 best

scenarios보다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더 잘 표 함을 증명하 다. 한

시나리오 불확실성 결과를 바탕으로 principalscenarios를 한반도에 합한

표 GCM 시나리오로 제시하 다.다음으로 기후변화 불확실성 연구의 단

계별 불확실성에 하여 이론 검토를 하고,maximum entropy를 이용하

여 기후변화 수행 단계별로 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어떤 단계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는지 분석하 다. 한 기후변화 망기간에 따른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비교하 다.

6장에서는 새로운 GCM 시나리오 조합방법을 제시하 다.기존 GCM 시나

리오의 조합방법의 종류에 하여 설명하고 GCM 시나리오에 하여 용한

결과를 제시하 다. 한 시나리오 조합방법 하나인 ReliabilityEnsemble

Averaging방법을 공간 으로 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새로운 시나리오 조

합방법인 SpatialReliabilityEnsembleAveraging방법을 제시하 다.마지막

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연구 계획에 해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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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동향

2.1 후변화 시나리  황

2.1.1 실가스 배출 시나리

1990년 IPCC는 1차 보고서에서 SA90시나리오를 사용하 으며,1992년

supplementaryreport에서 IS92a부터 IS92f까지 6개의 표 이 되는 배출시

나리오를 제시하 다.IS92시나리오에서 IS92a와 IS92b의 가정사항은 거의

비슷하며,1차 보고서에서 사용된 SA90을 보완하여 작성되었다.IS92시나

리오 IS92a시나리오가 가장 리 사용이 되며,IS92a에 의하면 기 년

도인 1990년도의 CO2농도는 약 350ppmv이고 100년 후인 2090년에는 약

670ppmv가 되어 1.5～4.5℃ 범 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추

정하 다(IPCC,1992).2000년 IPCC는 IS92시나리오의 결 을 보완하여

SRES(SpecialReportonEmissionScenario)시나리오를 제시하 으며,3

차 보고서부터 이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IPCC,2000).SRES시나리오들은

인구학,사회-경제학,그리고 기술 인 유도 요인을 고려하며,기후 변화의

요한 원인이 되는 GHG배출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체 인 개발 방향을

조사하는 각기 다른 네 가지 시나리오 그룹(A1,A2,B1,B2)으로 나 어진

다(Fig.2.1참조).A,B축은 경제(economy)지향,환경(environmental)지향

이며,경제발 에 해 상 인 방향성으로 경제성장을 시하는가,환경을

시하는가를 나타내는 축이다.1,2축은 지구주의(global)지향,지역주의

(regional)지향으로 경제발 에 해 상 인 방향성으로서 지구주의 경

제발 을 지향하는지,지역주의 경제발 을 지향하는지를 나타내는 축이

다.따라서 기후 시나리오별로 미래 기후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

로 모든 시나리오에 해 고려하여야 한다(IPCC,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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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B1 B2

SRES Scenarios

Economics

Environmental

Economics

Environmental

Global RegionalGlobal Regional

A

B

1 2

Fig.2.1DescriptionofAandBemissionscenariosinS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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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S배출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1배출시나리

오는 지구 체 인구는 반세기 만에 최고 에 도달하고 새롭고 더 효율 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사회를 가정한

다.A1은 화석연료 심(A1FI),비 화석연료 에 지 자원(A1T),그리고 모

든 자원들 간의 균형(A1B)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 어진다.B1배출시나리

오는 A1배출시나리오와 같은 인구 망을 하지만 더 빠른 서비스와 정보

경제로의 더 빠른 변화를 망하는 수렴 인 사회를 나타낸다.B2배출시나

리오는 간 정도의 인구와 경제 성장을 망하며,경제,사회,환경 유지가

능성의 지역별 해결책을 강조한다.A2배출시나리오는 큰 인구 성장과 느린

경제 발 ,그리고 느린 기술 변화를 동반하는 매우 이질 인 사회를 묘사

한다.

IPCC에서는 Non-SRES시나리오인 5개의 배출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

다.PICTLExperimental시나리오는 산업사회 이 의 온실가스 상태가 지속

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이며,20C3MEExperimental시나리오는 20세기 동

안 온실가스의 증가만큼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이다.이외에도

산업사회 이 의 온실가스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증가에 따라 COMMITAn

시나리오,1PTO2X시나리오,1PTO4X시나리오가 있다(IPCC,2007).

2.1.2 후변화 시나리 의 작 방법

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 향평가는 재의 수자원과 미래 망된 수자원을

비교하는 것이며,이러한 망들은 모두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앞서 살

펴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선행자료로 포함되어

야 한다.즉,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입력자료로 하여 기온,강수량 등의

기상변수와 유출량 등의 수문변수를 망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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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합성 시나리오(synthetic

scenario),상사 시나리오(analoguesscenario),GCM 기반의 시나리오(GCM

basedscenario)이다.이 우리가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나리오가

GCM 기반의 시나리오이다.Table2.1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방법별 장

단 을 정리한 표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합성 시나리오는 특정 기후요소의 값을 발생 가능한 범 내에서 임의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이 시나리오는 많은 연구에서 기후변화가 연간 일정

한 것으로 작성되고 있다.합성 시나리오는 설계와 용이 용이한 반면,

실 인 변화를 정하게 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상사 시나리오는 장

래의 기후와 유사하다고 단되는 재의 변수와 련하는 방법이다.상사

시나리오는 공간 상사와 시간 상사가 있다.공간 상사는 상지역의

장래 상되는 기후와 유사한 재 기후지역과 연 짓는 방법이며,시간

상사는 미래에 발생할 기후변화를 과거의 기후정보로부터 유추하는 것으로

고기후 유사법과 계측에 근거한 유사법이 있다.마지막으로 GCM 기반의

시나리오는 GCM 모의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으로,기후모형으로 기해양순

환모형(Atmosphere-OceanGeneralCirculationModel,AOGCM)을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나리오 작성방법이다.

GCM은 기후를 결정하는데 요한 기,해양,빙하권 그리고 지표면에

서 발생하는 물리 과정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과거, 재 그리고

온실가스 농도에 한 미래의 기후변화를 정량화하여 제공해 다.세계 으

로 평균 인 기후변화를 측정하기 해 더 단순한 모델이 보 되기도 하지

만,지역 인 모델과 결합 가능한,GCM만이 기후변화의 향분석이 필요한

지역 기후변화 측정과 일치하는 지리학 ,물리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이에 GCM은 기후변화 연구에서는 매우

요하면서 기본 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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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1Strengthandweaknessofclimatechangescenarios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4)

Climatechange

scenarios
Concept Strength Weakness

상사

시나

리오

고기후

상사

시나리오

•과거의 온난화

기간을 묘사

•2100년까지 상되는 동일 규

모의 변화에서 과거에 실제

발생하고 물리 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후변동

•시공간 해상도가 낮음

•온실가스의 증가과 연 이

없음

Instrumental

•취약성

응능력을 조

사

•물리 으로 실 가능한 변화

•해상도가 높아 내부정합성이

있어 변수조합이 가능

•자료를 직 취득 가능함

•온실가스 증가와 반드시

련이 없음

•기후변화의 규모가 일반 으

로 낮음

•최근의 유사사례를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공간

상사

시나리오

•기후/생태계의

계를 외삽

•고해상도 변수를 풍부하게 조

합하는 것이 가능함

•온실가스 증가와 련이 없

음

•물리 으로 가능한 공간이

많이 없음

• 한 유사사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가 있음

합성 시나리오

•시스템의 감도

테스터

•주요한 기후임

계치의 지

•설계, 용이 용이

•비 실 인 시나리오의 가능

성

•온실가스의 증가와 직

연 이 없음

GCM

기반

의

시나

리오

AOGCM

결과의

직 이용

•많은 기후시나

리오의 출발

•인 강제에

한 규모

의 응답

•최신의 포 인 물리법칙에

근거

•장기간의 결과

•자료의 직 이용가능

•다양한 요소의 정보 이용가능

•공간해상도가 낮음

•비상식 으로 큰 값을 나타

내는 지역을 제거

•복수의 시나리오 작성 시 계

산부하가 큼

고해상도

GCM

•지구/ 륙구모

의 고해상도

정보 제공

•고해상도의 정보 제공

•물리법칙에 기호찬 모형에 의

해 모의된 정보

•다양한 요소의 정보 이용가능

•복수의 시나리오 작성 시 계

산부하가 큼

•AOGCM의 결과에 의존

지역기후모

형

•시공간 고해

상도 정보 제

공

•시공간 고해상도의 정보 제

공

•다양한 요소의 정보 이용가능

•극단 인 기상 상에 한

GCM 상의 표 력이 높음

•계산기 부하가 높아,많은 시

나리오를 작성하지 못함

•AOGCM의 결과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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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은 지상 측소,인공 성, 이더 등으로부터 측된 기온,토양수

분,강우 등을 기조건(intialcondition)으로 하고 해수면기압,지형,토양수

분,CO2등을 경계조건(boundarycondition)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시

의 강수,기온,기압 등을 모의한다(Fig.2.2참조).GCM은 구조에 따라 크

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로 간단한 수평의 해양과 결합된 기

GCMs와 단순한 지표면을 라미터로 결합한 것(i.e.UKLO,UKHI),둘째로

해류와 열수송을 나타낼 수 있는 3차원과 단순한 지표면을 라미터로 결

합한 것(i.e.UKTR),마지막으로 해수의 3차원 표 과 지표의 3차원 생물권

과 결합한 것(i.e.HadCM2,HadCM3)으로 나 수 있다.

GCM 기반의 시나리오는 GCM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 기후변화에

하여 물리 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규모의

산장비를 요구하고 공간해상도가 무 크며,같은 지구에 하여 모의를

수행하지만 모형간 모의결과가 상이하다는 단 이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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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of GCM and GCM outputs

(www.ipcc-d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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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나리  편차보  및 상 화

편차보정은 통계 인 기법을 이용하여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편차를 보

정하는 방법이다.이러한 편차보정기법은 경제분야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기

법이다.Theil(1971)는 단순선형회귀식(simplelinearregression)을 이용하여

모의나 측결과를 간단히 보정하는 최 선형보정(optimal linear

correction)을 제안하 다.Goodwin(2000)은 최 선형기법을 이용하여 경제

분야의 측모형을 보정하기 해 용하고 그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기상이나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편차를 보정하기 한 보정기법이 많이

연구되었다.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편

차를 보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의 변수와 측 변수로 구성된

편차보정모형을 미래 망 GCM 시나리오에까지 확장하여 용한다(Fig.2.3

참조).하지만 아직 국내외 으로 일부 편차보정방법과 (통계 )상세화기법

에 한 구분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상세화기법에 편차보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수자원 기후변화 분야의 편차보정에 한 국외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nrnellandReynard(1996)은 측 변수와 과거기간 GCM 모

의 변수의 차이 혹은 비율을 이용하는 simplemethod를 용하여 편차보정

을 하 다. 한 Chiew andMcMahon(2002)도 simple method를 이용하여

편차보정을 수행하 다.Woodetal.(2004)은 GCM 시나리오의 강우에 포함

된 편차를 보정하기 해 과거 월단 측강우의 가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function,이하 cdf)와 동일한 기간의 월단 GCM 시나리오의

cdf를 구하고,미래 망에 한 강우 망이 생성되면 이를 모의강우 cdf에서

측강우 cdf로 mapping하여 편차를 보정하는 quantilemapping을 제안하

다.InesandHasen(2006)은 Kenya지역에서 월단 신 일단 강수량

에 하여 quantilemapping을 용하 으며,Hashinoetal.(2006)은 회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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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quantilemapping,event편차모형 등 여러 편차보정방법을 미국 아이오

와 지역에 용하여 편차보정방법이 미래 망능력을 향상시킴을 증명하

다.MaurerandHidalgo(2008)와 MpelasokaandChiew(2009)는 체기간이

아니라 월별과 계 별로 quantilemapping을 용한 바 있다.그 밖에는

Atger(2003)은 ECMWF (European CentreforMedium-RangeWeather

Forecasts)의 EPS(EnsemblePredictionSystem)를 개선하기 해 선형회

귀식을 이용한 보정기법을 용하 으며,Sharma et al.(2007)은 GG

(Gamma-Gamma)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GCM 강우 시나리오를 편차

보정했다.Elshamyetal.(2008)도 나일강 지역에 quantilemapping을 17개

GCM 시나리오의 강수와 잠재증발산량에 용하고 비교하 다.

최근에는 기존 편차보정기법의 단 을 개선하고자 Johnson and

Sharma(2009)가 nestedbiascorrection을 제시하 다.이 방법은 과거 측

변수의 패턴이 그 로 유지되는 deltachangemethod의 단 과 월별 혹은

연별 자료의 자기상 성(auto-correlation)을 유지하지 못하는 quantile

mapping의 단 을 보완하고자 GCM 시나리오 모의(혹은 망)변수의 상

계수 신 과거 측값의 상 계수를 신 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이

는 GCM 시나리오의 주기성과 월별(연별)자료간의 상 계를 유지하면서

편차보정을 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GCM 시나리오에 한 편차보정 연구는 거의 무하며, 신

상세화기법에 한 연구에 치 한 실정이다.편차보정에 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정 일 등(2005)은 최 선형보정을 이용하여 유출량을 보정하여

앙상블 유량 측 시스템을 개선하 다.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simple

method를 용하는 연구(안소라 등,2009)가 용된 정도이다.

다음으로 상세화기법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상세화기법

은 통계학 인 방법(statistical method)과 동역학 인 방법(dyna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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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으로 나 어지며,과거부터 재까지 통계학 상세화기법에 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최근에는 컴퓨터 등의 모의성능

이 뛰어난 자기기의 발 으로 동역학 상세화기법에 한 연구도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학 인 상세화기법을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함수를 사용하

는 방법(transferfunctionmethod)을 이용한 연구,기상패턴에 기반을 둔 방

법(weatherpattern-basedmethod)을 이용한 연구,일기발생기를 이용한 방

법(weathergeneratormethod)을 이용한 연구 등이 있다. 이함수를 이용

한 연구(WilbyandWigley,1997;Hayetal.,2000;Woodet.al.,2004;

Christensenetal.,2004;DibikeandCoulibaly,2005)에서는 주로 선형·비선

형방법(linear and non-linear regression method),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network,ANN),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sanalysis,PCA)

등의 방법을 이용하며, 측인자(predictor)와 측변수(predictand)의 계를

이용하여 편차보정을 포함한 상세화를 수행한다. 용이 간편하다는 장 이

있으나 모형의 매개변수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 이 있어 측인자의 선택이

요하다.이에 따라 편차보정의 정확성도 달라진다.기상패턴을 이용한 연

구(Wilbyetal.,1999;BoeandTerray,2008;Seguietal.,2010)에서는 일

반 으로 기 순환이 비슷한 지역끼리 기상자료를 묶어 기상패턴을 생성하

고,이 기상패턴을 큰 지역규모와 작은 지역규모의 기후 상 성을 이용하여

큰 지역규모에서 작은 지역규모로 기상패턴을 축소화하면서 상세화를 수행

한다.이 방법의 가장 큰 제약조건은 기상패턴에 의해 생성된 강수가 GCM

강수 시나리오의 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이다 한 이 방법에

서는 어떤 지역규모에 한 편차보정효과는 있으나 특정지 에 한 효과를

보기는 힘든 경향이 있다.마지막으로 일기발생기를 이용한 연구(Wilbyand

Wigley,1997;DibikeandCoulibaly,2005;Kilsbyetal.,2007)에서는 강수

의 확률분포와 연쇄 상 성을 이용하여 일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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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측된 기상요소의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하지만 상치 못

한 강수발생이나 기온변화를 모의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동역학 상세화기법을 이용한 연구들(Woodet.al.,2004;Tapiadorand

Sanchez,2008;Seguietal.,2010)은 부분 RCM (RegionalClimate

Model)을 사용하며,고분해능이므로 GCM에서 모의하지 못하는 산악지형

등에서 발생하는 강수 등 기상요소의 발생모의가 뛰어나다는 이다.이런

동역학 상세화기법 연구에서는 강수나 기온 등 기상요소의 직 편차보

정보다는 GCM과 연계된 경계조건의 개선,지면물리과정의 개선 등 모형의

물리 요인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모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통계학 상세화방법들은 편차보정에 있어서 앞서 언 한 편차보정방법

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편차보정이 매우 잘 된 GCM 시나리오

의 경우에 상세화기법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이에 한

연구도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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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Thebiascorrectionintheprojectionperiod:Simplemethod

*reference:Kirono,D.G.Cetal.(2011).Approachesforgeneratingclimatechangescenarios

foruseindroughtpro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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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나리  군집분

군집분석(clusteranalysis)은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용사례나 연구가 별로

없으나,분야를 불문하고 매우 보편화 되어 있는 방법이다.하지만 GCM 시

나리오가 시계열자료임을 감안한다면,시계열을 군집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는 경제․통계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n개의 시계열이 m개(차

원)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일반 으로 시계열의 수보다 시계열의

차원이 많은 n≪m 조건에 의해 군집분석이 제 로 되지 않는 차원에 한

문제가 가장 큰 과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시계열 자료를 변환(transformation)하거나

자료의 수를 이거나 군집분석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Das

etal.(1997)은 시계열간의 이상치(outlier),scaling 함수,샘 비(sample

rate)등을 이용한 통계모형을 개발하고,이를 용하여 시계열을 다항식으

로 표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Rafieietal.(1997)은 시계열의 유사성을 효

율 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 R-tree지수를 사용한 알고리듬을 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형변형을 이용하여 시계열간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다.Chuetal.(1999)은 scaling-shiftingtransform을

이용하여 시계열간의 유사성을 악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를 변환하여 시계열 간의 유사성을 악하는 방법 이

외에 차원을 이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hanetal.(1999)은 시

계열의 차원을 이는 방법으로 discrete Fourier transform,discrete

wavelettransform,Karhumen-Loeve transform 그리고 singularvalue

decomposition의 장단 을 비교․분석하고 Haarwavelettransform을 새롭

게 제시하여,기존 방법보다 자료의 특성을 그 로 유지하면서 차원을 효과

으로 임을 증명하 다.Huntalasetal.(1999)은 시계열 자료의 시간

치,크기, 체 경향을 반 한 wavelet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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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법을 제시하 다. Popivanov et al.(2002)도 Haar wavelet

transformation을 이용하면 시계열의 차원을 일 수 있음을 증명하 다.이

의 연구들이 부분 wavelettransformation을 기반으로 하여 시계열의

차원을 여 군집분석에 용하 다면,Wangetal.(2006)은 시계열의 통계

특성만을 이용하여 차원을 이는 방법을 제시하 다.시계열에서 경향성

(trend),주기성(periodicity),자기상 계(autocorrelation),첨도(kurtosis),

왜도(skewness),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등의 통계특성을 추출하고 추

출된 통계특성을 차원이 어든 시계열 자료로 이용하여 군집분석하 다.

한 다차원 시계열의 군집분석을 분포모형을 이용하여 시계열별로 group

에 속하는 확률을 부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Fraley etal.,1998;

Ciupercaetal,2003;Hoff,2006;Panetal.,2007).

수자원 분야에서는 군집분석이 수자원 시스템 계획 모델링에 하여

용되고 있다.수자원 시스템 계획에서는 선형계획법(linearprograming),동

계획법(dynamicprograming),비선형계획법(non-linearprograming)등이

있다.이러한 방법들은 수계의 운 에 용되는데, 의 수가 많아지면 입

력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차원의 주

(curseofdimensionality)’때문에 효과 인 해를 얻기가 힘들어진다.따라

서 이를 해결하기 해 군집분석을 용하여 입력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비슷한 입력 시나리오끼리 군집화하여 차원을 여서 시나리오

에 기반을 둔 추계학 방법인 SSDP (Sampling Stochastic Dynamic

Programing)등의 수자원 시스템에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Faberet

al.,2001;Oliveiraetal.,2002).

군집분석은 경제․통계 분야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방법이나,수자원 분

야에서의 용은 활발하지는 않다.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용된 사례

가 무한 상황이므로 이에 한 심이 매우 필요한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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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나리  

어떠한 GCM 시나리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수자원 망이 달라지고

불확실성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기존 기후변화 연구에서 GCM 시나리오

의 사용은 그림 등의 정성 인 측면에서 선택하거나 고해상도(high

resolution) 심으로 선택하 다.혹은 자국에서 개발한 GCM 시나리오만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향평가를 수행하 다.하지만 최근에는 선진국을 심

으로 용지역과 연구목 에 따라 GCM 시나리오의 모의 정확성을 평가하

는 방법에 한 연구가 상당수 수행되고 있으며, 부분의 연구가 GCM 시

나리오를 평가하기 한 지수의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지수들을 이

용하여 합한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기존 GCM 시나리오 모의 정확성에 한 연구들은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를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어떠한 GCM

시나리오가 모의정확성이 뛰어난 GCM 시나리오인지 제시하지는 않고 있

다.GCM 시나리오 정확성 평가와 선정에 련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Murphy(1996),Wilks(2005),Reichleretal.(2008),Gleckleret

al.(2008),Winteretal.(2009)와 Chiew etal.(2009)은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평균에 하여 (Root)MeanSquareError에 기반을 둔

지수를 개발하거나 직 RMSE를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의 모의능력을

평가하 으며,Douglassetal.(1999)은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와 측 변

수의 평균차에 scaling factor를 주는 방법을 이용하 다.Suhlka et

al.(2000)과 Kleeman(2002)은 entropy이론을 사용한 relativeentropy로

합한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 으며,Pitmanetal.(2008)은 GCM 강수와

기온 시나리오와 측 강수와 기온의 경험 확률 도함수(empirical

probabilitydensityfunction,이하 empiricalpdf)의 일치성을 비교하는 PDF

method를 이용하여 모의 정확성을 분석하 다.이밖에도 GCM 시나리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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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망)변수와 측 변수의 상 계수를 이용한 연구(Epstein and

Murphy,1989;Murphy,1989),potentialpredictabilityvariancefraction을

이용한 연구(Maetal.,1999;Boer,2004;Boeretal.,2008)등이 발표되었

다.

몇몇 연구에서는 GCM 시나리오 모의 정확성에 따라 skillscore를 산정

하고 등수를 매기기도 하 다.Taylor(2001)와 ClimateImpactGroup(2009)

는 GCM 시나리오의 모의(혹은 망)변수와 측 변수의 표 편차와 상

계수(correlation)를 이용한 diagram을 도시하여 GCM 시나리오의 모의능력

을 분석하고,이를 이용한 skillscore를 제시하여 GCM 시나리오별 score를

산정하 다.Perkinsetal.(2007)은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와 측 변수

의 pdf의 일치성을 이용한 skillscore를 산정하여 모의 정확성에 따라 GCM

시나리오의 등수를 매겨서 제시하 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IPCC에서 제공되는 몇 개의 표 GCM 시나리오만

을 사용하거나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ECHO-G를 사용한 연

구만 수행되었다.이재경 등(2010)은 효율성계수,PDF method와 relative

entropy를 이용하여 GCM 강수와 기온 시나리오의 모의능력을 평가한 바

있다.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의 GCM 시나리오의 모의 변수만을

이용하여 장기간 경향성을 분석해야 하는 GCM 시나리오 특성을 잘 반 하

지 못하 으며,사용된 평가지수로는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의 다양한

특성을 반 하여 GCM 시나리오 모의 정확성을 평가하는데 한계 이 있다.

2.5 시나리  조합

기후변화 연구에서 배출시나리오,기후모형,상세화기법,수문모형, 향평가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계별 불확실성은 많은 연구에서 기후모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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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Jenkinsetal.,2003;Wilbyet

al.,2006;Kayetal.,2009;Prudhommeetal.,2009;Chenetal,2011;

Dessaietal.,2011).IPCC에서 세계 기후변화 연구를 해 수십 개의

GCM 시나리오가 제공되고 있으며,어떤 GCM 시나리오를 사용하는가에 따

라 매우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합한 GCM 시나리오를 선

정하고 용하는 것은 요한 문제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부분의 연구에서는 연구목 에 가장

합한 혹은 모의능력이 가장 뛰어난 1∼2개의 GCM 시나리오를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1∼2개 GCM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망은 그 결과가 실

과 크게 다를 경우 상당한 험을 래할 수 있다. 한 많은 연구에서 하

나의 GCM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것보다 여러 GCM을 조합하는 것이 더 나

은 미래 망결과를 나타낸다고 제시하고 있다(LambertandBoer,2001;

IPCC,2001;Gleckleretal.2008).특히 여러 GCM 시나리오에 하여 동일

한 가 치를 용한 경우에 하나의 GCM을 이용한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

를 나타냄이 증명되었으며(Lambert& Boer2001),계 별 망(seasonal

projection)에서도 여러 GCM 시나리오에 가 치를 주어 조합한 결과가 더

좋은 망결과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Doblas-Reyeseta..2003;Yun

etal.2003).

이에 맞추어 최근 세계 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GCM 시나리오의

모의능력을 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일 시나리오로 조합하는 연구가 수행

되고 있으며,이러한 방법 하나로 multi-modelensemble방법(Raisanen

etal.,2001;Rajagopalanetal.,2002;Doblas-Reyesetal.,2005,Raftery

etal.,2005)이 리 사용되어 왔다.Multi-modelensemble방법은 정확성

이 높은 GCM에는 높은 가 치(weight)를 주고 정확성이 낮은 GCM에는

낮은 가 치를 주는 각 GCM의 모의능력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고 결합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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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aisanenetal.(2001)은 확정론

(deterministic)이 아닌 확률론 (probabilistic)기후변화를 나타내는 GCM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하여 brierscore를 이용하여 가 치를 부여하는 방

법을 제시하 다.GiorgiandMearns(2002)은 REA (ReliabilityEnsemble

Average)방법을 이용하여 9개의 GCM 시나리오에 가 치를 주었다.Yun

et al.(2005)은 DEMETER (Development of a European Multimodel

Ensemblesystem forseasonaltoinTERannualprediction) 망자료를 이

용하여 계 별 기후 망에 하여 EOF(EmpiricalOrthogonalFunction)를

용하여 가 치를 추정하는 multi-modelsuperensemble방법을 제시하

다.Watterson(2008)은 CMIP3(CoupledModelIntercomparisonProject3)

의 23개 GCM 시나리오의 기온과 강수에 한 pdf를 이용하는 pattern

scaling을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의 가 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Raisaneneetal.(2010)은 23개의 CMIP3GCM을 상으로 GCM 시나리

오간의 유사성과 측 변수와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가 치를 주는

방법을 제시하 다.

국내 GCM 시나리오의 조합에 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국내

연구를 살펴보면,Yunetal.(2005)는 4개 FSU (FloridaStateUniversity)

시나리오에 EOF(EmpircalOrthgonalFunction)을 이용하여 계 별로 시나

리오를 조합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Moonetal.(2007)은 회귀식을 기반

으로 한 편차를 없앤 개선된 모형을 이용하여 4개의 GCM 시나리오를 조합

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타당성이 있음을 증명하 다.Kugetal.(2008)은 15

개의 GCM 시나리오에 하여 4개의 multi-modelensemble방법을 제안하

고 이 자신이 제안한 MME-SPPM (Stepwise Pattern Projection

Method)가 효용성이 있음을 증명하 으며,이재경 등(2008),Kim et

al.(2010)은 Girogietal.(2002)이 제안한 REA 기법을 5개의 GCM 시나리오

에 용하여 이를 조합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특히 REA를 구성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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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편차(bias)뿐만 아니라 분산(variance)까지 고려한 M-REA

(Modified-REA)를 제안하 다.M-REA를 이용하여 조합한 GCM 시나리오

가 기존 REA에 의해 조합된 시나리오보다 시나리오 정확성이 더 향상되었

음을 확인하 다.배덕효 등(2009)도 총 39개의 GCM 시나리오와 8개의 수

문모형을 우리나라 5 강 유역 109개 권역에 해 multi-modelensemble

방법을 용하 다.생산된 유출시나리오를 미래 2020s,2050s,2070s로 나

어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여름철 유출량과 겨울철 유출량이 증가할 것으

로 망하 으며,겨울철 유출량 망이 상 으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 후변화 불확실  량화 법

기후변화 연구에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해 실질 으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했다.기존의 기후변화 불확실성 정량화 연구는 기후모형에서

생산하는 변수들에 하여 기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Murphyetal.,2004;Stainforthetal.,2005).

한 기후변화 향평가는 배출시나리오,기후모형(GCM orRCM),상세

화기법,강우-유출모형, 향평가 순으로 수행되는데,각 단계별로 용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상세화기법,수문모형에 따른 과거 비 미래 강수 혹은

유량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연구가 많이 수

행되었다.Maurer(2007)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4개 유역을 상으로 2개의

배출 시나리오(A2와 B1),11개의 GCM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배출 시나리오

별,GCM 시나리오별로 과거(1961년∼1990년) 비 미래(2011년∼2040년,

2041년∼2070년,2071년∼2100년)의 월별 강수,기온,유량의 변화를 이용하

여 단계별 불확실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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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etal.(2009)은 국의 2개 소유역에 하여 과거 비 미래 홍수빈

도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GCM 시나리오

에 의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제시했다.이 연구에서는 GCM 매개변수,

상세화기법,수문모형 모형의 매개변수 등으로 상세하게 나 고,단계별

로 변화하면서 과거 홍수빈도 비 미래 홍수빈도의 변화율을 산정하고 이

를 불확실성량으로 가정하 다.이 게 산정된 불확실성을 단계별로 비교하

여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제시하 으며, 한 지역별로

단계별로 불확실성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보 다.

Prudhommeetal.(2009(a),2009(b))도 마찬가지로 국의 3개 소유역에

하여 GCM 시나리오,상세화방법(통계 방법과 동역학 방법),수문모

형의 종류와 매개변수에 하여 각 단계별로 모형(혹은 방법)을 변화하면서

미래 월평균 유량변화율을 이용하여 단계별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 으며,

상기 연구와 마찬가지로 GCM 시나리오에 의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제

시하 다.Chenetal.(2011)은 2개 배출시나리오,6개 GCM 시나리오,4개

상세화기법,3개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95% 갈수량의 cdf를 산정하고,과거

비 미래 95% 갈수량의 cdf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GCM 시나리오에 의한

불확실성이 가장 큼을 보 다.Zhangetal.(2011)은 캐나다의 두 개 유역을

상으로 2개의 RCM과 상세화기법 하나인 2개의 weathergenerator를

이용하여 과거(1971년∼2000년) 비 미래(2041년∼2070년)의 수문변화에

하여 분석하 으며, 용하는 RCM 혹은 상세화기법에 따라 최종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 다. 한 하나의 RCM이나 상세화기

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RCM과 상세화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미래

에 한 불확실성을 더 잘 표 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기후변화 불확실성 정량화에 한 부분의 연구에서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제시하고 있으나,연구별 사용하는 GCM 시나리오,

상세화모형,수문모형 등이 다르고,단계별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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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결과가 연구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선행된 기후변화 단

계별 불확실성 연구들을 살펴보면,불확실성 분석이라기보다 민감도 분석

(sensitivityanalysis)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의 ‘제 5장 기후변

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정량화’에서도 자세하기 언 하 듯이,선행연구들

은 출력가능한 모든 값을 분석하는 불확실성 분석이 아니라 각 단계별 시나

리오나 모형 결과의 변동에 따라 최종결과의 변동을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

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기후변화 단계별 불확실성을 객 ․

체계 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특히,최근 미래 기

후변화 연구에서 불확실성 연구의 비 이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우리나라에

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 단된다.

이처럼 기후변화 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기존 불확실성 연구(Murphy etal.,2004;

Stainforthetal.,2005;Maurer,2007;Kayetal.,2009)와 비슷하게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각 모형( ,GCM

시나리오,상세화기법,수문모형 등)에서 모의된 변수(강수,유량 등)들의 변

동(variability),분산(variance),평균(average)등의 범 를 이용하여 불확실

성을 정량화하고자 한다. 한 ‘제 5장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정량

화’에서 다루는 불확실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지는데 첫째는 선택된

GCM 모의 변수의 불확실성이며,둘째는 기후변화 향평가에서 단계별로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와 각 수행단계별 모의 변수의 불확실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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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GCM 시나리오 검토

3.1 상 역의 

본 연구에서는 상유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었다.첫 번째 상유역은

한반도를 선정하 으며,한반도를 상으로 하여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

다.두 번째 상유역은 충주 상류지역으로,이 유역을 상으로 기후변

화 향평가를 수행하여 최종 으로 기후변화 단계별 불확실성 정량화를 수

행하 다.

한반도의 정의는 북한과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상으로 북 32도∼44도,경도상으로 동경 123도∼133도에 속하는 온

기후지역이다.한반도 총 면 은 222,784km2으로 북한이 55%인 123,138

km2이며,우리나라는 99,646km2이다.한반도 남북의 총 길이는 약 1,100

km이며,동서로 좁은 곳은 200km,넓은 곳은 320km이다(통일연구원,

2009).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수문변수에 한 자료를 얻기 힘들기에 한반

도를 한민국에 국한하여 용하 다.우리나라는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 어지며(Fig.3.1참조),각 권역별 정보는 Table3.1과 같다.

기상청 소속 국 52개 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과거

(1970년∼2009년)한반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314.21mm/year이며,표 편

차는 247.26mm/year이다.월평균 강수량은 109.88mm/month이며,표 편

차는 103.88mm/month이며,최고 월평균 강수량은 632.52mm/month,최

월평균 강수량은 6.60mm/month이다.과거(1980∼2009년)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2.36℃이며,최고 월평균 기온은 27.71℃,최 월평균 기온은

–4.80℃이다.한반도에 한 연평균 강수량과 기온의 시계열은 Fig.3.2에

나타나있다.

두 번째 상유역은 한강유역의 충주 상류지역으로 GCM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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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한 유량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수행단계별 불확실성 정량화에

한 부분을 용하 다.

충주 은 한강수계가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을 최 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을 비롯한 하류지역에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 용수를 공 함은 물론

이고 발 홍수조 을 목 으로 건설된 다목 이다(Fig.3.3참조).유

역 내 총 용수수요는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87%를 차지하고 있

다.충주 의 제원을 살펴보면,높이 97.5m,길이 447m,계획 홍수 EL.

145.0m, 수 EL.110.0m이며 콘크리트 력 이다.유역개요를 보면

유역면 이 6,648km2,연평균 강수량은 1,197.6mm,연평균 유입량은 488.8

백만 m3이며 소양강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능력을 가지고 있다.충

주 은 1985년에 공하여 1986년부터 측 유입량자료가 기록되고 있다.

충주 의 계획 홍수량은 18,000.0m3/s이고 연간용수공 량은 3,380백만 m3

이며 충주권 역상수도 등 그 역할이 계속 확 되고 있다(건설교통부와 한

국수자원공사,1998).

국가수자원 리종합정보시스템(www.wamis.go.kr)에서 제공하는 1986년

부터 2009년까지 충주 유역의 강수량과 유입량을 살펴보면,충주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8.62mm/year,표 편차는 239.61mm/year로서 한반도

연평균보다는 약간 작았다.월평균 강수량은 109.05mm/month,표 편차는

130.69mm/month로서 월평균은 한반도 월평균과 거의 비슷하나 표 편차

가 커서 변동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특히 홍수기(6월∼9월)의 강수량이

935.30mm/month로서 연총강수량의 71.46%를 차지하여 홍수기에 강수량

이 매우 집 되는 계 성을 나타냈다.과거 충주 월평균 유입량은 174.23

m3/s,표 편차는 267.68m3/s이며,홍수기 유입량도 1530.80m3/s로서 체

(2049.70m3/s)의 74.70%를 차지하여 강수량에 의한 향으로 유입량이 홍

수기에 집 되는 계 성을 나타냈다.Fig.3.4는 충주 유역의 월평균 강수

량과 유입량의 시계열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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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Mapof4majorbasinsintheKorean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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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1Thetopographicinformationof4majorbasins

Basin Latitude Longitude Area(km2)

HanRiver 37°25′∼ 39°00′ 126°30′∼ 129°00′ 41,956.97

Nakdong

River
35°00′∼ 37°30′ 127°30′∼ 129°30′ 31,124.18

Geum

River
35°30′∼ 37°30′ 126°30′∼ 128°30′ 17,537.03

Yeongsan

/Seomjin

River

34°30′∼ 36°00′ 126°00′∼ 128°00′ 15,8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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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meseriesoftheobservedmonthlyaverageprecipitation

(b)Timeseriesoftheobservedmonthlyaveragetemperature

Fig.3.2Timesseriesofobservedmonthlyaverageprecipitationandtemperature

intheKorean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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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MapofChungju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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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meseriesoftheobservedmonthlyaverageprecipitation

(b)Timeseriesoftheobservedmonthlyaverageinflow

Fig.3.4Timeseriesoftheobservedmonthlyaverageprecipitationandinflowin

Chungju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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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CM 시나리 의 평가

지난 20여 년간 기후 상에 한 이해가 증진되고 더불어 컴퓨터 모의기술

이 발 함에 따라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미래 기후를 망하기 한 GCM

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다. 표 인 가 IPCC에

서 제공하고 있는 GCM 시나리오들이며,최근 2007년 4차 보고서까지 제공

되었다.1995년에 SAR(SecondAnnualReport)를 통하여 온실가스와 황산

가스의 농도변화를 바탕으로 한 IS92A 배출시나리오를 이용하여 6개국 10

개 GCMs에서 모의된 37개의 GCM 시나리오를 제공하 다.2001년 TAR

(ThirdAnnualReport)에서는 A와 B 배출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SRES

(SpecialReportonEmissionScenario)를 이용하여 6개국 8개 GCMs에서

24개의 GCM 시나리오를 제공하 다.최근 발행된 IPCC4차 보고서에서는

제공국가와 GCMs가 많이 추가되어 총 8개의 배출시나리오(1PTO2X,

1PTO4X,20C3M,COMMIT,PICTL,SRA1B,SRA2,SRB1)를 바탕으로 한

15개국 25개 GCMs에서 모의된 148개 GCM 시나리오들을 포함하고 있다.

AR4에서 GCM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기 (국가)을 살펴보면,BCC( 국),

BCCR(노르웨이),GISS,NCAR,GFDL(이상 미국),INGV(이탈리아),INM

(러시아),IPSL( 랑스),CSIRO(오스트리아),MPI-M(독일),MIUBMETRI

M&D(독일/한국),CCCma(캐나다),MRI,NIES(이상 일본),UKMO( 국)이

있다.Table3.2는 IPCCAR4에 GCM 시나리오를 제공한 각 나라의 기후변

화센터와 GCM을 나타낸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IPCC 4차 보고서에 제출된 GCM 시나리오들 ,과거

2000년 이 의 과거에 하여 모의한 20C3M 배출시나리오와 2000년 이후

의 미래에 해 망한 A와 B배출시나리오(A1B,A2,B1)를 상으로 총

77개의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 다(Table3.3참조).이들 GCM 시나리오

들은 IPCC DDC (DataDistributionCentre)(www.ipcc-data.org)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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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하 으며(Fig.3.5참조),20C3M 배출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GCM

시나리오의 모의 기간은 197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이며,A와 B배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GCM 시나리오의 망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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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2DescriptionofIPCCAR4GCMs

Center Acronym Model Center Acronym Model

BeijingClimateCenter BCC CM1

BjerknesCentrefor

ClimateResearch

Norway

BCCR BCM 2.0

CanadianCenterfor

ClimateModellingand

AnalysisCanada

CCCma
CGCM3(T47)

CGCM3(T63)

CentreNationalde

Recherches

Meteorologiques

France

CNRM CM3

Australia's

CommonwealthScientific

andIndustrialResearch

Organisation

Australia

CSIRO Mk3.0

Max-Planck-Institut

forMeteorology

Germany

MPI-M
ECHAM5

-OM

MeteorologicalInstitute,

UniversityofBonn,

Germany

MIUB ECHO-G

Meteorological

ResearchInstituteof

KMA,Korea

METRI ECHO-G

ModelandDataGroupe

atMPI-M,Germany
M&D ECHO-G

nstitudeof

AtmosphericPhysics

China

LASG
FGOALS

-g1.0

GeophysicalFluid

DynamicsLaboratory

USA

GFDL
CM 2.0

CM 1.0

GoddardInstitute

forSpaceStudies

USA

GISS

AOM

E-H

E-R

InstituteforNumerical

MathematicsRussia
INM CM 3.0

InstitutPierre

SimonLaplace

France

IPSL CM 4

NationalInstitutefor

EnvironmentalStudies

Japan

NIES

MIROC3.0

hires

MIRCO3.2

medres

Meteorological

ResearchInstitute
MRI

CGCM2

3.2

NationalCentrefor

AtmosphericResearch

USA

NCAR PCM
UKMet.Office

UK
UKMO

HadCM3

HadGEM1

NationalInstituteof

Geophysicsand

VolcanologyItaly

INGV SXG2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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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3IPCCAR4GCMscenariosusedinthisstudy

Country Center
GCM Scenario

20C3M A1B A2 B1

China BCC - CM1 - -

Norway BCCR BCM2.0 BCM2.0 BCM2.0 BCM2.0

Canada CCCma
CGSMT47 CGSMT47 CGSMT47 CGSMT47

CGSMT63 - - CGSMT63

France CNRM CM3 - CM3 CM3

Australia CSIRO Mk30 Mk30 Mk3.0 Mk3.0

USA

GFDL
- CM2.0 CM2.0 CM2.0

CM2.1 CM2.1 CM2.1 CM2.1

GISS

AOM AOM - AOM

E-H E-H - -

- E-R E-R E-R

Italy INGV - SXG2005 - -

Russia INM CM3.0 CM3.0 CM3.0 CM3.0

France IPSL CM4 CM4 CM4 CM4

China LAGS FGOAL FGOAL - FGOAL

Germany

/Korea
MIUB ECHO-G ECHO-G ECHO-G ECHO-G

Germany
MPI-M ECHAM5 ECHAM5 ECHAM5 ECHAM5

MRI CGCM2.3.2 CGCM2.3.2 CGCM2.3.2 CGCM2.3.2

USA NCAR
CCSM3 CCSM3 CCSM3 CCSM3

PCM PCM PCM PCM

Japan NIES
MIROC3.2

medres

MIROC3.2

medres

MIROC32

medres

MIROC3.2

medres

UK UKMO
HadCM3 HadCM3 HadCM3 HadCM3

HadGEM1 HadGEM1 HadGEM1 -

Total

12countries

16centers

77GCMs

12countries

16centers

19GCMs

11countries

16centers

21GCMs

11countries

15centers

17GCMs

14countries

16centers

19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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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WebsiteofIPCCDataDistributionCentrefordownloadingAR4GCM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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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GCM 시나리오들의 한반도에 한 강수와 기온 경향성을

악하 다.한반도에 한 GCM 시나리오는 한반도내에 존재하는 격자

(grid)들의 월평균 강수와 기온을 단순 평균하여 산정하 으며(Fig.3.6참

조),GCM 시나리오별 한반도내 격자수는 Table3.4와 같다.

측 강수와 기온은 기상청 소속 측소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Table

3.5참조), 국 권역별 측소 자료를 바탕으로 GCM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월평균 강수과 기온을 단순 평균(simpleaveraging)하여 한반도 측 강수

와 기온을 산정하 다.권역별로 자료길이가 약간 차이가 있으나 권역별

측소 치, 측소의 수를 검토하여,사용가능한 월평균 강수는 1970년 1월

부터 2009년 12월,기온은 198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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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GridsoftheGCMscenariocoveringtheKoreanPeninsula:INM C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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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4AnumberofgridscoveringtheKoreanPeninsulaineachGCM

scenario

Nation Center GCM

Total

numberof

grids

#ofgridcovering

theKoreanPeninsula

(#ofinland-grid*)

China BCC CM1 192×96 42(20)

Norway BCCR BCM2.0 128×64 20(6)

Canada CCCma
CGSMT47 96×48 20(6)

CGSMT63 128×64 20(6)

France CNRM CM3 128×64 20(6)

Australia CSIRO Mk30 192×96 42(20)

USA

GFDL
CM2.0 144×90 35(15)

CM21 144×90 35(15)

GISS

AOM 90×60 20(6)

E-H 72×46 20(6)

E-R 90×60 20(6)

Italy INGV SXG2005 320×160 80(48)

Russia INM CM3.0 72×45 16(4)

France IPSL CM4 96×72 24(8)

China LAGS FGOAL 128×60 20(6)

Germany/Korea MIUB ECHO-G 96×48 20(6)

Germany
MPI-M ECHAM5 192×96 42(20)

MRI CGCM2.3.2 128×64 20(6)

USA NCAR
CCSM3 256×128 63(35)

PCM 128×64 20(6)

Japan NIES
MIROC3.2

medres
128×64 20(6)

UK UKMO
HadCM3 96×73 24(8)

HadGEM1 192×145 60(30)

*inland-grid:gridswhichareincludedintheKorean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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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5Informationformeteorologicalstationsin4majorbasins

(a)Precipitation

Basin
Number

ofstations

Maximum period

ofobserveddata

Minimum period

ofobserveddata

HanRiver 14
January1970

∼December2009

January2002

∼December2009

Nakdong

River
18

January1970

∼December2009

January1988

∼December2009

Geum River 12
January1970

∼December2009

January1973

∼December2009

Seomjin

/Yeongsan

River

8
January1970

∼December2009

January2002

∼December2009

(b)Temperature

Basin
Number

ofstations

Maximum period

ofobserveddata

Minimum period

ofobserveddata

HanRiver 13
January1980

∼December2009

January2002

∼December2009

Nakdong

River
18

January1980

∼December2009

January2002

∼December2009

Geum River 11
January1980

∼December2009

January1980

∼December2009

Seomjin

/Yeongsan

River

10
January1980

∼December2009

January2002

∼Decemb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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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하여 GCM 시나리오와 측 강수와 기온의 경향성을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Fig.3.7(a)은 20C3M 배출시나리오에 한 GCM 시나리

오의 월평균 강수(1970년 1월∼1999년 12월)을 나타낸 것이며,Fig.3.7(b)

은 A와 B배출시나리오에 한 GCM 시나리오의 월평균 강수(2001년 1월

∼2009년 1월)를 나타낸 것이다.20C3M과 A와 B배출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한 GCM 시나리오를 살펴보면,GCM 시나리오마다 매우 다르게 강수를

모의하고 있으며,특히 모든 GCM 시나리오에서 홍수기 한반도 기상 특성

인 여름철 집 강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치수 목 으로 GCM 강

수 시나리오를 사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반면 이수

기에는 상 으로 어느 정도 모의 정확성이 있는 GCM 시나리오들이 발견

되어 물공 측면에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Fig.3.8(a)와 (b)

는 20C3M과 A와 B배출시나리오에 한 GCM 시나리오의 월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기온에서는 GCM 시나리오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강수에

비해 상 으로 부분의 GCM 시나리오는 측 기온의 경향을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는 A와 B 배출시나리오별 평균 GCM

시나리오의 강수와 기온을 비교하 다.Fig.3.9(a)와 (b)를 살펴보면,강수

에서는 홍수기의 측 강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나,기온에서는 A2,B1,

A1B배출시나리오별 평균 GCM 시나리오가 측 강수의 경향성을 따라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온에서는 모든 배출시나리오가 측 기온보다

평균 0.4∼1.0℃ 정도 일정하게 낮게 과소모의(underestimation)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3.6을 살펴보면,Table3.6(a)에서 20C3M,A2,B1,A1B배출시나

리오별 GCM 시나리오이 연평균 강수는 834.04∼878.23mm로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1327.40mm)의 7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GCM

기온 시나리오도 측 기온보다 다소 과소모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3.6(b)에서 이수기(6월∼9월 제외)만을 살펴보면,강수에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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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나리오의 평균이 측 강수보다 약간 크며, 측 강수의 경향을 상

으로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수기의 평균이 체기간에 한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GCM 강수 시나리오가 홍수기에 모의능력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GCM 강수 시나리오는 배출시나리오와

상 없이 치수목 을 해 사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이수목 으로 사용하

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기온에서는 체기간과

동일하게 여 히 과소모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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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meseriesofmonthlyaverageprecipitationbasedon20C3Memission

scenariofromJanuary1970toDecember1999

(b)TimeseriesofmonthlyaverageprecipitationbasedonAandBemission

scenariosfrom January2001toDecember2009

Fig.3.7MonthlyaverageprecipitationtimeseriesofvariousGCM scenariosin

theKoreanPeninsula

(thebluethinlinerepresentsobservationswhiletheredboldlinerepresentstheaverageof

theGCM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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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meseriesofmonthlyaveragetemperaturebasedon20C3Memission

scenariofromJanuary1970toDecember1999

(b)TimeseriesofmonthlyaveragetemperaturebasedonAandBscenarios

from January2001toDecember2009

Fig.3.8MonthlyaveragetemperaturetimeseriesofvariousGCM scenariosin

theKoreanPeninsula

(thebluethinlinerepresentsobservationswhiletheredboldlinerepresentstheaverageof

theGCM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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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meseriesofmonthlyaverageprecipitationineachemissionscenario

(b)Timeseriesofmonthlyaveragetemperatureineachemissionscenario

Fig.3.9TimeseriesofGCMscenariosinAandBemission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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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6Basicstatisticsoftheannualaverageprecipitationandtemperaturein

AandBemissionscenarios

(a)Basicstatisticsforthewholeperiod

20C3M A1B A2 B1
Observation

∼1999 2000∼

Precipitation

(mm/year)

Average 878.23 846.20 834.04 863.52 1327.40 1362.60

Standard

deviation
27.87 25.12 23.02 39.01 257.16 290.72

Temperature

(℃/year)

Average 9.23 9.74 9.09 9.56 12.23 12.82

Standard

deviation
9.41 9.28 9.63 9.19 9.05 8.92

(b)Basicstatisticsforthedryseason

20C3M A1B A2 B1
Observation

∼1999 2000∼

Precipitation

(mm

/9-moth*)

Average 478.73 700.87 675.29 733.31 461.23 649.13

Standard

deviation
19.21 18.02 25.55 36.73 91.81 152.57

Temperature

(℃/9-month)

Average 3.83 4.43 3.58 4.27 7.09 7.76

Standard

deviation
6.62 6.52 6.78 6.38 0.71 6.30

*9-month:from Septembertothefollowing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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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ig.3.10에서는 GCM 시나리오의 월평균 강수와 기온의 이질성

(heterogeneity)을 볼 수 있다.이질성은 모든 GCM 강수와 기온 시나리오의

평균과 각 GCM 시나리오의 차이로서 변동이 클수록 각 GCM 시나리오별

모의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월평균 강수에서는 시나리오마다

차이는 있으나 홍수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최소 –252mm/month에서 최

300mm/month까지 매우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어,강수에 한 GCM

시나리오는 매우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월평균 기온에서는 평균

으로 –12～7℃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어 강수보다 상 으로 이질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와 같은 분석결과,본 연구에서는 이후 수행에서 여러 배출시나리오

20C3M 배출시나리오만을 상으로 수행하 다.그 이유는 GCM 시나리

오 평가나 선정에 한 부분의 기존 연구(Taylor,2001;Sulkaetal.,

2006;Perkinsetal.,2007;Gleckleretal.,2007;ClimateImpactGroup,

2009)를 살펴보면,모의기간이 평균 100여 년이 되는 20C3M 배출시나리오

를 바탕으로 수행하 다. 한 미래 망 기간은 재 10여 년으로 검증뿐

만 아니라 A와 B배출시나리오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재 매우 짧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20C3M 배출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한 GCM

시나리오를 상으로 시나리오 선정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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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terogeneityofGCM precipitationscenariosbasedonA&Bemission

scenarios

(b)HeterogeneityofGCM temperaturescenariosbasedonA&Bemission

scenarios

Fig.3.10ComparisonoftheheterogeneityofGCM scenarios



-52-

제 4장 불확실성에 근거한 GCM 시나리오의 선정

기존 기후변화 연구에서는 각 연구의 목 이나 방향에 따라 몇 개의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사용하거나 각 나라별로 개발된 자체 GCM 시나리오

만을 기후변화 연구에 이용하 다.하지만 IPCC에서 제공하는 GCM 시나리

오는 수십 개에 이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망에 한 불확실성이 존재하

게 된다.이에 따라 미래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한 비를 해서라도 반드시 미래 망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확실성

을 고려하여야 한다.하지만 기존 기후변화 연구에서의 GCM 시나리오

용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앞서 언 한 바와 같

이,기존 기후변화 연구에서는 임의의 GCM 시나리오나 가장 모의능력이

좋은 GCM 시나리오만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망을 수행하

다.하지만 모든 GCM 시나리오가 아닌 한 두 개의 GCM 시나리오만을 이

용하여 체 GCM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망에 한 불확실성을 표 하

기는 불가능하다. 한 재 가장 모의능력이 뛰어난 GCM도 미래 망능

력까지 뛰어나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왜냐하면 기후변화하에서 GCM에서

모의되는 모든 기상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비정상성

(nonstationarity)’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미래 수자원 망을

해 모의정확성에 기반을 둔 GCM 시나리오만을 사용하기에는 많은 험이

따르며,미래 발생가능한 모든 불확실성을 표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체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몇 개의 표

GCM 시나리오만으로 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 선정을 제시하고 이

를 수행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GCM 시나리오 선정은 GCM 시

나리오 편차보정,시나리오 군집분석,마지막으로 시나리오 평가지표를 이용

한 시나리오 선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Fig.

4.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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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TheselectionprocedureofGCM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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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GCM 시나리  편차보 법

4.1.1 편차보 법 검토

편차보정은 통계 인 기법을 이용하여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편차를 보

정하는 방법이며,기후변화 연구에 있어서 편차보정기법은 매우 보편 인

방법이다.기후변화 연구에 있어서 GCM 시나리오를 직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원(raw)GCM 시나리오에서 생산되는 모의 변수는 해상도(low

resolution)자료이며,지형과 해양 향이 상 으로 부정확하기 때문에

측 변수와 차이가 많다.특히,3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홍수기 강수에서

GCM 강수 시나리오와 측 강수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Fig.

3.7참조). 한 GCM에 따라 역 혹은 지역규모(regionalscale)의 기순

환 모의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GCM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GCM 시나

리오간 모의능력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시나리오 편차보정은 간단한 통계 기법을 통하여 측 변수와 GCM

시나리오 모의(혹은 망)변수 사이에서 시간 (temporal),공간 (spatial)

으로 발생하는 편차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특히, 측 변수가 지역

(지 )자료일 경우에는 시나리오 편차보정을 통하여 시나리오를 보정하면

굳이 복잡한 상세화기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어느 정도의 지역규모에서

공간 상세화 기법을 용한 결과와 비슷한 공간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라는 지역규모에 합한 시나리오 선정에 목

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측 변수를 이용하여 편차보정을 수행하고자

한다.우선 표 인 몇 개의 시나리오 편차보정방법을 살펴보았으며,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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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Method

Simplemethod는 일반 으로 지 별로 월단 자료에 용하는 간단한

보정기법이다.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며,기온은 평균과 표 편차로 산정

된 보정편차를 과거평균에 더하여 산정하며,강수는 과거기간의 측평균과

모의평균의 비를 미래자료에 곱하여 산정한다(Smith,2009).Simplemethod

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1)기온자료 보정

 
 
 


(4.1)

여기서 는 측 기온의 평균,는 과거기간 GCM 시나리오의 모의

기온의 평균,To는 측 기온,Tproj는 GCM 시나리오의 망 기온,sT,o는

측 기온의 표 편차,sT,proj는 GCM 시나리오의 망 기온의 표 편차이다.

(2)강수자료 보정

  ×


(4.2)

여기서 는 측 강수의 평균,는 과거기간 GCM 시나리오의 모의

강수의 평균,Pproj는 GCM 시나리오의 망 강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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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ChangeMethod

Deltachangemethod는 simplemethod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강수 시나

리오의 보정은 식(4.2)와 동일하나 기온 시나리오의 보정은 약간 차이가 있

다.Simplemethod에서는 기온 시나리오의 보정에 있어서 식(4.1)과 같이

평균과 표 편차로 산정된 보정편차를 과거평균에 더하여 산정하나,delta

changemethod에서는 식(4.3)과 같이 과거와 미래의 평균의 차이만을 과거

시나리오에 더하여 산정한다.

 
 

 (4.3)

QuantileProbabilityMappingMethod

Woodetal.(2004)에 의해 제안된 QuantileProbabilityMapping(QPM)

은 측값과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의 경험 확률분포(empirical

probabilitydistribution)를 이용하여 편차보정을 하는 방법이다.미래 망

변수값을 미래 망 변수의 비 과확률(nonexceedanceprobability)과 동일

한 과거 측 변수의 비 과확률에 해당하는 과거 측값으로 체함으로서

보정을 하며,기본식은 식(4.4)과 같다.

    
    (4.4)

여기서 X는 무작 변수,Xproj는 GCM 시나리오의 망 변수,Xhind는 과거

기간 GCM 시나리오의 모의 변수,j는 월,Fo는 측 변수의 비 과확률,

Fhind는 과거기간 GCM 시나리오의 모의 변수의 비 과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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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edBiasCorrectionMethod

Johnson and Sharma(2009)에 의해 제안된 Nested Bias Correction

(NBC)은 simplemethod와 같이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는 편차보정기법

에서는 과거 측 변수의 패턴이 미래에도 그 로 유지된다는 단 과

quantilemapping와 같이 분포를 이용하는 기법에서는 시간에 따른 상

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 을 보완하기 해 개발되었다.NBC method는

GCM 시나리오의 평균,표 편차,자기상 (autocorrelation)계수를 과거

측 변수의 평균,표 편차,자기상 계수로 체하는 방법으로 보정을 하며,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4.5)

여기서 Xproj는 GCM 시나리오의 망 변수,X‘proj는 표 화된 GCM 시나리

오의 망 변수,는 GCM 시나리오 망 변수의 평균,sproj는 GCM 시

나리오 망 변수의 표 편차,rproj는 GCM 시나리오 망 변수의 lag-1자

기상 계수,so는 측 변수의 표 편차,ro는 측 변수의 lag-1자기상 계

수,는 측 변수의 평균,mon는 월,yr는 년을 나타낸다.

와 같이 GCM 시나리오를 편차보정하는 방법에 해 살펴보고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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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과 같이 정리하 으며,Table4.2에서는 표 인 시나리오 편차보정방법

별 장단 을 정리하 다.Table4.1에서는 보정방법에서 사용하는 주요변수

와 보정량(correctionquantity)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

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정리한 편차보정방법을 이용하여 보정하기 해서

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선택 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측 변수와 모의 변수 사이에 큰 편차가 나지 않고 일정한 편

차를 보인다면 보정량을 더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며, 측 변수와 모의

변수 사이에 큰 편차가 불규칙 으로 나타난다면 보정량을 곱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다. 한 자기상 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자료라면 이를 고려

하는 방법인 nestedbiascorrection이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자기상

계가 낮다면 굳이 복잡한 식으로 구성된 nestedbiascorrection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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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1SummaryofbiascorrectionmethodsforGCMscenarios

Oper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ddition

(or

Subtraction)

•Constantscaling

•Deltachange

method

(temperature)

•Simplemethod

(precipitation)

•Nestedbias

corrected

Multiplication

(orDivision)

•Deltachange

method

(precipitation)

•Simplemethod

(precipitation)

•Nestedbias

corrected

•Nestedbias

corrected

Distribution

•Quantileprobability

mapping

•Dailyscaling

•Quantile

probability

mapping

•Daily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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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2Strengthandweaknessoftheexistingbiascorrectionmethodsfor

GCM scenarios

NBC DCM QPM Simple

Variable

•average,

variance,

correlation

•average

(preci.)

•bias(temp.)

•distribution

•average(preci.)

•average,bias

(temp.)

Timestep

•daily,

monthly,

annual

•monthly,

annual

•daily,

monthly

•monthly,

annual

Strength

•preservation

ofaverage,

variance,

correlation

ofhistorical

data

•preservation

ofaverage

ofhistorical

data

•simple

calculation

•continuous

dataavailable

•preservation

ofaverage,

variance

ofhistorical

data

•preservation

ofaverage

ofhistorical

dataandtime

seriesofGCM

scenarios

•simple

calculation

•continuous

dataavailable

Weakness
•complex

calculation

•maintenance

ofhistorical

timeseries

intactly

•complex

calculation

•difficultto

preserve

lag-1auto-

correlation

ofdata

•maintenanceof

historical

statistics

•applicationof

averageand

varianceonly

*NBC:Nested Bias Correction,DCM:Delta Change Method,QPM:Quantile Probability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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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편차보 법의 용

본 연구에서는 GCM 강수와 기온 시나리오에서 기온 시나리오는 측 기온

의 경향성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강수 시나리오만을 보정하 으며,강

수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계 특성을 반 하여 홍수기와 이수기로 나 어

용하 다.홍수기에는 GCM 강수 시나리오와 측 강수의 차이가 매우 크

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이수기에는 상 으로 GCM 강수 시나리오와

측 강수의 편차가 크지 않고 경향성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때문이다.

Fig.4.2는 측 강수와 원(raw)GCM 강수 시나리오의 월별 평균과 월

별 ratio#1과 ratio#2를 나타내고 있으며,Table4.3은 이수기와 홍수기에

측 강수와 원(raw)GCM 강수 시나리오에 한 ratio#1과 ratio#2를 나타내

고 있다. 한 Table4.4는 이수기와 홍수기의 측 강수와 원(raw)GCM

강수 시나리오의 편차의 평균과 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Fig.4.2와

Table4.3에서 ratio#1은 월별로 측 강수와 GCM 강수 시나리오의 차이를

측 강수로 나 어 월별 편차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며,ratio#2는 측 강

수와 GCM 강수 시나리오의 차이를 체 편차의 평균으로 나 것으로

체 편차에서 월별 편차의 비율을 살펴보았다.Ratio#1과 ratio#2에서 모두 이

수기보다 상 으로 홍수기에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Table4.4에

서 이수기와 홍수기에 측 강수와 원(raw)GCM 강수 시나리오의 편차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면,홍수기에 상 으로 편차가 크고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이수기에 측 강수와

GCM 강수 시나리오의 차이인 편차가 일정하게 나타났으나,홍수기에는

측 강수와 GCM 강수 시나리오의 편차의 증감변동이 심하 으며 측 강수

와 GCM 강수 시나리오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났다.이처럼 편차가 작고

일정한 경우에는 더하는 편차보정기법이 효과 이며,편차가 크며 변동이

심하고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곱하는 편차보정기법이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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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ndhietal.,2011).

따라서 홍수기에는 보정량을 곱하는 simplemethod를 이용하 으며,이

수기에는 보정량을 더하는 NBC method를 이용하 다.특히 이수기에는

NBC method에서 우리나라 월평균강수(1970년 1월∼2009년 12월)의 1-lag

자기상 계수의 평균이 0.167로서 매우 낮기 때문에 상 계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편차보정기법의 기본식은 다

음과 같다.

홍수기:  ×



이수기:   ′× 
; (4.6)

여기서  ′  


GCM 시나리오 편차보정을 수행하기 한 기 측 강수기간은 1961년

1월부터 1979년 12월까지이며,보정한 GCM 강수 시나리오 기간은 198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이다.시나리오 편차보정식은 월별로 나 어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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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Theaverageandratiobetweentheobservedmonthlyprecipitationand

rawGCMmonthlyprecipitation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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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3Ratio#1andratio#2betweenobservedprecipitationandrawGCM

precipitationscenariosforthedryandthefloodseason

Season Ratio#1 Ratio#2

Dryseason 0.199 0.212

Floodseason 0.515 2.575

*ratio#1:



  






;averageofratioofmonthlybias

ratio#2:



  






  






;averageofratioofmonthlybiasrelatedtototalbias

Table4.4Average(bias)andstandarddeviationoferrorsbetweenobserved

precipitationandrawGCM precipitationscenariosforthedryandthe

floodseason

Season Bias(mm/month)
Standarddeviation

oferrorsmm/month)

Dryseason 6.37 5.22

Floodseason 109.20 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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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과 Table4.5는 시나리오 편차보정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4.3에서 삼각형은 측 강수,마름모는 편차보정을 수행한 GCM 강수

시나리오들의 평균,검은색 선은 원 GCM 강수 시나리오들의 평균을 나

타낸다.편차보정을 수행함으로서 원 GCM 강수 시나리오들의 평균이 측

강수의 평균에 더 가깝게 표 됨을 알 수 있으며,이는 Table4.4를 살펴보

면 더 잘 알 수 있다.

Table4.5에서 편차보정을 수행한 GCM 강수 시나리오들의 평균과 표

편차는 110.50mm/month와 80.04mm/month로서 측 강수의 평균(110.52

mm/month)과 표 편차(102.82mm/month)를 원 GCM 강수 시나리오들(평

균:73.71mm/month,표 편차:31.03mm/month)보다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Table4.6의 홍수기와 이수기로 나 어 비교해보면,이수기

에는 측 강수,편차보정한 GCM 강수 시나리오,원 GCM 강수 시나리오

가 평균과 표 편차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홍수기에서는 평균과 표

편차 모두 편차보정이 매우 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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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MonthlyaverageprecipitationtimeseriesofthebiascorrectedGCMscenariosintheKoreanPeninsula

(bluelinerepresentstheobservations;redlinerepresentstheaverageofthebiascorrectedGCM scenarios;blackdashlinerepresentstheaverageofthe

rawGCM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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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5StatisticsofbiascorrectedGCM precipitationscenariosforthewhole

period

Statistics Observed Bias-corrected Raw

Average(mm/month) 110.52 110.50 73.71

Standarddeviation

(mm/month)
102.28 80.04 31.03

Table4.6StatisticsofbiascorrectedGCM precipitationscenariosforthedryand

thefloodseason

Statistics Observed Bias-corrected Raw

Flood

season

Average(mm/month) 217.03 196.35 102.18

Standarddeviation

(mm/month)
64.87 56.21 25.18

Dry

season

Average(mm/month) 57.27 58.64 60.86

Standarddeviation

(mm/month)
26.75 29.18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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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나리  군집분

한반도에 합한 불확실성을 유지한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한 다음

단계로 시나리오 군집분석을 용하 다.시나리오 군집분석이란 모든 시나

리오들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시나리오별로 그룹화 하는 것이며,시나리오

군집분석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4.2.1 군집분  검토

군집분석은 모집단 는 범주에 한 사 정보가 없는 경우에 주어진 자료

들 사이의 거리(distance) 는 유사성(similarity)을 이용하여 체를 몇 개

의 집단으로 그룹화하는 방법이며(Wilks, 2006), 크게 비계보

(nonhierarchical)방법과 계보 (hierarchical)방법으로 나 수 있다.군집

분석은 그룹의 수 혹은 그룹 구조에 한 가정이 없으며,오직 자료들 사이

의 거리나 유사성에 의하여 그룹을 형성하고,형성된 그룹의 특성을 악하

여 그룹들 사이의 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에서 비계보 방법과 계보 방법 모두 가장 기본 인 사항은

유사성이 높은 자료들을 같은 그룹에 포함시키고,상 으로 유사성이 낮

은 개체들은 서로 다른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유사성을 측정하

는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다.자료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종류의 지수가 사용된다.N차원 공간에서 주어진 두 지 X=(x1,x2,...,

xN)와 Y=(y1,y2,...,yN)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하면,거리측정 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Wilks,2006).

(1)Minkowski거리

Minkowski거리는 군집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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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다.

   
  



 
  (4.7)

여기서 d(X,Y)는 지 X와 Y의 거리,N는 총 자료의 수이며,w은 가 치

이다.w=1일 때에는 cityblock거리,w=2일 때에는 Euclidean거리라고 한

다.

(2)표 화 거리

Minkowski거리는 w의 값에 따라 자료들 사이의 거리순 에 많은 향

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표 화 거리를

사용한다(성웅 ,2005).표 화 거리는 두 자료들 사이의 거리를 공분산으

로 나 어 표 화하는 방법이며,식은 아래와 같다.

   
  



  
  (4.8)

여기서 sXY는 X와 Y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3)Mahalanobis거리

자료들 사이의 상 계가 존재할 때 거리는 상 계를 고려하여 거리

가 측정되어야 한다.자료들의 상 계를 공분산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

하는 방법이 Mahalanobis거리이며,식은 아래와 같다.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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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XY는 공분산행렬을 나타낸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군집분석은 계보 군집분석과 비계보 군집분

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계보 군집분석

계보 군집분석은 크게 유사성이 높은 자료들끼리 묶으면서 단계 으로

나가는 병합(agglomeration)방법과 유사성이 낮은 자료들을 하나씩 분리해

나가는 분할(division)방법으로 나 수 있다(Wilks,2006).병합방법에서는

각 자료들이 별개 그룹에서 출발하므로 G개의 그룹에서 출발하나,분할방법

에서는 모든 자료들이 포함되는 하나의 그룹에서 출발한다.계보 군집분

석의 그룹결과는 나무구조인 dendrogram 형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

으며,이를 이용하여 체 그룹들간의 구조 계를 쉽게 악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계보 군집분석에서는 병합방법이 주로 사용되며,그룹 사

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룹연결방법이 달라진다.각 그룹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각 연결법에 한 그림은 Fig.4.4와 같다.

(1)최단연결법(single-linkagemethod)

최단연결법은 차원이 N과 N'인 X와 Y두 그룹간의 측 변수에서 가장

가까운 자료의 거리를 측정하고 새로운 그룹을 생성한다.다음으로 새로운

그룹에서 가장 가까운 자료의 거리를 측정하고 다시 그룹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최종 으로는 하나의 그룹을 생성하게 되며,

이는 dendrogram으로 나타낼 수 있다.최단연결법의 식은 다음과 같다.

min min∈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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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연결법은 측 변수의 노이즈(noise) 이상치(outlier)에 매우 민감

하게 거리가 측정된다.

(2)최장연결법(complete-linkagemethod)

최장연결법은 최단연결법과 달리 가장 먼 측 변수간의 거리를 측정하

여 그룹을 형성하는 방법이며,식은 다음과 같다.

max  max∈ ∈   (4.11)

최장연결법은 노이즈 이상치에 최단연결법에 비해 덜 민감하나 그룹

의 크기 차이에 민감하게 거리가 측정된다.

(3)평균연결법(average-linkagemethod)

평균연결법은 각 그룹의 측 변수간의 거리를 식(4.12)을 이용하여 평균

하고,평균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료들을 묶어 새로운 그룹을 생성하는 방

법이며,식은 다음과 같다.

   ′
 

  




  

 ′

   (4.12)

(4) 심연결법(centroid-linkagemethod)

심연결법은 각 그룹의 심값을 측정하여 이 거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이며,식은 다음과 같다.

   ║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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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Distancelinkagemethodsofthehierarchicalclusteranalysis(Wilks,2006)

*dmax(X,Y):complete-linkage;dc(X,Y):centroid-linkage;dmin(X,Y):single-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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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보 군집분석

계보 군집분석에서는 어떤 자료가 특정한 그룹에 할당되면 다른 그룹

에 다시 할당될 수 없는 단 이 있으나,비계보 군집분석은 기에 할당

이 잘못 되었더라도 다시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다(Wilks,2006).

비계보 군집분석은 최종 그룹수가 미리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한 이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기 에 의하여 그룹할당이 달라질 수 있다.

① 기 그룹을 어떻게 나 것인가?

② 개체를 어떤 기 에 의하여 그룹에 할당할 것인가?

③ 특정 그룹에 속하는 개체의 일부 혹은 체를 다른 그룹에 어떤 기

에 의하여 재할당할 것인가?

비계보 군집분석의 표 방법이 K-means방법이다.K-means방법

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K-means방법

K-means방법은 사 에 결정된 그룹 수 G를 기 으로 체 자료들을

상 으로 유사한 g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K-means방법에서

그룹을 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N차원을 가지는 l개의 자료가 있을 때,

각 자료는 기에 설정된 G개의 그룹 어느 한 그룹에 할당된다고 가정

한다.이때 i번째 자료의 j번째 변수를 X(i,j)로 표시하고,g번째 그룹에 속

한 lc개의 자료들의 j번째 변수에 한 평균을 (g,j)로 표시했을 때 i번째

자료와 g번째 그룹 사이의 거리를 Euclidean거리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MacQueen,1967;성웅 ,2005;Wilk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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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한 각 자료를 g번째 그룹에 재할당(reassignment)할 때 오차자승합 E

는 다음과 같다.

 
  



   (4.15)

여기서 g(i)는 그룹 g가 i번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d(i,

g(i))는 i번째 자료와 그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그룹사이의 Euclidean거리

를 나타낸다(Fig.4.5참조)(Mirkes,2011).따라서 K-means방법에서 그룹

별로 자료를 할당하는 것은 오차자승합 E가 최소화 될 때까지 반복하여 수

행하게 된다.일반 으로 k가 늘어나면 E는 어드는 경향이 있다.

K-means방법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Wilks,2006).

단계 1:자료들을 g개의 그룹에 임의로 할당한다.

단계 2:각 그룹의 평균을 계산한다.

단계 3:각 그룹의 평균과 각 자료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단계 4:만약 자료가 재 할당되어 있는 그룹평균에 가장 가까우면 그

로 그룹에 할당되고,다른 그룹평균에 가깝다면 다른 그룹에

다시 할당된다.

단계 5:단계 2로 돌아가 각 그룹의 평균을 다시 계산한다.

단계 6:단계 3과 단계 4를 다시 수행한다.

단계 7:다시 할당되는 자료가 없을 때까지 단계 2에서 단계 5까지를 다

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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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ans방법의 결과는 기 그룹 수 G의 결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g값을 선택하여 K-means방법을 수행 한 후 가

장 좋다고 생각되는 g값을 이용한다. 한 한 g값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료의 시각화를 통하여 최 g값의 결정이며,이는 각

그룹간의 자료들이 잘 할당이 되었는지 혹은 복되는지를 그래 로 나타내

어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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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ProcedureoftheK-meansmethod(Mirkes,2011)



-77-

(2)Model-basedclustering:Gaussianmixturemodel

K-means방법은 그룹이 겹치는 경우에 결과가 상당히 나쁘게 나타나며,

이상치에 민감하고 각 자료가 할당된 그룹에 속하지 않을 불확실성에 한

측정치가 없다.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제시된 방법이 Pan et

al.(2007)에 의해 제시된 gaussianmixturemodel이다.이 방법은 주어진 그

룹 수 G에 하여 각 그룹의 자료의 분포를 임의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정규분포로 가정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이 방법은 자료를 각 그룹으로

가장 잘 할당할 수 있는 최 의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는 가장 요한 부분

이다.Gaussianmixturemodel의 최종 결과물은 각 자료가 각 그룹에 속할

확률이다.주어진 자료 x에 하여 gaussian mixture model의 mixture

distribution이 아래와 같다고 한다면

    
  



  
  (4.16)

식(4.16)의 log-likelihood는 다음과 같다.

   log
  




  



  
  (4.17)

여기서 N은 자료 수,G은 그룹 수,는 g번째 그룹의 가 치,와 
는

g번째 그룹의 평균과 분산이다.Gaussianmixturemodel은 log-likelihood가

최소가 되는 G값이 가장 한 그룹 수가 된다.

비계보 군집분석의 장 은 첫 번째로 계보 군집분석에 비하여 계산

량이 어 측값이 많아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두 번째로 주어진 자

료의 내부구조의 한 사 정보 없이도 구나 쉽게 자료구조를 찾아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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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마지막으로 거리의 정의만 잘 된다면 모든 자료에 용이 가능하다.

비계보 군집분석의 단 은 첫째로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결과

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둘째로 기 군집 수 G의 결정이 쉽지 않고,

마지막으로 결과의 해석이 난해한 경우가 있다.특히,찾아진 그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료만을 이용해서는 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4.2.2 군집분  용

우선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에서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계보 군집

분석인 K-means군집분석을 용하 다.하지만 군집분석은 변수의 수보다

변수에 따른 자료의 차원(자료의 수)가 매우 많아지게 되면,‘차원의 주

(curseofdimensionality)’에 의해 군집분석의 결과가 매우 나쁘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생한다.즉,n개의 변수가 있고 각 변수마다 N차원의 자료 수가

있다고 가정하면,n≪N로 자료가 고차원성(highdimensionality)을 가지는

경우에 ‘차원의 주’가 발생한다.즉,n개의 변수를 설명하기 해 각 변수

마다 동일한 n개의 자료만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

(N-n)개의 많은 자료를 버려야 한다.이를 극복하기 해 차원을 여주는

다차원 스 일링(scaling)을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 Wangetal.(2006)이 제시

한 characteristic-basedK-means군집분석을 용하 다.이 방법은 GCM

시나리오와 같이 고차원인 시계열(timeseries)을 가지는 자료의 통계 인

특성만을 이용하여, 차원을 여서 군집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Characteristic-basedK-means군집분석도 어떠한 통계 특성을 포함하느

냐에 따라 군집분석 결과에 향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 GCM 시나리오로서 4.1.2 에서 편차보정한 19개의

GCM 시나리오를 상으로 characteristic-basedK-means군집분석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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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GCM 기온 시나리오는 GCM 강수 시나리오에 비해 매우 정확성이

높으며 GCM 기온 시나리오간에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군집분석의 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3.2 에서 언 한 바 있는 상

으로 GCM 기온 시나리오별 유사성이 낮은 GCM 강수 시나리오를 상

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 다.

Wangetal.(2006)이 제시한 characteristic-basedK-means군집분석에

서는 군집분석을 한 통계특성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 다.

① classicalstatisticalfeatures:mean,stdev,skewness,kurtosis,

seasonality,periodicity,serialcorrelation

② advancedstatisticalfeatures:self-similarity,chaos

이 본 연구에서는 GCM 시나리오의 군집분석을 해 6개의 통계 특

성( 체평균,월별 평균, 체표 편차,월별 표 편차,월별 기울기,월 상

계)을 이용하 으며,Table4.7 Fig.4.6에 선정된 특성과 선정이유를

설명하 다. Table 4.7을 살펴보면, 통계특성을 크게 기본통계(basic

statistics), 분포형태(distribution shape), 정상성(stationarity), 상 성

(correlation)으로 구분하 으며,각 통계특성에 따른 통계치를 선택하 다.

평균(1차 모멘트)과 표 편차(2차 모멘트)는 일정기간 동안 GCM 시나리오

의 평균 인 거동과 분산 정도를 악하기 해 선정하 다. 한 기울기

(slope)는 GCM 시나리오 경향의 증감을 악하기 해 선정하 으며,계열

상 성(serialcorrelation)은 GCM 시나리오의 월별 상 성을 악하기 해

선정하 다.특히,계열 상 성에서는 GCM 강수 시나리오별 correlogram을

수행한 결과,lag-1자기상 성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lag-1자기상

성만을 포함하 다.

GCM 시나리오는 월별자료이므로 모든 통계치를 월별로 분석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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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과 분산은 월별뿐만 아니라 체기간에 해서도 산정하여 반 하 다.

Fig.4.6은 Table4.7을 도시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와 아래의 월별 자료에

서 각각 평균,표 편차,정상성 등을 분석하고 월별간의 상 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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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7Selectedstatisticsandreasonsforthescenarioclusteranalysis

Characteristics Statistics Description
Data

period
Reason

Basic

statistics

Mean

measureof

central

tendency

total

20years

averagefor

thetotal

20years

each

month*
average

foreachmonth

Standard

deviation

measureof

dispersion

total

20years

variabilityfor

thetotal

20years

each

month

variability

foreachmonth

Stationarity
Regression

slope

measureof

trend

each

month

trend

foreachmonth

Correlation

Serial

correlation

(Box-Pierce)

measureof

autocorrelation

each

month

lag-1

autocorrelation

*eachmonth:20yearsaverageforeach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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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6Explanationofselectedstatisticsforthescenariocluster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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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에서는 앞서 설명한 characteristic-basedK-means방법을 용

하 으며,G의 수는 3,5,7,9로 나 어 수행한 결과 5개의 결과가 타당하

다고 고려되어 G는 5로 용하 다.

Table4.8은 20C3M 배출시나리오에 한 군집분석 결과이며,Fig.4.7은

각 그룹별 시계열을 나타낸다.동일한 그룹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의 7개

통계특성을 고려한 결과,통계 으로 가장 유사하게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군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그룹 1에는 1개,그룹 2는 3개,그룹 3에는

1개,그룹 4에는 12개,그룹 5에는 1개의 GCM 강수 시나리오가 각각 포함

되었다. 한 각 군집별 시나리오 평균과 표 편차가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룹 1,그룹 3,그룹 5에서는 각각 MIUB-ECHO-G (Germany/Korea),

GISS-AOM (USA),CSIRO-Mk30(Australia)이 각각 혼자 그룹을 이루었

다.그룹별 평균을 살펴보면,다른 GCM 강수 시나리오보다 평균이 매우 높

거나 낮아 혼자 그룹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그룹 1과 3은 같이 높은

평균을 이루고 있으나 기간 표 편차가 각각 109.02mm/month와 140.79

mm/month로서 차이가 발생하여 두 그룹으로 형성되었다.그 외의 GCM

강수 시나리오는 90∼120mm/month사이에 넓게 월평균강수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같은 그룹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특히,그룹 2와 4에서도 서로 기간 표 편차가 각각 80.42mm/month

와 94.88mm/month로서 평균뿐만 아니라 표 편차가 그룹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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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8Theresultofthescenarioclusteranalysis

Group GCM scenarios
Average

(mm/month)

Standard

deviation

(mm/month)

1 MIUB-ECHO-G 124.13 109.02

2
CCCma-CGSMT47,GISS-E-H,

MPI-M-ECHAM5
103.25 80.52

3 GISS-AOM 139.91 140.79

4

BCCR-BCM,CCCma-CGSMT63,

CNRM-CM3,GFDL-CM21,

INM-CM30,LAGS-FGOAL,

NIES-MIROC32medres,

MRI-CGCM232,IPSL-CM4,

NCAR-PCM,UKMO-HadCM3,

UKMO-HadGEM1

109.78 93.62

5 CSIRO-Mk30 82.42 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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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Timeseriesofmonthlyprecipitationineachgroupfrom January1990toDec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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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나리 의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의 선정은 군집분석에 의해 그룹별로 분류된 GCM 시

나리오들 그룹별로 표되는 GCM 시나리오의 선정을 의미한다.이를

해 목 에 합한 지표(measure)를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기 (threshold)을 넘거나 정확성이 높은 순으로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GCM 시나리오는 기후

변화 수행단계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어떠한

GCM 시나리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수자원 망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연구목 에 합한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해서는 어떤

평가지표를 선택하느냐는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선정에 해 살펴보고 연구목

에 합한 시나리오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이를 용하고자 한다.

4.3.1 평가지표 검토

평균을 이용한 방법

GCM 시나리오의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이

며, 체기간에 하여 GCM 시나리오의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평균차

(meanbias)혹은 평균비(meanratio)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식(4.18) 식

(4.19)과 같다.

Sscore=

 (4.18-1)

혹은 Sscore=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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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ore=
 (4.19-1)

혹은 Sscore=
  




  (4.19-2)

여기서 는 과거기간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의 평균,는 측 변

수이다.식(4.18-1)과 (4.19-1)에서는 체기간에 하여 GCM 시나리오 모

의 변수의 평균과 측 변수의 평균을 비교하 으나,식(4.18-2)와 식

(4.19-2)에서는 각 월별 평균을 이용하기 때문에 체기간에 하여 평균오

차 뿐만 아니라 월별오차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제곱근오차를 이용한 방법

제곱근오차(rootmeansquareerror)를 이용하는 방법은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월별평균차에 제곱근을 하여 skillscore를 산정하

는 방법(meanRMSE)이다.이 방법은 식(4.18)의 skillscore에서 월별오차

가 상쇄되는 단 을 보완한 방법이다.

Sscore=
 



  






 (4.20)

여기서 J는 총 월의 수이다.

확률 도함수를 이용한 방법

확률 도함수를 이용한 방법(ProbabilityDensityFunctionmethod,이하

PDF method)은 Perkinsetal.(2007)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측 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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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 모의 변수의 경험 (empirical)확률 도함수를 추정하여 이를 비교함

으로서 GCM 모의 변수의 모의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즉,이 방법은

두 값의 경험 확률 도함수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악하는 방법으로 두

확률 도함수가 가까울수록 GCM 모의 변수의 정확성이 우수함을 나타낸

다.

이 방법은 우선 용기간에 한 측 변수와 GCM 모의 변수에 각각

합한 경험 확률 도함수를 추정하고 합도 검정을 수행한다.다음으로

각 GCM 모의 변수의 확률 도함수와 측 변수의 확률 도함수를 이용하

여 각 GCM 모의 변수에 한 skillscore를 산정하게 되며,skillscore는

다음과 같다(Fig.4.8참조).

Sscore=
  



min( , ) (4.21)

여기서 Sscore는 GCM 모의 변수의 skillscore,xi는 i번째 quantile의 변수값,

n은 체 quantile수, 는 과거기간 GCM 모의 변수 xi의 경험 확

률 도함수, 는 측 변수의 경험 확률 도함수이다.

Fig4.8과 같이 두 확률 도함수의 겹치는 부분이 넓어질수록 skillscore

값이 1에 가까워지며,이는 GCM 모의 변수의 정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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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IllustrationofthePDF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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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Entropy를 이용한 방법

Entropy는 무작 변수(random variable)의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지표이

며,무작 변수 X의 확률 도함수를 pX(x)=Pr{X=x}(x∊X)라고 한다면,X

에 한 entropy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CoverandThomas,1991).

H(X)=-  ln  (4.22)

여기서 H(X)는 X의 entropy, 는 X의 확률 도함수이다.무작 변수

X의 발생확률이 낮을수록 H(X)는 증가하게 된다.

Entropy의 이론을 기본으로 한 relativeentropy는 Kullback-Leibler거리

(distance)라고도 하며,임의의 측 변수 Xo의 확률분포와 이를 추정한 모

의 변수 X의 확률분포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CoverandThomas,

1991). 측 변수 Xo와 과거기간 GCM 모의 변수 Xhind에 한 relative

entropy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score=║      
  

  
(4.23)

여기서 X는 무작 변수(random variable),D(Xo∥Xhind)는 GCM 모의 변수

와 측 변수의 relativeentropy, 는 과거기간 GCM 모의변수 x의

확률 도함수,  는 측 변수의 확률 도함수이다.D(Xo∥Xhind)가

relativeentropy의 skillscore이며,0에 가까워질수록 측 변수의 확률분포

와 GCM 모의 변수의 확률분포가 가까운 것으로 단할 수 있다.Fig.4.9

와 같이 두 확률 도함수의 겹치는 부분이 넓어질수록 skillscore값이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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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져 두 확률 도함수는 일치하며,GCM 시나리오의 모의능력이 우수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iveentropy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D(Xo∥Xhind)

는 D(Xhind∥Xo)와 동일한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다.그 이유는 Fig.4.9

에서 살펴보면,D(Xo∥Xhind)는 Fig.4.9와 같이  의 아랫부분의 면

을 나타내나,D(Xhind∥Xo)는 반 로  의 아랫부분의 면 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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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9Illustrationoftherelativeentropy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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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ingerdistance를 이용한 방법

Hellingerdistance는 확률이론에서 Hellingerintegral(Hellinger,1909)에

기반을 둔 두 분포의 거리 혹은 유사함(similarity)을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GCM 시나리오의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확률 도함수를

이용하게 되며,skillscore는 다음과 같다.

Sscore=


  



     
 (4.24)

여기서 Sscore는 GCM 모의 변수의 skillscore, 는 과거기간 GCM 모

의 변수의 경험 확률 도함수, 는 측 변수의 경험 확률 도함

수이다.두 분포가 완벽히 일치하게 되면,skillscore는 1이 되며,반 의 경

우에는 skillscore가 0이 된다.Hellingerdistance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relativeentropy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relativeentropy에서는

GCM 모의 변수의 확률 도에서 skillscore를 추정하는 것과 측 변수에

서 추정하는 값이 다르게 산정되나,Hellingerdistance에서는 동일한 skill

score가 산정된다는 것이다.

Taylordiagram을 이용한 방법

Taylordiagram은 Taylor(2001)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서 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계를 공간 (spatial)상 계수,공간 표 편차,공

간 제곱근오차를 이용하여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N개의 지 에 하여 임의의 GCM 모의 변수 X(Xproj혹은 Xhind)와

측 변수 Xo가 있다고 한다면,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를 이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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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공간 상 계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이 상 계수를 패턴

(pattern)상 계수 R이라고 한다.

 




  



 
 


(4.25)

여기서 는 X의 평균값,는 Xo의 평균값,sX와 sXo는 각각 X와 Xo의 표

편차이다.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가 공간 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 사이에 가 치(w)를 두어 (X-)=w(Xo-)와

같이 일치시킬 수 있다.

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공간 차이를 제곱근오차로 표 가능하

며,식은 다음과 같다.

  


  



  
  (4.26)

GCM 모의 변수의 공간 평균 와 측 변수의 공간 평균 의 편

차(bias)를 E′라 정의한다면,식(4.26)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27)

여기서 E′은 심(centered)패턴 제곱근오차이다.식(4.27)을 개하여 정

리하면 패턴 상 계수(R), 심 패턴 제곱근오차(E′),sX와 sXo로 나타낼

수 있으며,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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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8)

식(4.28)에 코사인 법칙(c2=a2+b2-2abcosφ)을 용하면 Fig.4.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이러한 계를 diagram으로 나타낸 것이 Taylordiagram

이며 Fig.4.11과 같다.Fig.4.11에서 반원의 둘 는 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공간 상 계수를 나타낸 것이며,반원의 반지름에서 x축과 y축

은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공간 분산을 나타낸다.GCM

모의 변수의 모의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는 GCM 모의 변수의 상 계수와

분산이 측 변수의 상 계수와 분산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식(4.28)을 측 변수의 표 편차 sXo로 나 어 정규화

(normalization)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4.29)

여기서  ′는 정규화된 심 패턴 제곱근오차,는 정규화된 표 편차

(=sX/sXo)이다.정규화되면 측 변수의 치는 Fig.5.4에서 표 편차를 나

타내는 축에서 (1,0)의 좌표를 가지게 된다.

Taylordiagram은 살펴본 바와 같이,GCM 모의 변수와 측변수의 공

간 계를 악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GCM 모의 변수의 개선평가에

도 용된다.즉 GCM의 개선에 따라 GCM 모의 변수들이 얼마나 모의능력

이 향상되었는지를 도식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그 는 Fig.4.12에 나타

나있다.Fig.4.12에서 강수를 나타내는 P는 상 계수가 0.8에서 0.9,표 편

차가 1.3정도에서 1.2정도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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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0Geometricrelationshipofthepatterncorrelationcoefficient(R),pattern

RMSerror(E'),sX,andsXo

Fig.4.11AnexampleoftheTaylordiagram (Talyo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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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2Anexampleforchangesoftheaccuracyrelatedtotheimprovementof

GCM variables(Talyo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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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diagram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skillscore를 이용하여 GCM 시나

리오의 모의능력을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skillscore는 1인 경우에

는 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가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이며,0인 경우에

는 GCM 모의 변수의 정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Skillscore는 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분산비와 상 계수비로 구

성되어 있으며,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첫 번째 skillscore는

correlation-penaltyskillscore로서 분산에 더 을 두고 살펴보는 skill

score이며 식은 다음과 같다.

Sscore  





× 


(4.30)

두 번째 skillscore는 variance-penalty skillscore로서 correlation-

penaltyskillscore와 달리 상 계수에 더 을 두는 skillscore이며,식은

다음과 같다.

Sscore  



(4.31)

여기서 R0은 상 계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다.

4.3.2 평가지표 택

평가지표의 정리

4.3.1 에서는 GCM 시나리오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해 살펴보

았다.평균,분산 등을 이용한 방법은 오차나 비를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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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의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meanbias,meanratio,meanRMSE),이

들 지표로부터 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기본 통계특성이 얼마나 가

까운지를 간단히 악할 수 있다.확률 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PDF

method,relativeentropy,brierscore,rankedprobabilityscore)은 GCM 모

의 변수와 측 변수의 분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악하는 방법으로 가까

울수록 GCM 시나리오의 모의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앞선 방법들은

GCM 모의 변수의 시간축(temporalaxis)에 을 맞춘 방법이나,Taylor

diagram은 공간축(spatialaxis)에 을 맞추어 상 계수와 표 편차의 비

를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에서 차이 이 있다.

한 확률론 보의 정확성 평가에 리 쓰이는 brierscore와 ranked

probability score도 GCM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방법에 사용되고 있다

(Wilks,2005).PDFmethod와 relativeentropy는 측 변수와 GCM 모의

변수에 한 확률 도함수의 차이(difference)합을 이용하여 skillscore를 계

산하나,brierscore와 ranked probability score는 quantile차이에 한

RMSE를 계산하여 skillscore를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GCM 시나리오 평가지표들의 특징을 쉽게 비교하기

해 Table4.9와 같이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 제시된

GCM 시나리오 평가지표는 각 연구에서 GCM 시나리오에서 악하고자하

는 특징,연구목 ,가용한 자료들에 따라 선택 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

다.

GCM 시나리오 평가지표의 용에 하여 몇 가지 를 살펴보면,첫째

로 GCM 시나리오 모의능력의 효율성(efficiency)에 을 둔다면,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한 MSE를 이용하면 된다.효율성을 보기 한 표 인 지

수가 MSE이며,GCM 모의 변수의 분산과 측 변수와 GCM 모의 변수간

의 bias로 구성된 MSE는 GCM 모의 변수의 분산과 bias가 작을수록 효율

성은 높아지게 된다.두 번째로 GCM 모의 변수의 분포형태나 극치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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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능력에 을 둔다면 quantiles를 이용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면 된다.

더욱이 quantiles를 이용하는 지표는 평균(분산)의 차를 이용한 평가지표도

포함할 수 있다.세 번째로 공간 인 자료를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를 선

정하고자 한다면 Taylordiagram을 용할 수 있으며,마지막으로 주어진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하

고자 한다면 relativeentropy를 이용한 지표를 용할 수 있다.

Fig.4.13은 GCM 시나리오 자료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 어떠한 평가지표

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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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9SummaryofmeasuresofGCM scenarioaccuracy

Difference Ratio RMSE

Mean •Meanbias •Meanratio •MeanRMSE

Standard

deviation
-

•Taylordiagram

(X-Yaxis)

•Potential

predictability

-

Correlation -
•Taylordiagram

(Circle)
-

Quantiles •PDFmethod -

•Brierscore

•Rankedprobability

score

Entropy
•Relative

entropy
•Entropy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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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3Flowchartforscenarioselectionmethodsavailablerelatedtothetypes

andconditionsofGCM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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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평가지표 용

시나리오 평가지표의 선정

본 연구에서 그룹별 표 GCM 시나리오 선정을 한 평가지표로서

PDFmethod를 선택하 다.PDFmethod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로 측 변

수와 GCM 모의 변수의 경험 확률분포를 통하여 각각 자료가 어떠한 분

포를 따르는지 악하기 함이며,둘째로 측 변수와 GCM 모의 변수의

평균과 분산의 비교가 정량 (quantitative) 뿐만 아니라 도식

(diagrammatic)으로 가능하고,셋째로 경험 확률분포를 통한 측 변수와

GCM 모의 변수의 극치모의정도를 도시 으로 검토할 수 있고 일치정도를

악가능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과거와 미래 시나리오의 변화를 비교하

는데 있어서 분포의 변화나 이동 등을 통하여 쉽게 분석가능하기 때문이다.

Perkinsetal.(2007)은 PDFmethod를 GCM 시나리오의 체 모의기간

에 하여 용하 다.하지만 체 모의기간에 하여 용할 경우,PDF

특성상 자료의 순서에 상 없이 GCM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확률분포만

일치하면 모의 정확성은 높게 산정된다. 를 들어,일반 인 시계열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월단 ,연단 등)자료의 특성이나 경향성이 존재하게

된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수기보다 홍수기의 평균 강우가 더 큰 것이

그 이다.하지만 기존 PDFmethod를 그냥 용하게 되면,계 에 상 없

이 강우 자료만 존재한다면 높은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다.

GCM 시나리오에서는 시간 축으로의 정확성도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PDFmethod를 체 기간이 아닌 월별로 나 어 PDFmethod를

용하 으며,이 평가지표를 monthly-PDFmethod로 명명하 다.식(4.21)에

서 제시한 PDFmethod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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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ore,j=
  



min( , ) (4.32)

Sscore,T =


  



Sscore,j

여기서 j는 월의 수이며 1부터 12까지의 값을 가진다.

Bestscenarios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GCM 시나리오의 선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선정하고자 한다.첫 번째는 체 GCM 시나리오 에서 bestscenarios를

선정하는 것이며,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GCM 시나리오 선정을 이

용하여 그룹별 표 GCM 시나리오,즉 principalscenarios를 선정하는 것

이다.

본 에서는 우선 allGCM scenarios에서 다섯 개의 bestscenarios를

선정하 다.본 연구에서는 강수 시나리오와 기온 시나리오에 하여 각각

PDFmethod를 용하 다.GCM 강수 시나리오에서는 확률 도함수로 3변

수 log-normaldistribution을 추정하 으며,유의성 검정(5% 유의수 )을

모두 통과하 다.강수 시나리오에 하여 확률 도함수를 추정한 결과 시

는 Fig.4.14와 같다.기온 시나리오에서는 그 특성상 bimodal형태를 나타

내고 있어,gaussiankerneldensityfunction을 이용하여 분포를 추정하

다.기온 시나리오에서는 분포추정을 쉽게 하기 하여 GCM 시나리오에서

제공되는 형태인 Kelvin(K)단 의 기온자료를 그 로 사용하 으며,추정

된 분포는 Fig.4.15와 같다.

Fig.4.14를 살펴보면,이수기와 홍수기의 확률 도함수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를 들면,1월 강수 시나리오의 확률 도함수는 모든 확률 도함

수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나(skewed), 체 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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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이는 시나리오 편차보정에서 이수기 편차보정의 효과라고 단할 수

있다. 한 0∼50mm/month의 월평균강수에서는 GCM 시나리오의 확률

도함수가 측 강수보다 부분 작게 나타나 측 강수의 발생확률이 높았

으나,50∼100mm/month에서는 GCM 시나리오에서 측 강수보다 발생확

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8월 강수시나리오의 확률 도함수는 1월과 다르

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측 변수의 확률 도함수를 심으로 매

우 좌우로 매우 다양하게 GCM 강수 시나리오의 확률 도함수가 존재하고

있다.이는 시나리오 편차보정에서 비율로서 편차를 보정하는 홍수기 편차

보정에 의한 효과에 의한 결과로 단된다. 부분의 GCM 시나리오가 150

∼350mm/month의 강수량에서 측 변수보다 높은 발생확률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시나리오 군집분석 결과와 비교하면,평균 강수가 매우 높거나

낮아 1개의 GCM 시나리오로 그룹화되어 있는 GISS-AOM나 CSIRO-Mk30

의 확률 도함수가 측 변수를 기 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매우 많이 치

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Fig.4.15에서 기온 시나리오에서는 한 두 개의 GCM 시나리오를 제외하

고는 부분의 GCM 시나리오에서 측 기온보다 더 넓은 범 에 분포가

존재해서 분산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부분의 GCM 기온 시나리오가

측 기온보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기온 시나리오의 평균이 측

기온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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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fsofGCM scenariosinJanuary

(b)pdfsofGCMscenariosinAugust

Fig.4.14pdfsofGCMprecipitation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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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5pdfsofGCMtemperature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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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bestscenarios를 선정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기 을 용하

다.우선 기온 시나리오는 정확도가 높은 GCM 시나리오들이 다수 존재

하 기 때문에 PDFmethod에서 skillscore가 80% 이상인 GCM 시나리오

들을 모두 선정하 다.다음 단계로 선택된 GCM 시나리오들 ,강수 시나

리오에 한 PDFmethod의 skillscore가 높은 순으로 5개의 GCM 시나리

오를 최종 으로 선정하 다.

Table4.10은 GCM 시나리오별로 강수와 기온 시나리오에 한 skill

score를 나타내고 있다.기온 시나리오의 skillscore에서 하 2개 시나리오

를 제외하고 부분의 기온 시나리오에서 80% 이상의 정확성을 나타내었

으며,기 이상의 기온 시나리오의 skillscore평균이 85% 이상으로서

GCM 시나리오의 기온 모의정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강수 시나리오의

skillscore의 평균은 74% 정도로서 시나리오 편차보정을 수행하 음에도

모의정확성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 기온 시나리오의 모의정확성이

부분 강수 시나리오보다 높게 나타났다.최종 으로 상 5개의 GCM 시

나리오가 bestscenarios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재 bestscenarios가 미래에도 best

scenarios인가에 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보아야 한다.이러한 고민은

Fig.4.16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Fig.4.16은 편차보정 이 의 원

GCM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강수와 기온 시나리오에 하여 PDFmethod의

skillscore를 나타내고 있다.20C3M 배출시나리오에서 모의정확성이 3 로

평가된 UKMO-HadCM3는 A1B와 A2배출시나리오에서는 모의정확성이

각각 16 와 12 로 낮아졌으며,A2배출시나리오에서 1 인 CNRM-CM3

는 20C3M에서 6 로 나타났다.비록 A1B와 A2배출시나리오의 기간이 짧

긴 하지만 이는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한 결과

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해,특정기간에 가장 정확성이 높은 GCM 시나리오

라 하더라도 다른 기간에도 정확성이 높다고 확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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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C3M 배출시나리오와 A와 B배출시나리오의 비교기간에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미래로 갈수록 결과에 한 업데이트(update)는 지속 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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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10TheskillscoreofGCMscenariosafterapplicationofthePDFmethod

Center GCM scenario
Precipitation

skillscore

Temperature

skillscore

MRI CGCM232 0.7973 0.9135

UKMO HadCM3 0.7805 0.8035

UKMO HadGEM1 0.7652 0.9003

CNRM CM3 0.7632 0.8908

BCCR BCM 0.7616 0.8893

CCCma CGSMT63 0.7541 0.8621

GFDL CM21 0.7507 0.8476

MPI-M ECHAM5 0.7469 0.8986

NIES MIROC32medres 0.7339 0.9524

NCAR PCM 0.7284 0.8830

MIUB ECHO-G 0.7261 0.8200

INM CM30 0.7174 0.8151

LAGS FGOAL 0.7104 0.8943

CCCma CGSMT47 0.7094 0.8386

GISS AOM 0.6796 0.8542

CSIRO Mk30 0.6502 0.8686

GISS E-H 0.7095 0.7882

IPSL CM4 0.7086 0.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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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6Skillrankchangesbetween20C3M,A1B,andA2emissioncases



-112-

Principalscenarios의 선정

본 에서는 4.2 에서 시나리오 군집분석을 용하여 얻은 각 그룹에서

bestscenarios와 동일한 기 으로 하나의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 다.우

선 기온 시나리오의 PDFmethodskillscore가 80% 이상인 GCM 시나리

오들을 모두 선정한 후,강수 시나리오의 PDFmethodskillscore가 가장

높은 GCM 시나리오를 최종 으로 선정하 다.각 그룹별 선정결과는

Table4.11과 같다.

Table4.12는 최종 선정된 principalscenarios와 시나리오별 skillscore

순 를 나타내고 있다.Bestscenarios와 달리 매우 다양한 skillscore를 가

진 GCM 시나리오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bestscenarios와

다른 GCM 시나리오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Principalscenarios는 각 배출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모의능력을 가진

GCM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체 시나리오를 표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기후변화 연구에서 principalscenarios를

사용하면 allscenarios를 사용하지 않고도 allscenarios를 사용한 결과를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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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11Selectedscenariosineachgroup:principalscenarios

Group GCM scenarios
Selected

scenario

1 MIUB-ECHO-G MIUB-ECHO-G

2
CCCma-CGSMT47,GISS-E-H,

MPI-M-ECHAM5
MPI-M-ECHAM5

3 GISS-AOM GISS-AOM

4

BCCR-BCM,CCCma-CGSMT63,

CNRM-CM3,GFDL-CM21,INM-CM30,

NIES-MIROC32medres,

LAGS-FGOAL,MRI-CGCM232,

NCAR-PCM,IPSL-CM4,

UKMO-HadCM3,UKMO-HadGEM1

MRI-CGCM232

5 CSIRO-Mk30 CSIRO-Mk30



-114-

Table4.12Comparisonofthebestandtheprincipalscenarios

Division
Selected

GCM scenarios

Precipitation

skillscore

Temperature

skillscore

Best

scenarios

MRI-CGCM232 0.797 0.914

UKMO-HadCM3 0.781 0.804

UKMO-HadGEM1 0.765 0.900

CNRM-CM3 0.762 0.891

BCCR-BCM 0.761 0.889

Principal

scenarios

MIUB-ECHO-G 0.726 0.820

MPI-M-ECHAM5 0.747 0.900

GISS-AOM 0.680 0.854

MRI-CGCM232 0.797 0.914

CSIRO-Mk30 0.650 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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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cenarios와 principalscenarios의 비교

Bestscenarios와 principalscenarios 어떤 시나리오가 더 불확실성을

잘 표 하는지를 악하기 하여 측 강수의 포함정도를 이용하여 간략하

게 비교하 다.배출시나리오는 20C3M 배출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미래 망

을 나타내는 A2,A1B,B1배출시나리오까지 용하 다.기간이 짧기는 하

나 A와 B배출시나리오도 이용함으로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망에서

용한다는 의의를 둘 수 있으며,다양한 배출시나리오에 용함으로서 배출

시나리오의 향 한 살펴볼 수 있다.

과거 모의기간을 나타내는 20C3M 배출시나리오에 하여 1980년 1월부

터 1999년 12월(240개월)을 상기간으로 하 으며,미래 망을 나타내는

A와 B배출시나리오에 하여 측 변수가 존재하여 검증할 수 있는 2001

년 1월∼2008년 12월(96개월)까지,각 배출시나리오별 bestscenarios와

principalscenarios가 얼마나 측 강수를 잘 포함하고 있는지 비교하 다.

이는 망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더 측 강수를 잘 모

의할 수 있는가’와 연 되는 요한 문제이다.즉,시나리오의 범 가 측

강수를 포함하지 못할수록,미래 망에 있어서 다르거나 왜곡된 망

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기후변화의 불확실성 한 제 로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시나리오의 범

는 비교기간 동안의 시나리오 모의 망 강수의 최고값와 최 값 사이에

측 강수가 얼마나 포함되는가를 비교하 다.Table4.13과 Fig.4.17은 비

교결과를 나타낸다.

20C3M 배출시나리오에서 측 강수가 allscenarios의 범 에는 87.50

%(210회),principalscenarios에는 71.25%(171회),bestscenarios에는 68.33

%(164회) 포함되었다. principal scenarios가 best scenarios보다 all

scenarios에 가깝게 측 강수를 포함하고 있으며,이는 principal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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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estscenarios보다 측 강수를 더 잘 표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더 잘 표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망을 나타내는 배출 시나리오에서도 비슷하게 나

타났다.A1B배출시나리오에서 측 강수가 allscenarios의 범 에는 87.50

% (56회),principalscenarios에는 77.08% (74회),bestscenarios에는 52.08

% (50회)포함되었다.principalscenarios가 allscenarios에 가깝게 측 강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bestscenarios는 겨우 50%를 넘어 측 강수를 잘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principalscenarios가 bestscenarios보다

측 강수를 더 잘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A2배출시나리오에서 측

강수가 allscenarios의 범 에는 77.08% (74회),principalscenarios에는

61.45 % (59회),bestscenarios는 53.13 % (51회)포함되어 principal

scenarios가 bestscenarios보다 측 강수를 더 잘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마지막으로 B1배출시나리오에서도 측 강수를 allscenarios에는

68.75% (66회),principalscenarios에는 56.25% (54회),bestscenarios에는

53.13% (51회)포함하여 principalscenarios가 bestscenarios보다 측 변

수를 더 잘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과거 모의나 미래 망 모두 principalscenarios가 bestscenarios

보다 측 강수를 더 잘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미래 망에 있어서

principalscenarios의 망이 bestscenarios보다 불확실성을 유지하면서 미

래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미래 망에서

배출시나리오에 상 없이 principalscenarios가 측 강수를 더 잘 포함하

다.이에 principalscenarios가 과거⋅미래⋅배출시나리오의 향 없이 항

상 bestscenarios보다 측 강수를 더 잘 나타내며,allscenarios의 불확실

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principalscenarios와 bestscenarios 어떤 시나리오가 불확실성

을 잘 유지하는지에 해서는 ‘제5장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정량화’에서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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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principalscenarios가 bestscenarios보다 우

수함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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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13Theratioandtotalnumberofobservedprecipitationincludedin

rangesoftheallscenarios,principalscenarios,andbestscenarios

Scenarioset 20C3M (%) A1B(%) A2(%) B1(%)

Allscenarios 87.50(210)* 87.50(84) 77.08(74) 68.75(66)

Principal

scenarios
71.25(171) 77.08(74) 61.45(59) 56.25(54)

Best

scenarios
68.33(164) 52.08(50) 53.13(51) 53.13(51)

*ratio(total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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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7Timeseriesoftheprincipalandbestscenariosincludingobserved

precipitation(20C3M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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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기후변화 불확실성의 정량화

5.1 시나리  불확실 의 량화

제2장 연구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과거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부분의 기

후변화 불확실성 정량화 연구는 배출시나리오,GCM,상세화기법,수문모형

의 단계별 수행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발생하는가를

정량 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GCM 시

나리오에 해서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집 으로

연구한 과거 연구사례는 매우 미비하다.따라서 기후변화 불확실성 연구에

서는 체 인 안목에서 기후변화 수행단계별로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연구

도 필요하나 세부 인 안목으로 단계별로 어떠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

는지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즉,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

으나 재 세계 으로 기후변화 수행단계별로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연구

에만 매우 편 되어 진행하고 있다(Murphyetal.,2004;Stainforthetal.,

2005;Kayetal.,2009;Chenetal.,2011;Zhangetal.,2011)

본 장에서는 GCM 시나리오에 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기법과 기후

변화 수행단계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나 어 수행하 다.우선

본 에서는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정량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

며,GCM 시나리오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한 기법으로 entropy와

maximum entropy를 이론 으로 검토하 다.다음으로 entropy를 이용하여

불확실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편차보정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마지막으로

entropy와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 선정과정을 통하

여 선정된 principalscenarios와 bestscenarios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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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불확실  량화 법 검토

Entropy는 Shannon(1948)이 소개한 ‘정보이론(informationtheory)’에서 제

시되었으며,주어진 정보(information)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량(information

context)에 한 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혹은 불확실성(uncertainty)

을 정량 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하나이다.일반 으로 정보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정보가 발생할 확률로부터 주어지게 된다. 를 들

어,어떤 정보가 확실히 발생한다면,그 정보의 확률은 1이 되며 정보량은 0

이 될 것이다.즉,어떤 정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면 정보량은 작을 것이

며,정보의 발생확률이 작다면 정보량은 클 것이다.확률 p를 가지는 무작

변수(random variable)X를 정보라고 하면,정보량 I(X)는 다음과 같다

(Shannon,1948).

I(X)=–lnpX(x) (5.1)

와 같은 정보량에 하여 평균 인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정보량

I(X)도 X에 의해 무작 변수가 되며 앞서 언 한 entropy의 기본식은 다

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H(X)=-pX(x)lnpX(x)=pX(x)I(X)=E{I(X)} (5.2)

즉,주어진 정보량의 평균 인 불확실성을 정량 으로 추정하면 entropy

가 된다.Entropy의 표 인 기본성질은 다음과 같다(GayandEstrad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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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ntropy는 모든 상황이 동일한 확률 p를 가질 때,가장 큰 값을 가진

다.

② 동일한 확률 p를 가지는 상황의 수가 늘어날수록 불확실성(entropy)

은 커진다.

Maximum entropy는 Jaynes(1957)가 entropy(Shannon,1948)를 바탕으

로 개발하여 발표되었다.Jaynes(1957)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함에 있어서 사

용가능한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maximum entropy를 이용하면 편차(bias)

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Maximum entropy는 어떤 정보가 주어

지면,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최 화하여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entropy

가 불확실성을 최 로 가진 상태를 의미하며,이때 모든 상황은 동일한 발

생확률을 가지게 된다.Maximum entropy에서 주어진 정보는 제약조건

(constraintcondition)형식으로 포함되게 된다.Maximum entropy의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GayandEstrada,2010).

max   
  



  ln   (5.3)

subjectto

moment-consistencyconstraint:


  



     ,(m=1,2,...,M)(5.4)

normalizationconstraint:
  



    ( ≥0) (5.5)

여기서 H는 X의 entropy,X는 확률 p를 가지는 무작 변수,x는 변수 X

의 값,pX(·)는 X의 확률질량함수(prbabilitymassfunction),fm(·)은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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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조건,n은 샘 크기이다.식(5.3)에서 식(5.5)까지 식을 unconstraint

condition하에서 풀기 해 Langrangianmultiplier를 용하면 다음과 같다.

   
  



  ln 

 
  



  
  



    
  



  (5.6)

pX(x),λm,μ에 하여 각 편미분하면,

 


 ln   
  


   




  

  



   




 

  


   (5.7)

식(5.7)을 정리하면 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exp  
  


 

exp  
  


 

(5.8)

여기서 λm은 m번째 모멘트에서 제약조건 fm(·)의 가 치이며,식(5.5)의

maximum entropy분포 는 닫힌 형태(closedform)의 식이 아니므로

매개변수(parameter),와 를 추정하기 해서는 수치해석 인 기법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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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ntropy에서 주의해야 할 은 기본 인 자료 이외에 주어진

정보에 따라 maximum entropy분포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이다.Gay

andEstrada(2010)는 기본 인 자료와 주어진 정보의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하 는데,주어진 정보가 기본 인 자료의 평균인 경우에는 maximum

entropy분포가 neutral형태(type)로 uniform 분포의 형태를 나타낸다.하

지만 주어진 정보가 평균과 다른 경우에는 maximum entropy분포가 식

(5.8)과 같이 exponential분포의 형태를 가지게 되며,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cautious형태의 분포,주어진 정보가 평균 이하인 경우에는 reckless형태

의 분포로 정의하 다(Fig.5.1(a)참조).이를 바탕으로 neutral형태는 주

어진 자료의 평균을 이용한 경우이며,이는 모든 자료가 동일한 발생가능성

을 가지기 때문에 객 인(objective) 추정이라 하 으며,cautious와

reckless형태는 임의로 기댓값(정보)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 인

(subjective)추정이라 하 다(Schneider,2001;GayandEstrada,2010).

Fig5.1(b)은 의 경우를 살펴보기 해 임의의 5개의 모형에 하여

주어진 정보에 하여 각 모형이 가지는 발생확률과 이에 한 maximum

entropy의 cdf를 나타내고 있다.Fig5.1(b)을 살펴보면,지표부분의 30부터

85까지 5단 로 정보(평균)가 주어지며,정보에 따라 각 모형의 발생확률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cdf모양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특히,주어진 정보가

평균인 경우에 모든 모형들이 동일한 확률을 가지는 uniform 분포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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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siblemaximumentropydistributionsrelatedtothegiveninformation:

reckless,neutral,cautious(GayandEstrada,2010)

(b)Anexampleofmaximum entropydistributionsgiveninformation(average)

Fig.5.1Possiblemaximum entropydistributionsrelatedtothegiven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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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불확실  량화 용

시나리오 편차보정의 필요성

본 에서는 4장에서 수행한 원 GCM 시나리오와 편차보정을 수행한

GCM 시나리오에 하여 entropy를 산정하여 불확실성을 비교하 다.

Entropy를 용한 이유는 사용해야 하는 변수의 분포를 이용하여 불확실성

을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 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측 강수와

GCM 강수이며,이에 한 합한 분포를 각각 추정하면 식(5.2)의 entropy

를 이용하여 측 강수와 GCM 강수에 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다.

그 결과는 Fig.5.2 Table5.1과 같다.

Fig.5.2는 측 강수의 pdf,원 GCM 강수 시나리오의 pdf,편차보정된

GCM 강수 시나리오의 pdf를 나타내고 있다.Fig.5.2를 살펴보면,원 GCM

강수 시나리오의 pdf는 100mm/month이하에서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매우 높은 첨두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이상에서는 상 으로 낮은 발생확

률을 나타내고 있다.편차보정된 GCM 강수 시나리오의 pdf는 100

mm/month이하에서는 측 강수보다 약간 작은 발생확률을 나타내고 있으

며,그 이상에서는 약간 높기는 하지만 측 강수의 pdf와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체 으로 보면,원 GCM 강수 시나리오보다 편차보정한

GCM 강수 시나리오의 pdf가 상 으로 측 강수에 더 가깝게 나타난 이

유는 시나리오 편차보정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5.1은 각 시나리오의 entropy를 산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원 GCM 강수 시나리오의 entropy는

5.173,편차보정을 수행한 GCM 강수 시나리오의 entropy는 5.648,마지막으

로 측 강수의 entropy는 5.643을 나타냈다.원 GCM 강수 시나리오의

entropy는 측 강수보다 불확실성을 작게 나타내고 있으며,편차보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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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 강수 시나리오의 entropy는 측 강수보다 불확실성이 약간 크기는

하나 측 강수와 거의 비슷한 entropy를 나타내고 있다.이는 시나리오 편

차보정을 함으로서 측 강수와 비슷한 통계특성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불확실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시나리오 편차보정을

용한다면, 측 강수의 불확실성을 더 잘 표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

한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정량화 측면에서 시나리오 편차보정은 매우

효과 이며, 용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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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Comparisonofpdfsofthebias-correctedGCMscenarios,rawGCM

scenarios,andobservedprecipitation

Table5.1EntropyofGCMprecipitationscenariosandObservedprecipitation

Data
20C3M:Allscenarios

Beforebias-corrected Afterbias-corrected

GCM precipitation

scenarios
5.173 5.648

Observedprecipitation 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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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ntropy를 이용한 시나리오 불확실성 정량화

본 연구에서는 GCM 시나리오에 한 불확실성을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여 비교하 다.본 에서 maximum entropy를 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entropy를 용할 경우,GCM 시나리오의 분포

를 추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maximum entropy에서는 최고값과 최 값

으로 maximum entropy를 간단히 산정할 수 있으며,둘째로 최고값과 최

값을 이용하여 maximum entropy를 산정하게 되면,최종 으로 모든 GCM

시나리오의 분포는 확률이 동일하게 되는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로

추정된다.이는 IPCCAR4에서 언 한 바 있는 본 연구의 기본사항인 모든

GCM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가정과도 일치하게 된다.마지

막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maximum entropy의 추정값이 매우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라는 기본 제약조건만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이다. 한,앞서 설명한 가장 객 인 정보인 모든 GCM 시나리오

푯값의 평균을 제약조건으로 사용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maximum entropy를 용하기 해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을 기본으로 하 다.

기본가정

① 각각의 시나리오는 모의 변수의 평균(혹은 표 편차)을 시나리오

푯값으로 가지며, 푯값의 최 값(minimum value)은 a,최고값

(maximum value)은 b라 한다.

② 불확실성은 a≤x≤b의 범 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③ 사용 정보는 주어지는 변수의 평균으로 한다.

이 가정에 하여 maximum entropy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Golan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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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ln  (5.9)

subjectto

normalizationconstraint:




   (5.10)

이에 하여 Lagrangianmultiplier를 용하면 다음과 같다.

 




 ln 




  (5.11)

식(5.11)에 하여 와 에 하여 편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p  


, ln    (5.12)

식(5.12)을 식(5.9)에 입하여 정리하면 최종 으로 maximum entropy를

계산할 수 있다.






 ln 







ln


 ln   (5.13)

식(5.13)에서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의 확률  은 1/(b-a)로 모든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의 확률이 동일하게 추정된다.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본 연구의 기본가정과도 일치하게 된다.따라서 앞으로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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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량화는 식(5.13)의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산정하 다.

GCM 시나리오 선정에 따른 불확실성 비교

본 에서는 GCM 강수와 기온 시나리오에 하여 allscenarios,

principalscenarios,best scenarios의 불확실성을 entropy와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정량화하 다. 한 각 시나리오의 푯값

을 모의 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로 나 어 검토하 다.평균과 표 편차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평균과 표 편차는 가장 기본 인 통계특성을 나타내

는 지표이기 때문이며,둘째,평균은 시나리오의 평균 인 거동에 의한 불확

실성을,표 편차는 시나리오의 변동성까지 포함하여 불확실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정량화 결과는 Table5.2와 5.3에 나타나 있

으며,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Table5.2에서는 entropy를 이용하여 all

scenarios,principalscenarios,bestscenarios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한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allscenarios의 entropy는 5.598,principalscenarios는

5.609,bestscenarios는 5.627로 나타났으며,principalscenarios와 best

scenarios의 entropy모두 allscenarios보다 약간 크게 추정되었다.Entropy

가 크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principal과 best

scenarios 모두 all scenarios보다 불확실성을 약간 더 과 추정

(overestimation)했음을 의미한다.하지만 principalscenarios의 entropy가

상 으로 allscenarios에 더 가깝기 때문에 bestscenarios에 비하여 all

scenarios의 불확실성을 더 정확히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정량화한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5.3(a)은 강수 시나리오에 하여 불확실성을

정량화하 다.평균이 푯값인 경우에 allscenarios의 maximum entrop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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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principalscenarios는 4.052,bestscenarios는 2.474로 산정되었으며,

principal scenarios는 all scenarios의 불확실성을 100 %

(=4.052÷4.052×100(%))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bestscenarios는 all

scenarios의 불확실성을 61.07% (=2.474÷4.052×100(%))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 편차를 푯값으로 이용한 결과에서도 all scenarios의

maximum entropy는 4.373,principalscenarios의 maximum entropy도

4.373,bestscenarios의 maximum entropy는 2.791로서,principalscenarios

는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100 % 설명하나 bestscenarios는 all

scenarios의 불확실성을 63.83%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평균

과 마찬가지로 표 편차를 푯값으로 하여 추정한 maximum entropy에서

도 principalscenario가 bestscenarios보다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잘

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5.3(b)는 기온 시나리오에 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 다.강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 편차를 푯값으로 하여 각각 불확실성

을 정량화하 으며,평균과 표 편차가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우선 평

균이 푯값인 경우에는 all scenarios의 maximum entropy는 2.287,

principal scenarios는 1.541, best scenarios는 1.276으로서, principal

scenarios는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67.38% 설명할 수 있으며,best

scenarios는 55.79%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온 시나리오에

한 불확실성 정량화에서는 강수 시나리오에 비하여 allscenarios의 불확실

성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나,기온 시나리오를 이용한 불확실성 정량화를

수행하기는 강수 시나리오보다 상 으로 아직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한

표 편차를 푯값으로 하는 경우에는 allscenarios의 maximum entropy는

1.517,principalscenarios는 0.749,bestscenarios는 0.851이며,principal

scenarios의 설명력이 49.37%에 비하여 bestscenarios의 설명력은 56.13

%로서 principalscenarios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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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과 같이 각 시나리오의 maximum entropy에서 최고값과 최 값

의 범 측면에서 살펴보면,강수 시나리오에서는 principalscenarios의 범

는 82.42∼139.91mm/month로서 bestscenarios의 범 를 포함한다.하지

만 기온 시나리오에서는 principalscenarios의 범 는 7.63∼12.30℃이나

bestscenarios는 7.36∼10.94℃로서 principalscenarios의 범 를 약간 벗

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principalscenarios의 불확실성이 best

scenarios보다 크지만 principalscenarios의 범 아래 부분에 한 불확실

성은 표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bestscenarios와 principal

scenarios를 선정함에 있어서 포함되는 GCM scenario가 달라 best

scenarios와 principalscenarios가 포함할 수 있는 범 가 다르기 때문으로

단된다.따라서 하나의 시나리오가 다른 시나리오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상 시나리오의 범 를 다 포함하여 표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본 에서는 강수 시나리오에 하여 이수기와 홍수기로 나 어 불

확실성 정량화를 산정하 으며,Table5.4와 같다.이수기를 보면,principal

scenarios의 maximum entropy가 평균과 표 편차를 푯값으로 사용한 경

우 모두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10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

만 bestscenarios는 평균과 표 편차를 푯값으로 사용한 모든 경우에 all

scenarios의 불확실성을 60%를 약간 넘는 설명력을 나타내어,principal

scenarios와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홍수기를 살펴보면,평균을 푯값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principalscenarios와 bestscenarios모두 97.73%의 동일

한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표 편차를 푯값으로 한 경우에는 best

scenarios의 설명력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를 살펴보면,

홍수기에는 principalscenarios와 bestscenarios의 불확실성이 거의 비슷하

게 나타나지만 이수기에는 principalscenarios의 불확실성 설명력이 훨씬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홍수기보다 이수기에 principalscenario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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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cenarios보다 더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목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모든 GCM 시나리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체 불확실성을 정량화하 으며,이러한 불확실성을 잘 설명할 수 있

는 시나리오를 GCM 시나리오 선정을 통하여 principalscenarios를 선정하

다. 한 maximum entropy를 통하여 best scenarios보다 principal

scenarios가 더 불확실성을 더 효율 으로 잘 나타내는 시나리오임을 증명

하 다.

따라서 기후변화 연구에서는 allscenarios를 다 사용할 필요 없이 GCM

시나리오 선정을 통하여 선정된 principalscenarios를 사용함으로서 all

scenarios를 사용한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다 가깝게 설명할 수 있음을 증명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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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2Entropyoftheall,principal,andbestscenarios

Allscenarios Principalscenarios Bestscenarios

Entropy 5.598 5.609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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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3Maximum entropyofAll,principal,andbestscenarios

(a)Precipitationscenarios

Representative

variable
Range

Scenario

All Principal Best

Average

(mm/month)

max 139.913 139.913 117.038

min 82.418 82.418 105.163

Maximumentropy(ratiotoall) 4.052 4.052(100%) 2.474(61.07%)

Representative

variable
Range

Scenario

All Principal Best

Standarddeviation

(mm/month)

max 140.790 140.790 100.804

min 61.542 61.542 84.505

Maximumentropy(ratiotoall) 4.373 4.373(100%) 2.791(63.83%)

*bold:selectedscenarioclosetoallscenarios

(b)Temperaturescenarios

Representative

variable
Range

Scenario

All Principal Best

Average(℃)
max 13.239 12.304 10.938

min 3.393 7.635 7.356

Maximumentropy(ratiotoall) 2.287 1.541(67.38%) 1.276(55.79%)

Representative

variable
Range

Scenario

All Principal Best5

Standarddeviation

(℃)

max 12.040 9.597 10.470

min 7482 7.482 8.127

Maximumentropy(ratiotoall) 1.517 0.749(49.37%) 0.85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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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 Comparisonofrangesbetweenprecipitationandtemperature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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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4Maximum entropyoftheGCM precipitationscenariointhedryand

floodseason

(a)thedryseason

Representative

variable
Range

Scenario

All Principal Best

Average

(mm/month)

max 61.060 61.060 60.934

min 60.800 60.800 60.800

Maximumentropy(ratiotoall) 0.743 0.743(100%) 0.498(67.11%)

Representative

variable
Range

Scenario

All Principal Best

Standarddeviation

(mm/month)

max 46.943 46.943 46.943

min 46.571 46.571 46.744

Maximumentropy(ratiotoall) 1.010 1.010(100%) 0.618(61.23%)

*bold:selectedscenarioclosetoallscenarios

(b)thefloodseason

Representative

variable
Range

Scenario

All Principal Best

Average

(mm/month)

max 297.870 278.901 278.901

min 125.655 125.655 125.655

Maximumentropy(ratiotoall) 5.149 5.032(97.93%) 5.032(97.93%)

Representative

variable
Range

Scenario

All Principal Best

Standarddeviation

(mm/month)

max 132.930 85.877 107.953

min 58.900 64.678 77.991

Maximumentropy(ratiotoall) 4.304 3.054(70.95%) 3.400(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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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망기간에 따른 불확실성 분석

본 에서는 과거 모의기간인 20C3M 배출시나리오 비 미래 망을 나

타내는 A와 B배출시나리오(A1B,A2,B1)에 하여 기후변화의 미래 망

에 따른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불확실성의 변화에 하여 비교하 다.

불확실성 정량화를 하여 principalscenarios를 사용하 으며,이 강

수 시나리오만을 사용하 다.20C3M 배출시나리오는 1970년∼1999년까지이

며,미래 망기간은 2000s(2001∼2009년),2030s(2030∼2039년),2050s(2050

∼2059년)로 하 다. 푯값으로는 강수 시나리오의 평균을 이용하 다.불

확실성 정량화를 해 maximum entropy를 이용하 으며,배출시나리오에

상 없이 불확실성 정량화를 수행하 다.Table5.4와 Fig.5.3는 망기간

별 불확실성 정량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5.5와 Fig.5.4를 살펴보면,과거 모의기간이 20C3M기간에는

maximum entropy가 3.54,2000s는 3.55,2030s는 3.75,2050s는 3.89로서 과

거부터 미래 망으로 갈수록 maximum entropy의 값이 커지면서 불확실성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과거 모의기간과 연결되는 2000s에는 배출

시나리오의 효과가 미비하여 maximum entropy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배출 시나리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30s부터는 maximum entropy

가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경제개발 인 배출시나리오인 A2시나리오에 한 불확

실성 정량화를 수행하 다.결과를 살펴보면,2000s의 maximum entropy는

3.21,2030s는 3.69,2050s는 3.82를 나타냈으며,미래 망이 길어질수록

maximum entropy가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서 의 결과로 미래 망으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불확실

성 정량화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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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5Maximum entropyoftheallandA2scenariosineachprojectionperiod

Emission 20C3M 2000s 2030s 2050s

All 3.54 3.55 3.75 3.89

A2 - 3.21 3.69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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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ximum entropyofallscenarios

(b)Maximum entropyofA2scenario

Fig.5.4Maximum entropyoftheallandA2scenariosineachprojection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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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한반도에 합한 GCM 시나리  시

4장에서는 IPCC에서 제공하고 있는 GCM 시나리오가 우리나라의 계

경향을 모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하여 시나리오 편차보정을

통해 시나리오를 보정하 다.그리고 시나리오 군집분석과 시나리오 선정과

정을 통하여 allscenarios에서 모의 정확성이 가장 우수한 시나리오만을 선

정한 bestscenarios와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표 할 수 있는 principal

scenarios를 선정하 다. 한 배출시나리오별로 각 시나리오 범 (최고값과

최 값 사이)에 측 강수가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여 principal

scenarios가 측 강수를 더 잘 포함하여 미래 망에 있어서 더 정확한

망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과 불확실성을 더 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

시하 다.

본 장에서는 bestscenarios와 principalscenarios에 한 불확실성을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정량화하 다.여기에서 푯값을 평균과 표

편차로 사용한 경우, 부분 principalscenarios의 maximum entropy가

allscenarios의 maximum entropy에 더 가깝게 나타나 principalscenarios

가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증명하 다. 한

이수기와 홍수기로 나 어 비교한 결과,특히 이수기에 principalscenarios

가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더 잘 표 함을 증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의 결과들을 종합하여,GCM 시나리오 선정을 통해 선

정된 principalscenarios가 bestscenarios보다 한반도에 하여 IPCC에서

제시하는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유지하면서 효율 으로 용가능한 시

나리오라는 단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 합한 principal

scenarios를 Table5.6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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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6RepresentativeGCM scenarios(principalscenarios)fortheKorean

Peninsula

Nation Center GCM

Germany/Korea MIUB ECHO-G

Germany MPI-M ECHAM5

USA GISS AOM

Germany MRI CGCM2.3.2

Australia CSIRO Mk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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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후변화 불확실 의 파

5.2.1 존 후변화 불확실  파의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련된 기존 연구들은 배출시나리오,GCM,RCM,상

세화기법,수문모형,수자원 향분석으로 이어지는 기후변화 수행과정에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자 하는 연구에 을 맞추고 있

다.기존 불확실성 연구들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우선 배출시나리오부

터 수문모형까지 이어지는 기후변화 수행과정에서 단계별로 여러 개의 시나

리오 혹은 모형을 이용하여 최종결과로 유출량을 망하거나 망된 유출량

을 이용하여 갈수량,홍수빈도 등을 산정한다.다음으로 유출량,갈수량 등

의 최종결과가 각 단계별 모형(혹은 시나리오)의 변동에 따라 과거 측평

균 비 얼마나 변동(variation)하 는지를 분석하고,변동 크기가 클수록 그

단계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제시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기존 불확실성 연구에서 불확실성 정량화를 도식화하여 나

타내면 Fig.5.5와 같다.기후변화 수행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몇 개의 시나

리오 혹은 모형을 용하여 각 단계별 변동에 따른 수문인자 변동의 크기를

정량화된 불확실성으로 보았다.즉,각 단계별 수문인자 변동의 크기가 클수

록 그 단계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제시할 수 있으며, 를 들어,Fig.5.5에서

는 GCM 단계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Table5.7은 국

내외 주요 기후변화 불확실성 연구를 단계별로 정리한 표이며,굵은 실선의

상자는 기후변화 수행단계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제시한 부분이다.

하지만 기존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추정한 기존 연구방법은 몇 가지 검토

해야할 사항이 존재한다.첫째,기존 기후변화 불확실성은 민감도 분석 과정

과 동일하다.모형의 입력변수나 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라 출력변수의 변동

을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analysis)은 모든 가능한 출력값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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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는 불확실성 분석(uncertaintyanalysis)과는 차이가 있다(Loucksand

vanBeek,2005).앞서 언 한 기후변화 불확실성 연구에서 배출시나리오부

터 수문모형까지를 하나의 모형으로 보고 각 단계를 매개변수라 한다면,기

존 기후변화 불확실성은 불확실성 분석보다 각 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라 출

력변수의 변동을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에 더 가까운 방법으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WebsterandSokolov,1998).둘째,기존 기후변화 불확실성 연

구들을 단계별 불확실성은 제시할 수 있으나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 악하기 힘들다. 를 들어,단계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

는 감소하는지 혹은 어느 크기 정도로 증가(감소)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한

다.만약 단계별로 되는 불확실성을 악할 수 있다면, 체 불확실성도

알 수 있으며 어떠한 단계의 불확실성이 체 불확실성에서 가장 큰 향을

주는지도 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후변화 불확실성 방법의 문제 을 보완하

는 기후변화 불확실성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각 기후변화 수행단계별 불확실

성뿐만 아니라 수행단계별 불확실성의 도 추정하고자 한다.이를 해

불확실성 정량화방법 하나인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수

행단계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자 한다.



-146-

Table5.7Existingstudiesfortheclimatechangeuncertainty

Study ES GCM/RCM DS HM NV Index

Jenkins

etal.

(2003)

A2 9GCMs
SD

/DD

O

(IC

inRCM)

% change

mean

monthlypre.

Wilby

etal.

(2006)

A2,

B2
4GCMs

SD

(2)

2(structural)

(included

HP)

CDFof

% changeof

Q95

Kayet

al.

(2009)

A2

5GCMs

(included

IC)

SD

/DD

2(structural)

(included

HP)

O

(resampling)

% change

inflood

frequency

Prudho

mmeet

al.

(2009)

3GCMs
SD

/DD

2(structural)

(included

HP)

O

(black

resampling)

% change

mean

monthly

flow

Chenet

al.

(2011)

A2,

B1

6GCMs

(included

IC)

SD

(4)

3(structural)

(included

HP)

CDFof

% changeof

Q95&

peak

discharge

Poulin

etal.

(2011)

modified

climate

condition

1

2(structural)

(included

HP)

streamflow

snow water

groundwater

Zhang

etal.

(2011)

2RCMs
SD

(2)
1

changeof

wateryield

&

ET&

storage

Dessai

etal.

(2011)

A2,

B2

9GCMs

2RCMs
1 O

additional

water

required

*ES:EmissionScenario,DS:DownScaling,HM:HydrologicModel,NV:Naturalvariability,IC:

InitialCondition,SD:StatisticalDS,DD:DynamicDS,HP:HM parameter

**greybox:astepwhichhasthemaximum valueofuncertaintyamongtheclimatechang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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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5Theconceptoftheclimatechangeuncertaintyquantificationinexist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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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후변화 불확실  파의 이론  검토

기후변화 불확실성 (cascade ofuncertainty,uncertainty explosion,

uncertaintypropagation)는 1980년 부터 언 되기 시작하 으며(Schneider,

1983;Henderson-Sellers,1993),Jones(2000)가 기존 기후변화 불확실성

개념을 정리하여 기후변화 향평가에서 수행단계별로 불확실성

(uncertaintyexplosion,uncertaintypropagation)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한 IPCC3차 보고서(2001)에서 Jones(2000)의 연구

내용을 반 하여 기후변화에서 각 단계별 불확실성의 발생원인과 단계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Fig.5.6참조).이 연구에서 기후변화 불확실성

의 요한 기본개념은 기후변화 수행단계에 따른 불확실성은 기존 연구처

럼 각 단계별로 따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수행단

계를 수행하면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의해 불확실성이 차 으

로 증가하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즉,기후변화 불확실성 평가

는 단계별로 독립 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가 연결되어 있고

의 단계가 아래 단계에 향을 주기 때문에 체 수행단계를 같이 고려해

서 평가되어야 한다.따라서 기후변화 불확실성 평가와 정량화에 한 최종

결과물은 Fig.5.6과 같이 제시되어야 하며,이 결과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단계,최종 불확실성의 크기,기후변화 수행과정에서 불확실성의 과

정 등의 제시가 가능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IPCC3차 보고서에서 제시

하고 있는 기후변화 수행단계별 불확실성 를 기본으로 하여 불확실성

정량화를 추정하고 어떤 단계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지에 을 맞추었으며,앞서 언 한 기존 기후변화 불확실성 정량화 연구

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수행단계별 불확실성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하 다(Fig.5.7참조).첫 번째로 ‘배출시나리오에 의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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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duetoemissionscenarios)’은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망을

해 배출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다.두 번째로 ‘모형에

의한 불확실성(uncertaintyduetomodels)’은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망을

해 사용하는 모형(GCMs,RCMs,상세화기법,수문모형 등)에 의해 발생

하는 불확실성이다.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수행단계별 불확실성의 는

Fig.5.8과 같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최 기후변화 가정 하에 배출시나

리오에 의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GCM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해지고,다음으로 상세화기법,수문모형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 차례로 더해져서 최종 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수문 망에 한

체 불확실성을 추정할 수 있다.여기서 처음 단계인 배출시나리오를 이용하

는 단계는 배출시나리오에 의한 불확실성에 해당하며,이후 단계인 GCM부

터 수문모형까지는 모형에 의한 불확실성에 해당한다.IPCC3차보고서에서

도 불확실성 에 해 기본 인 정보는 제시하고 있으나 단계별 불확실

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에 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에 의한 불확실성을 추정하고 정량화하고자 하

으며,기후변화 단계별 불확실성 정량화 수행과정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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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6Uncertaintyexplosionintheclimatechangeprocedure(IPCC,2001)



-151-

Fig.5.7Classificationoftheclimatechangeuncertaintyinthisstudy

Fig.5.8Uncertaintypropagationintheclimatechange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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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후변화 불확실  파의 용

기본사항

본 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후변화 단계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하

여 직 모든 단계에 하여 모형을 용하 다. 용유역은 상유역

하나인 충주 상류지역이며(Table5.8참조),미래 망기간은 2030년 1월

부터 2059년 12월까지,과거 기 기간은 강수 시나리오는 1970년 1월부터

1999년 12월,유량은 1986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이다.기후변화 수행과

정에서는 2개 배출시나리오,4개 GCM 시나리오,2개 통계 상세화기법,2

개 수문모형을 이용하 다(Table5.9참조).

배출시나리오는 IPCC에서 제공하는 A와 B 배출시나리오 가장 상반

되는 2개의 배출시나리오인 A2배출시나리오(경제성장 지향 )와 B1배출

시나리오(환경 지향 )를 선정하 다.GCM 시나리오는 principalscenarios

4개 시나리오를 선택하 으며,상세화기법은 표 인 통계 상세화기

법인 겹선형모형(bilinearregressionmodel)과 신경망모형(ArtificialNeural

Network,ANN)을 이용하여 4개의 GCM 강수와 기온 시나리오를 용유역

(3개 소유역)으로 상세화하 다.수문모형의 경우에는 물수지모형(water

balancemodel)인 abcd모형과 GR2M 모형을 이용하 으며,두 모형 모두

은 수의 매개변수와 간단한 물수지 공식을 이용하여 유량을 모의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황 식 등,2007).두 물수지모형에 한 자세한 사항은 부

록 A에 첨부하 다.충주 상류유역에 하여 두 모형 모두 검증하 으며,

검증기간은 1986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이다.각 모형별 R2를 구한 결

과,abcd모형의 R2는 89.49%,GR2M 모형의 R2는 92.30%로 매우 높게

나타나 충주 에 한 수문모형으로 용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두

물수지모형에 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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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와 유량의 미래 망

우선 충주 상류지역에 하여 미래 강수와 유량 망을 시나리오별,

모형별로 분석하 다. 망 결과를 살펴보면,Table5.10(a)에서 강수 망

의 경우에 배출시나리오별,상세화모형별 모두 과거기간보다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상세화모형에서는 신경망모형이 평균 12.57%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내 4.26% 증가를 나타낸 겹선형모형보다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

으며,배출시나리오에서는 A2시나리오가 14.12% 증가하여 B1시나리오보

다 강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Table5.10(b)에서 유출량 망의

경우,abcd모형에서는 10.60%,GR2M 모형에서는 14.59%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두 수문모형 모두 과거보다 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시나리오에서는 강수 망과 동일하게 A2시나리오(17.34% 증가)가

B1시나리오(7.9% 증가)보다 유출량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충주

유역의 미래 강수와 유출량 망 결과는 국내 다른 연구(국토해양부,2009;

김병식 등,2010;배덕효 등,2011)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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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8TopographicinformationinupstreamsofChungjuDam

Subbasincode Subbasin
Precipitation

station

Temperature

station

1001
Upstream of

Nam HanRiver
Jeongsun Deagwanryoung

1002
Pyoungchang

River
Pyoungchang Youngwol

1003 ChungjuDam Youngchun Jecheom

Table5.9Methodsusedtheclimatechangeassessment

Stage Content

Emissionscenario A2,B1scenarios

GCMs
CSIRO-Mk30,MPI-M-ECHAM5

MIUB-ECHO-G,MRI-M-CGCM232

Downscaling bilinearregression,ANN

Hydrologicalmodel abcdmodel,GR2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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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10Projectionofprecipitationandstreamflowinthestudybasin

(a)Precipitationprojection

ES Bilinear(mm/year) ANN (mm/year)
Average

(mm/year)

A2 1176.08(9.19%)* 1282.19(19.05%) 1229.14(14.12%)

B1 1069.71(-0.68%) 1142.61(6.09%) 1106.16(0.03%)

Ave. 1122.90(4.26%) 1212.40(12.57%)

Obs 1077.06

*(⋅):increase(ordecrease)toObservation

(b)Streamflowprojection

ES abcd(cms/year) GR2M (cms/year)
Average

(cms/year)

A2 2299.31(15.76%) 2361.90(18.92%) 2330.61(17.34%)

B1 2094.28(5.44%) 2190.12(10.27%) 2142.2(7.9%)

Ave. 2196.80(10.60%) 2276.01(14.59%)

Obs 19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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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불확실성의 단계별 정량화

본 에서는 기후변화 단계별 불확실성 정량화를 수행하고 체 기후변

화 불확실성에 가장 기여도가 큰 수행단계를 검토하 다.단계별 불확실성

정량화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 다.첫 번째 방법은 기존 기후변화 불

확실성 연구와 동일한 방법인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모형에 따

른 과거 비 유출량 변동을 산정하여 유출량 변동이 가장 큰 단계가 불확실

성이 가장 큰 것으로 하 다.두 번째 방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으

로 각 단계별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각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얼마나 증

가하는지를 분석하 으며, 체 불확실성은 기본 불확실성과 모형 불확실성

으로 나 어 검토하 다. 두 방법에서 기후변화 단계별 불확실성 정량화

를 해서 5장에서 설명된 maximum entropy를 이용하 다.

본 에서 수행한 기후변화 단계별 불확실성 분석결과는 Table5.10

5.11과 같다.우선 기존 기후변화 정량화 연구에 따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

는 Table5.11을 살펴보면,기후변화 수행과정인 배출시나리오,GCM 시나

리오,상세화기법,수문모형별에 따른 과거 비 유출량 변동율을 제시하고

있으며,이 변동율의 범 가 각 단계별 불확실성(변동율)으로 산정된다.이

에 따라 배출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은 최 변동율 14.94와 최소변동율 5.65의

차이인 9.29,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은 89.34(최 변동율 66.56,최소변동

율 –22.78),상세화기법의 불확실성은 11.09(최 변동률,15.84,최소변동율,

4.75),수문모형의 불확실성은 3.91(최 변동율,최소변동율 8.34)이다.이 결

과에 따라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기

후변화 미래 망에 있어서 어떤 GCM 시나리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망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GCM 시나리오 선정

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에 따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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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불확실성 결과를 나타내는 Table5.12(a)와 Fig.5.9를 살펴보면,

maximum entropy(이하 ME)를 이용하여 각 단계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제시하 으며,각 단계별 불확실성은 사용된 시나리오 혹은 모형의 평균으

로 나타내었다.이에 따라 배출시나리오의 ME는 3.23,GCM 시나리오의

ME는 4.73,상세화기법의 ME는 5.18,수문모형의 ME는 5.66, 체 ME도

5.66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로 우선 각 단계를 거칠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배출시나리오 단계에서 GCM 단계로 ME는 1.50,

GCM 단계에서 상세화 단계로 0.45,상세화단계에서 수문모형 단계로 0.48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후변화 수행단계를 거칠수록 ME의 증가율은 낮

거나 비슷해졌지만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발생함에 따라 단계를 거칠수록 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체 불확실성에 한 각 단계의 ME비율을 살펴보면,배출시

나리오는 57.07%,GCM 시나리오는 26.50%,상세화기법은 7.95%,수문

모형은 8.48%의 비율을 나타냈다.따라서 배출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기

후변화를 가정하면서 발생하는 기본 불확실성이 체 불확실성의 57.07%

로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으며,이는 기존 기후변화 불확실성 연구가 제

시하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다음으로 모형 불확실성을 살

펴보면,GCM 시나리오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는 기존 기후변화 불확실성 연구결과와 동일하다.즉,이는 기존 기후변화

불확실성 연구들이 모형에 의한 불확실성만 추정하 음을 나타내는 결과이

기도 하다.따라서 모형 불확실성에는 어떤 GCM 시나리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본 에서는 이와 함께

10-yearmovingaverage를 한 과거 측 강수의 최고값과 최 값을 ME에

용하여 자연변동성(naturalvariability)에 한 불확실성도 정량화하 다.

10-yearmovingaverage를 이용한 이유는 용지역의 측자료가 20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이를 이용하면 ME를 산정하기 한 최고값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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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자연변동성의 불확실성을 정량화

하 으며,자연변동성의 ME는 2.63으로 기후변화 체 불확실성의 45.47%

를 나타냈다.이는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과거 자연변

동보다 2배 이상으로서,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매우 요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5.12(b)에서는 강수를 이용하여 배출시나리오부터 상세화기법까지

의 불확실성을 분석하 다. 체 불확실성에 한 각 단계의 불확실성 비율

을 살펴보면,배출시나리오의 ME는 70.05%,GCM 시나리오의 ME는 9.48

%,상세화기법의 ME는 20.47%로 나타났다.Table5.11(a)와 마찬가지로

기본 불확실성인 배출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배출시나리오의 불확실성 비율이 70%에 달해 미래 강수 망

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특히,상세화기법의 불확실성이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보다 약간 비율이 높게 산정되었다.이는 유출량

을 사용한 Table5.11(a)와 다른 결과로서,수문모형에 의한 향이 있었음

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과거 강수량 자료를 이용한 자연변동

성의 불확실성을 살펴보면,자연변동성의 maximum entropy가 2.33으로

체 불확실성의 49.22%를 나타내고 있다.이는 Table5.11(a)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서,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기후변화 불확실성 연구에서는 ‘기후변

화’라는 가정하의 불확실성과 모형을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분리

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기후변화’라는 가정하에 배출시

나리오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기후변화 체 불확실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모형의 불확실성에서는 어떤 GCM을 이용하느냐

에 따라 미래 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기후변화 불확실성

은 지 까지 자연변동에 의한 불확실성보다 매우 크게 증가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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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11Uncertaintyquantificationbystageintheclimatechangeassessment

usinganexistingmethod

Stage
Varianceofstreamflow

comparedtohistoricaldata(%)

uncertainty

(variation)

ES
A2 14.94

9.29
B1 5.65

GCMs

CSIRO 66.56

89.34

ECHAM5 7.86

MIUB

-ECHO-G
-22.78

MRI

-CGCM2.3.2
-10.45

DS
BR 4.75

11.09
ANN 15.84

HM
abcd 8.34

3.91
GR2M 12.25

*ES:emissionscenario,DS:downscaling,HM:hydrological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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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12Uncertaintyquantificationbystageusingthemaximumentropy

(a)uncertaintyquantificationinstreamflow

Stage ME
Average

ofME
Incremental Ratio(%)

ES
A2 3.32

3.23 - 57.07
B1 3.13

GCM

s

CSIRO 5.22

4.73 1.50 26.50
ECHAM5 4.83

MIUB-ECHO-G 4.56

MRI-CGCM2.3.2 4.31

DS
BR 4.80

5.18 0.45 7.95
ANN 5.66

HM
abcd 5.40

5.66 0.48 8.48
GR2M 5.66

Total 5.66 5.66 - 100.00

Naturalvariability 2.63 2.63 - 45.47

(b)uncertaintyquantificationinprecipitation

Stage ME Incremental Ratio(%)

ES 3.25 - 70.05

GCMs 3.69 0.44 9.48

DS 4.64 0.52 20.47

Total 4.64 - 100.00

Naturalvariability 2.33 - 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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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9Uncertaintyquantificationinstreamflow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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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GCM 시나리오 조합

6.1 조합 법 검토

5장에서는 체 불확실성을 최 한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에 합한

principalscenarios를 제시하 다.하지만 기후변화 련 수자원 정책·법·제

도를 결정하는 결정자나 실무자 혹은 최종사용자(end-user)가 의사결정에

활용하기에는 실제 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모든 불확실성을 고

려하여 기후변화에 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사회경제 비

용과 효율을 고려한다면 실 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본 장에서

는 GCM 시나리오를 조합하여 여러 시나리오가 아닌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

은 조합된 GCM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서 최종 의사결정자가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쉽도록 하고자 한다.

앞서 언 한 multi-modelensemble방법을 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과

거 혹은 미래 기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게 되므로 시간에 한 통계특성

(평균,분산,상 성 등)만 반 하게 된다.공간 으로는 용지역에 속한 지

별 시계열 자료를 단순평균한 지역평균 시계열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

한 GCM 시나리오의 가 치를 추정한다. 는 각 지 별 시계열 자료를 이

용하여 GCM 시나리오의 가 치를 산정하고 평균하여 그 지역에 한

GCM 시나리오의 가 치를 추정한다.이러한 경우에 시계열자료를 이용하

기 때문에 공간 인 변동성은 반 하지 못하게 된다. 를 들어,REA는 지

이나 지 을 평균한 지역평균 GCM 시나리오 시계열의 평균을 이용하여

모의정확성을 평가한다.즉,시간에 따른 시계열자료만 반 하고 공간 인

변동성은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하지만 GCM 시나리오에서 생산되

는 모의자료는 시간과 공간자료이므로 시간에 따른 변동성뿐만 아니라 공간

변동성도 GCM 시나리오의 가 치를 추정함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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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단 을 개선하고 GCM 시나리오에서 제공되

는 가능한 모든 정보(시간과 공간정보)를 사용하기 하여 시간에 한 개

념뿐만 아니라 공간 인 개념도 용한 GCM 시나리오 가 치 추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해,시나리오 조합방법 가장 리 사용되고 있

는 GiorgiandMearns(2002)가 제시한 REA를 기존 시계열만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공간 인 개념에서 근하여 공간 변동성을 반 할 수 있도록

REA를 개선하고자 하 다. 한 개선된 REA를 이용하여 기존 조합방법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6.1.1 존 조합 법의 검토

Multi-modelensemble방법은 시나리오의 어떠한 특성을 이용하느냐에 따

라 조합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으며,Fig.6.1과 같다.가장 리

이용되는 방법이 어떤 정확성 지표를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의 모의능력

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고 조합하는 방법이며(skill-basedcombination),

Reliability Ensemble Averaging(Giorgi et al.,2002), Regional Skill

Score(Dessaietal.,2005)등이 있다.두 번째로 multipleregression을 이용

하는 방법에는 EOF를 이용하는 방법이나(Yunetal.,2005),시계열을 이용

하는 Lund-Potsham-Jena(Butler,etal.,2009)모형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시나리오의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Tebaldietal.,2005;Greeneetal.,2006)

이며, 표 으로 BayesianModelAveraging(Rafteryetal.,2005)등이 있

다.

본 에서는 선행 GCM 시나리오 조합방법으로 많이 용되는

multi-modelensemble방법 ReliabilityEnsembleAveraging과 Bayesian

ModelAveraging에 하여 검토하 으며,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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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1Classificationofthemulti-modelensemblemethods(Jhons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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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EnsembleAveraging

ReliabilityEnsembleAveraging(이하 REA)은 GiorgiandMearns(2002)

에 의해 제시되었다.REA의 특징은 GCM 시나리오가 얼마나 모의를 정확

하게 하는지와 GCM 시나리오가 미래 망에 있어서 다른 GCM 시나리오의

미래 망과 비교하여 어떠한 망을 하는지를 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GiorgiandMearns(2002)는 5개의 GCM 시나리오에서 기온 변수를 이용하

여 REA의 유용성을 나타내었다.REA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   

× 

 


 



  

 × (6.1)

여기서,wi는 i번째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의 가 치,wB,i는 과거기간

GCM 시나리오의 모의 변수에 한 오차항(biasterm),wD,i는 GCM 시나리

오간 망 변수의 평균간 차이항(differenceterm),Bi는 과거기간 i번째

GCM 시나리오의 모의 변수의 오차,ΔGCM는 과거기간 GCM 시나리오 모

의 변수의 평균과 GCM 시나리오 망 변수의 평균의 차이,Di는 ΔGCM의

평균과 i번째 GCM 시나리오의 ΔGCM의 차이(    ),ε

는 측 변수의 10년 기간 이동평균값(movingaverage) 최고값과 최

값의 차이,m과 n은 오차항과 차이항의 가 치이다(Fig.6.2참조).

식(6.1)에서 첫 번째 항은 performance항으로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모

의정확성을 나타내며,두 번째 항은 convergence항으로서 미래 망에 있어

기후변화 시나리오들 간의 상이한 정도를 나타내는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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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2TheconceptoftheReliabilityEnsembleAveraging

(GiorgiandMearn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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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ModelAveraging

시나리오 조합방법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확률분포를 이용

하는 Bayesian이론을 배경으로 한 BayesianModelAveraging(이하 BMA)

이 심을 받고 있다.BMA는 Leamer(1978)이 최 로 제안을 하 으며,최

근 Rafteryetal.(2005)이 수자원 분야에 본격 으로 용하기 시작하여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Duanetal.,2007;Wilsonetal.,2007;Bishopet

al.,2008).BMA는 주어지는 정보(미래 망)에 한 각 GCM 시나리오의

조건부 확률(사 확률분포)을 이용하여 가 치를 산정한 후,이를 각 GCM

시나리오의 pdf(probabilitydensityfunction)에 부여하여 최종 으로 하나의

가 평균(weightedaveraged)된 pdf를 산정함에 목 이 있다.BMA의 기본

식을 살펴보면 식(6.2) 식(6.3)과 같다.

 │      
 



  │  (6.2)

 │   



 







 (6.3)

여기서,fx는 GCM 시나리오 망 변수 Xproj의 값의 집합(fx∋xproj,1,...,xproj,n),

 │     는 I개 GCM 시나리오 망 변수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측 변수의 확률,xo는 측 변수 Xo의 값,I는 총 GCM 시나리오의 수,

gi(xo|fx,i)는 i번째 GCM 시나리오 망 변수의 사 확률분포,μi와 σi는 i번째

GCM 시나리오 망 변수의 평균과 분산,wi는 i번째 GCM 시나리오 망

변수의 가 치(사후확률)이다.최종 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GCM 시나리

오 망 변수의 가 치인 wi이며,이를 해 식(6.2)의 log-likelihood

function을 구하게 되며,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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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6.4)

식(6.4)을 극 화(maximization)하기 해서는 수치해석 기법이 필요하

며,이를 해 Expectation-Maximization(EM)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가 치

가 일정값에 수렴할 때까지 반복수행하게 된다.Fig.6.3은 EM 알고리듬의

flowchart를 나타낸다(Duanetal.,2007;김 시내,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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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FlowchartoftheEM algorithm intheBayesianModelAver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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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새로운 조합방법의 시: Spatial Reliability Ensemble Averaging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REA는 GCM 시나리오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에 한 통계 특성만을 이용하게 된다.REA는 과거 모의기간

에서 GCM 시나리오와 측 변수의 평균차를 이용한 모의정확성

(performance항)과 미래 망기간에서 GCM 시나리오간의 평균차를 이용

한 상이성(convergence항)을 반 하여 해당 GCM 시나리오에 가 치를 부

여하는 방법이다.

기존 REA를 자세히 살펴보면,과거 모의정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편차(bias)만이 고려된다.식(6.5)

의 첫 번째 항인 performance항에서 bias는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시간에 한 평균의 차를 나타낸다.이를 Fig.6.4(a)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면,우선 용지역의 지 에 하여 상세화된 GCM 시나리오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를 공간 으로 평균하여 하나의 공간 평균(spatial

average)GCM 시나리오를 산정한다.다음으로 공간 평균(spatialaverage)

GCM 시나리오를 시간에 하여 다시 평균하여 하나의 평균값을 산정하게

된다.이 게 산정된 모의 변수의 평균과 측 변수의 평균 차이인 편차를

계산하고 이를 REA의 performance항에 용하게 된다.이러한 경우에 크

게 두 가지 고려사항이 발생한다.첫 번째로 편차가 0인 경우에는 수학 으

로 performance항의 존재 자체가 어렵게 되며,GCM 시나리오의 가 치

추정 자체가 힘들다.두 번째로 GCM 시나리오 모의정확성 검정에서 편차

뿐만 아니라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더 정확한 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기

존 REA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시계열 자료를 이용하 기 때문에

편차만 고려하 다.하지만 이를 개선하여 편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표로 바꿀 수 있다면 더 정확한 가 치 추정이 가능할 것

이다. 한 편차와 변동성을 같이 고려하게 되면 편차가 0인 경우에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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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반 되기 때문에 가 치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REA에서 용하는 시간에 한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공간 으로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 다.Fig.6.4

(b)를 살펴보면,우선 각 지 의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나 측 변수를

시간 으로 평균한다.기존 REA에서는 하나의 평균값만 사용이 가능하나

공간 으로 지 의 개수만큼 평균값을 얻을 수 있다.그 게 되면 이를 이

용하여 편차뿐만 아니라 변동성(혹은 분산)까지 산정할 수 있게 된다.즉,

공간 편차뿐만 아니라 공간 변동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확

하게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의 모의정확성을 검정할 수 있다.결과 으

로 모의정확성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정확한 GCM 시나

리오의 가 치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따라서 본 에서는

REA의 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제시하 으며,SpatialReliability

EnsembleAveraging(이하 S-REA)라 명명하 다.

  

  

×  
 ×

 


   




 
× (6.5)

여기서 s는 공간 인 개념을 의미하며,
는 S-REA으로부터 구한 i번째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의 가 치,εS는 공간 변동범 를 나타내는 것으

로서 지 별 측변수 시계열(20년)의 평균 최고값과 최 값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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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conventionalREA

(b)TheSpatialREA

Fig.6.4TheconceptoftheconventionalandSpatial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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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시나리  조합방법의 용

본 에서는 GCM 시나리오 선정에 의하여 선정한 5개의 principal

scenarios를 시나리오 조합방법에 용하여 각 GCM 시나리오의 가 치를

산정하 다.시나리오 조합방법은 REA,BMA,S-REA를 용하 다.

시나리오 조합방법의 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에 한 통계자료를 반 하는 방법(이후 시간평균 방법,temporal

averagemethod)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 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공간

을 고려하는 방법(이후 공간평균 방법,spatialaveragemethod)으로 나 어

용하 으며,최종결과에서 두 방법을 종합 으로 비교하 다.REA를 제

외한 다른 방법이 미래 망 시나리오를 이용하지 않는 을 고려하여

REA에서는 GCM 시나리오 모의정확성 평가만 반 하기 해 performance

항만을 용하여 결과를 산정하 다.이에 따라 측자료와 GCM 시나리오

의 용기간은 1980년 1월부터 1999년까지 12월까지 월평균 강수시계열을

상으로 하 다.이 보정(calibration)기간은 1980년 1월부터 1994년 12

월까지,검정(verification)기간을 1995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로 하 다.

마지막으로 각 multi-modelensemble 방법의 효용성을 살펴보기 해,

GCM 시나리오에 TemporalSA(SimpleAveraging)를 용한 결과와 비교

하 다.

공간평균 방법에서는 우리나라 역을 상으로 하 으며(Fig.3.1참조),

선정된 5개의 GCM 시나리오를 간단한 통계 상세화기법인 bilinear

regression방법을 이용하여 4 강 유역에 치한 기상청 소속 국 57개

측소에 하여 공간 상세화를 수행하 다(Table3.5참조).57개의 측

소 에 45개 측소는 검정에 이용하 으며,나머지 12개 측소는 검증에

이용하 다.특히 공간평균 방법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S-REA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 어 용하 다.첫 번째는 기존 REA와 마찬가지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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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고려하여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와 측 변수에 한 공간 편차

만을 이용하여 가 치를 산정하 으며(S-REAbias 방법),두 번째는 공간

편차뿐만 아니라 공간 변동성까지 고려하여 가 치를 산정하 다

(S-REAvar방법).S-REA 방법의 효용성을 살펴보기 해,GCM 시나리오

에 Spatial SA를 용한 결과와 비교하 다. 한 S-REA에서도

performance항에 하여 개선하 고 REA와의 동일한 조건하에서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performance항만을 이용하 다.

시간평균 방법과 공간평균 방법에 따른 가 치 추정 검증

Table6.1은 multi-modelensemble방법을 용한 각 GCM 시나리오의

가 치를 나타낸다.Table6.1(a)는 시간평균 방법을 용하여 각 시나리오

의 가 치를 나타낸다.SA는 allscenarios의 가 치와 동일하며,REA에서

는 NIES-MIROC32medres의 가 치가 0.33으로 가장 높으며,CNRM-CM3

의 가 치가 0.11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BMA를 용한 결과,REA와 마

찬가지로 NIES-MIROC32medres의 가 치가 0.34로 가장 높았으나

CSIRO-Mk30의 가 치가 0.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하지만 이 두 시나

리오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나리오의 가 치 순 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REA와 BMA모두 비슷한 가 치를 나타냈다.

Table6.1(b)에서는 공간평균 방법을 용하여 산정한 각 시나리오별 가

치를 나타낸다.결과를 살펴보면,SA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가 치가 0.20

으로 동일하며,공간 편차만을 고려한 S-REAbias에서는 MIUN-ECHO-G

의 가 치만 0.16으로 가장 낮고 나머지 GCM 시나리오들은 0.21의 동일한

가 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공간 편차와 변동성을 모두 고려한

S-REAvar를 용한 각 시나리오별 가 치를 살펴보면,CNRM-CM3의 가

치가 0.71로서 가장 높고 MIUN-ECHO-G의 가 치가 0.01로서 가장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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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S-REAbias와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특히 시간평균 방법에서

CNRM-CM3의 가 치는 시간평균 방법에서 0.11로서 가장 낮은 가 치가

추정되었으나 공간평균 방법에서는 공간 변동성이 82.85로서 가장 낮아

가장 높은 가 치를 나타냈다. 한 시간평균 방법에서는 0.33으로 가장 큰

가 치를 나타낸 NIES-MIROC32medres이 공간평균 방법에서 변동성이 가

장 크게 나타나 0.06으로 가 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이는 평가하는 방법

(시간평균 방법과 공간평균 방법)과 사용하는 통계특성(시간 편차와 공간

편차 변동성)에 따라 GCM 시나리오의 모의정확성 평가가 매우 달라

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방법별로 산정된 가 치를 검정기간에 용하여 각 방법별로 조합을

시도하 으며,이에 한 정확성 검정을 해 Bias와 RMSE를 이용하 다

(Table 6.2 참조).Table 6.2를 살펴보면,TemporalSA,REA,BMA,

SpatialSA,S-REAbias,S-REAvar에 한 정확성 검증을 나타내고 있다.

TemporalSA,REA와 BMA는 시간평균 방법이므로 Bias만을 이용하여 검

증하 으며,SpatialSA,S-REAbias,S-REAvar는 공간평균 방법이므로 Bias

와 RMSE를 모두 이용하여 검정하 다.우선 모든 방법에 용가능한 지표

인 Bias를 기 으로 살펴보면,TemporalSA가 39.81로 정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S-REAvar의 Bias가 6.37로서 정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간 변동성을 같이 고려한 가 치로 조합한 시나리오의 검정결과를 살

펴보면,동일한 가 치를 용하여 단순 평균한 SpatialSA보다 모형의 모

의 정확성에 따라 다른 가 치를 용한 S-REA방법이 더 나은 결과를 나

타냈다.하지만 S-REAbias는 Bias에서 기존 REA와 BMA보다 낮은 정확성

을 나타냈으며,SpatialSA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이는 Table6.1(b)

에서 S-REAbias의 가 치가 SpatialSA와 유사하게 추정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이는 가 치를 추정함에 있어서 공간 변동범 를 반 하는 εS

의 향으로 단된다.εS를 추정하는 경우에 자료의 길이가 짧거나 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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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작으면 보다 타당한 εS를 추정하기 어려우며,이에 한 문제 은 추

후 다시 언 하도록 하겠다.

이와 반 로,공간 변동성을 같이 고려한 S-REAvar의 경우,Bias뿐만

아니라 RMSE에서도 정확성이 매우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한 S-REAvar

에 해서 cross-validation을 수행한 결과,Bias에서는 6.37과 7.89,RMSE

에서 11.93과 11.95가 나와 S-REAvar의 결과가 다른 조합방법보다 뛰어난

결과를 나타내었다.따라서 S-REAvar가 다른 시나리오 조합방법보다 더 나

음을 증명하 다. 한 SpatialSA보다 시나리오에 가 치를 주어 조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multi-modelensemble방법이 효용성

이 있음을 확인하 다.

Fig.6.5에서는 공간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 치를 용한 시나

리오 조합과 측 변수를 지 별로 비교한 그림이다.가 치가 비슷한 SA

와 S-REAbias는 지 별로 SpatialSA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

확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공간 변동성이 고려된 S-REAvar은

지 별로 차이는 있으나 상 으로 측 변수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정확성이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REA의 경우,공간 개념에서 공간 편

차와 변동성을 같이 고려한다면 매우 뛰어난 조합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177-

Table6.1WeightsofGCM scenariosinmulti-modelensemblemethods

(a)Temporalfield

GCM scenario
Weight

Simple REA BMA

NIES-MIROC32medres 0.20 0.33 0.34

CNRM-CM3 0.20 0.11 0.12

MIUB-ECHO-G 0.20 0.19 0.23

UKMO-HadCM3 0.20 0.23 0.25

CSIRO-Mk30 0.20 0.14 0.06

(b)Spatialfield

GCM scenario
Weight Spatial

variabilitySimple S-REAbias S-REAvar

NIES-MIROC32medres 0.20 0.21 0.06 225.94

CNRM-CM3 0.20 0.21 0.71 82.85

MIUB-ECHO-G 0.20 0.16 0.01 208.83

UKMO-HadCM3 0.20 0.21 0.10 117.26

CSIRO-Mk30 0.20 0.21 0.12 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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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2BiasandRMSEforeachmulti-modelensemblemethod

Index
Bias

(mm/month)

RMSE

(mm/month)

TemporalREA 18.32 -

existingBMA 16.40 -

existingSpatialSA 28.53 30.12

S-REAbias 16.00 27.79

S-REAvar

Validation#1 6.37 11.93

Validation#2 7.89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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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5Monthlyaverageprecipitationin12stationsforeachmulti-model

ensemblemethodsduringtheverification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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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A와 Taylordiagram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Taylordiagram을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의 skillscore

를 산정하고 skillscore에 따른 순 를 매겼으며,S-REAvar의 결과에 따른

순 와 비교하 다.Taylordiagram은 4.3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aylor

(2001)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서 GCM 시나리오 모의 변수와 측 변수의

계를 공간 (spatial)상 계수,공간 표 편차,공간 제곱근오차를 이

용하여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공간 역에서 Taylor

diagram은 skillscore를 산정하고 S-REA는 가 치를 추정한다는 차이 만

있을 뿐,GCM 시나리오의 모의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공통 이 존재

한다.즉,Taylordiagram에서는 skillscore가 높을수록,S-REAvar에서는 가

치가 높을수록 GCM 시나리오의 모의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따라서

공간 인 개념에서 S-REAvar와 Taylordiagram을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

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한 비교를 수행하 다.선정된 GCM 시나리오에

하여 S-REAvar와 Taylordiagram을 용한 결과는 Table6.3과 같다.

Table 6.3을 살펴보면,S-REAvar에서는 가 치가 높은 순으로,Taylor

diagram에서는 skillscore가 높은 순으로 순 를 정하 다.두 방법에서 순 1,

4,5 는 동일하나 2 와 3 의 순 가 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2 와 3

인 CSIRO-Mk20과 UKMO-HadCM3에 한 S-REAvar의 가 치는 0.12와

0.10이며,Taylordiagram의 skillscore는 0.730과 0.728로서 거의 비슷하게 나

타나 두 GCM 시나리오의 모의정확성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이에 따른 결과

를 살펴보면,첫 번째로 체 으로 S-REAvar와 Taylordiagram의 결과가 비

슷하게 나타나 공간 인 개념에서 앞서 살펴본 S-REAvar의 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두 번째로 S-REAvar의 가 치로도 GCM 시나리

오의 모의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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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3.ComparisonofS-REAvarandTaylordiagram

Rank
S-REAvar Taylordiagram

GCM scenario Weight GCM scenario SkillScore

1 CNRM-CM3 0.71 CNRM-CM3 0.761

2 CSIRO-Mk30 0.12 UKMO-HadCM3 0.730

3 UKMO-HadCM3 0.10 CSIRO-Mk30 0.728

4
NIES

-MIROC32medres
0.06

NIES

-MIROC32medres
0.676

5 MIUB-ECHO-G 0.01 MIUB-ECHO-G 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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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망을 반 한 REA와 S-REA 가 치

본 연구에서는 시간평균 방법과 공간평균 방법에 따른 미래 망을 검토

하기 해 REA와 S-REAbias를 이용하 다.미래 망을 한 시계열자료는

2031년 1월부터 2050년 12월까지 월평균 강수자료를 이용하 다.공간평균

방법에서도 동일한 기간에 한 각 지 별로 미래 월평균 강수자료를 상세

화하 다.시간평균방법과 공간평균 방법에 따른 가 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6.4와 같다.

시간평균 방법인 REA를 이용한 미래 망기간에 한 가 치를 살펴보

면, 부분의 GCM 시나리오의 가 치가 변한 것을 알 수 있다.과거 모의

정확성에서 0.33으로 가장 큰 가 치를 가졌던 NIES-MIROC3medres는

0.18의 가 치를 나타냈으며, 0.11로 가장 작은 가 치를 가졌던

CNRM-CM3는 0.22로 NIES-MIROC3medres보다 높은 가 치를 나타냈다.

특히,모의정확성이 낮았던 CSIRO-Mk30은 미래 망기간에서 0.36으로 가

장 높은 가 치를 나타냈으며,이는 CSIRO-Mk30이 평균 미래 망과 가장

가깝게 망했기 때문이다.Performance항과 convergence항을 모두 고려

한 각 GCM 시나리오의 최종 가 치를 살펴보면,NIES-MIROC3medres가

0.32로서 가장 높은 가 치를 나타냈으며,MIUB-EHCO-G가 0.07로 가장

낮은 가 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공간평균 방법인 S-REAbias를 이용하여 추정한 GCM 시나리오

별 가 치를 살펴보면,REA와 다르게 모든 GCM 시나리오의 가 치가 0.2

로 동일하게 추정되었다.이는 REA의 convergence항에서 미래 망 기간

동안에 각 GCM 시나리오의 공간 평균이 과거 실측자료의 공간 변동성

인 εS보다 작은 경우에 convergence항은 1로 산정하게 된다.이 게 동일

한 가 치가 산정되는 경우는 미래 망 기간에 각 GCM 시나리오 망값

들이 서로 비슷한 경우,즉 GCM 시나리오의 미래 망 평균에 가까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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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더 발생할 수 있다.하지만 εS가 작은 경우에는 각 GCM 시나리오

망값이 평균 근처에 존재하더라도 동일한 가 치가 추정되지 않는다.본 연

구에서도 모든 GCM 시나리오 망값과 망 평균의 차이(식(6.1)에서

abs(Di))가 εS보다 작게 산정되어 모든 GCM 시나리오의 가 치가 0.2로 동

일하게 추정되었다.Performance항과 convergence항을 모두 고려한 각

GCM 시나리오의 최종 가 치를 살펴보면,Table6.1(b)에서 S-REAbias와

동일한 가 치를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GCM 시나리오에 한 가 치는

performance나 convergence 한 항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서로

다른 가 치를 나타낸다.이는 어떤 항을 가 치 추정에 용할 것인지 혹

은 타당한지 것인지 검토하여야 하며,어떤 항을 더 고려할 것인지 즉,항에

한 가 치(식 6.1과 6.5에서 m과 n)를 어떻게 것인가 해서는 매우

신 히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이와 련된 부분은 차후 다시 언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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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4WeightsofREAandS-REAreflectingthefutureprojection

GCM scenario
REA S-REAbias

   
 

 


CNRM-CM3 0.11 0.22 0.13 0.21 0.20 0.21

CSIRO-Mk30 0.14 0.36 0.28 0.21 0.20 0.21

UKMO-HadCM3 0.23 0.17 0.21 0.21 0.20 0.21

NIES

-MIROC32medres
0.33 0.18 0.32 0.21 0.20 0.21

MIUB-ECHO-G 0.19 0.07 0.07 0.16 0.20 0.16



-185-

REA에 한 고찰

우선 기존 REA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요한 인자 하나인 자연 변동

범 를 나타내는 ε에 한 고찰이다.GiorgiandMearns(2002)의 논문에서

는 ε는 30년 이동평균한 값 최고값과 최 값의 차이를 나타내며 기존

GCM 시나리오의 편차가 이 범 안에 포함되는지 벗어나는지에 따라 가

치 산정에 향을 주게 된다.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측 변수의 자료길이가 짧아 10년 이동 평균한 값을 상으로 ε를 추정하

다.즉, 측변수의 자료길이가 짧으면 그만큼 자연 변동범 를 산정함

에 있어서 상 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 치 추정에 있어서 불

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 본 연구에서는 공간 역에서 자연

변동범 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 측소에 한 측 변수의 20년 평균값

최 값과 최소값의 범 를 자연 변동범 로 정의하 다.본 연구에서

REA에서 추정한 ε와 S-REA에서 추정한 εS에 한 세 한 검토가 필요하

며,자료의 길이가 확보되면서 ε와 εS에 한 추정값 변화가 GCM 시나리오

의 가 치에 미치는 향에 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자

료길이가 짧은 지역에서 GiorgiandMearns(2002)가 제안한 자료의 확률분

포에서 상 분 와 하 분 의 범 를 용하는 것이 더 나은 지에 한

비교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REA에서 convergence항의 용성에 한 고찰이다.REA에

서 performance항은 GCM 시나리오의 모의정확성을 평가함에 목 이 있으

며,convergence항은 GCM 시나리오 간의 퍼짐 정도를 평가함에 목 이

있다.미래에는 어느 구도 확신할 수 없으며,하나의 GCM 시나리오가 다

른 GCM 시나리오들과 다른 망을 한다고 하여 잘못된 망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Fig.6.6은 미래 망(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에 하여 GCM

시나리오들의 평균과 75% 상 값과 25% 하 값을 범 로 가지는 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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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범 와 측 강수를 비교한 그림이다.많은 측 강수가 GCM 시

나리오의 범 를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즉,이는 미래 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convergence항을 GCM 시나리오의 가 치 추정에 포함한다

는 것은 더 불확실한 정보를 GCM 시나리오의 가 치에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convergence항을 반 하는 것에 하여 다시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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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6ComparisonofobservedprecipitationandrangesofGCM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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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향후연구

7.1 결론

선행된 기후변화 연구에서는 임의의 GCM 시나리오,모의능력이 가장 좋은

GCM 시나리오만을 이용하여 미래를 망하고 있으나 미래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IPCC에서 제공되는 수십 개의 모든 GCM 시나리오를 고

려해야만 한다.하지만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는 것은 실 으로 비효

율 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GCM 시나리오의 합리

인 선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 선정방법을 제시하 다. 한 이

를 이용하여 모든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 으며,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는

것을 최종목 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최종목 을 해 수행한 세부 연구로 첫째,합리

인 GCM 시나리오 선정을 해 선정과정인 GCM 시나리오 군집분석과 시

나리오 선정방법에 하여 이론을 정리하고 검토하 으며,이를 이용하여

수십 개의 모든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있는 principal

scenarios5개와 비교를 해 모의정확성이 가장 높은 5개의 GCM 시나리

오인 bestscenarios를 선정하 다.둘째,불확실성 정량화 기법인 entropy와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allscenarios,principalscenarios,best

scenarios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 으며, principal scenarios가 best

scenarios보다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잘 설명함을 증명하 다. 한 기

존 기후변화 불확실성 연구의 문제 을 이론 으로 검토하고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단계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배출시나리오

의 불확실성이 가장 높고 기후변화 불확실성이 단계 수행을 통해 되면

서 단계별 불확실성이 차 으로 증가함을 증명하 다.셋째,여러 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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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조합방법에 하여 이론 으로 검토하 으며,기존 시나리오 조합

방법을 개선하여 제시하 다. 한 개선한 시나리오 조합방법과 기존 시나

리오 조합방법을 비교하여 효용성이 있음을 증명하 다.이에 한 세부 연

구결과에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합리 인 GCM 시나리오의 선정방법 제시

합리 인 GCM 시나리오 선정을 해 우선 시나리오 편차보정을 수행하

여 GCM 시나리오가 한반도 지역규모의 기후경향성을 잘 따르도록 보정하

다.다음으로 시나리오 군집분석을 통하여 통계 특성이 비슷한 시나리

오끼리 그룹을 구성하 다.시나리오 군집분석을 해 시나리오의 통계특성

을 이용하는 characteristic-basedK-means군집분석을 용하 다.최종 5

개의 그룹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 으며,각 그룹별 평균과 표 편차가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났다.다음으로 각 그룹에서 GCM 시나리오 선정을 해

시나리오 선정방법을 분석·정리하 으며,시나리오 선정을 원하는 연구자가

연구목 ·방향 등에 알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선정방법

을 정리한 표와 흐름도를 새롭게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선정

을 해 시나리오 모의 변수의 경험 확률분포를 이용하는 PDFmethod를

용하여,각 그룹에서 하나의 GCM 시나리오씩,총 5개의 GCM 시나리오

(principalscenarios)를 선정하 다.선정된 principalscenarios와 비교하기

해여 allscenarios에서 모의 정확성이 가장 좋은 상 5개의 GCM 시나

리오(bestscenarios)를 선정하 다.bestscenarios선정에서는 과거 모의

정확성이 높은 GCM 시나리오가 미래에도 높은 모의 정확성을 유지하지 않

음을 보 으며,principalscenarios에서는 매우 다양한 GCM 시나리오가 선

정되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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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을 이용한 합리 GCM 시나리오 선정방법의

타당성 검토 기후변화 수행단계별 불확실성 검토

Entropy와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우선 entropy를 이용하여 앞서 수행한 시나

리오 보정방법을 수행한 GCM 강수 시나리오가 측 강수의 불확실성을 더

잘 표 함을 증명하 다.원 GCM 강수 시나리오의 entropy는 5.173,편차보

정을 수행한 GCM 강수 시나리오의 entropy는 5.648,마지막으로 측 강수

의 entropy는 5.643을 나타냈다.이는 시나리오 편차보정을 함으로서 측

강수과 비슷한 통계특성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불확실성을 가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정량화 측면에서 시

나리오 편차보정은 매우 효과 임을 증명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maximum entropy가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

성을 정량화하는데 합함을 보 으며,이를 이용하여 allscenarios,best

scenarios,principa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비교하 다.강수와

기온 시나리오로 나 어 불확실성을 정량화하 으며, 푯값으로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 다.비교결과를 살펴보면,강수 시나리오에는 평균과 표

편차 모두에서 principalscenarios가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100% 표

하 으나 bestscenarios는 약 6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기온 시나리오

에서는 principalscenarios와 bestscenarios모두 강수 시나리오 비 불확

실성에 하여 낮은 설명력을 보 으며, 푯값이 평균인 경우에는

principalscenarios가 bestscenarios보다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잘 설

명하 으나 푯값이 표 편차인 경우에는 principalscenarios가 best

scenarios보다 약간 낮은 설명력을 나타냈다.강수 시나리오의 이수기에서는

principalscenarios가 bestscenarios보다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훨씬

잘 표 하 으나 홍수기에는 두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설명력이 비슷하 다.

따라서 principalscenarios가 bestscenarios보다 allscenarios의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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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으로 유지하고 설명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따라서 새로운 시나리

오 선정을 이용하여 선정된 principalscenarios가 시나리오의 수를 이면

서 allscenarios를 사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특히 GCM 시나리오의 불

확실성을 최 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GCM 시나리오 선정에 의해 선정된 principalscenarios가

한반도에 합한 GCM 시나리오로 제시하 다. 한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미래 망으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함을 나타냈다.다음으로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연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체 불확실성에 하여 기본 불확실성과 모형 불확실성으로 나눠 정의하고

체 단계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 으며,기후변화 수행단계를 단계별로

수행할수록 불확실성이 되면서 차 으로 증가함을 나타냈다.기후변

화에 의한 불확실성에서 배출시나리오에 의한 불확실성이 체 불확실성의

50% 이상을 차지함으로서 배출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후변화를 가정하는

가장 기본 인 불확실성이 높음을 확인하 다.모형 불확실성에서는 GCM

시나리오에 의한 불확실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어떤 GCM 시나리오를 사용

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미래 망을 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3)공간 역에서 용할 수 있는 새로운 GCM 시나리오 조합방법 제시

마지막으로 새로운 GCM 시나리오 조합방법을 제시하 다.이를 해 우

선,GCM 시나리오 조합기법으로 정확성이 높은 GCM 시나리오에는 높은

가 치를 주고 정확성이 낮은 GCM 시나리오에는 낮은 가 치를 주어 각

GCM 시나리오의 모의능력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고 이들 시나리오를 조

합하는 방법인 multi-modelensemble방법을 검토하 다.본 연구에서는

multi-modelensemble방법 하나인 ReliabilityEnsembleAveraging과

BayesianModelAveraging방법에 하여 소개하고 분석하 다.특히,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간축에 하여 용하는 Reliability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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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ing방법을 개선하여 공간 역에서 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나

리오 조합방법인 SpatialReliabilityEnsembleAveraging방법을 제안하

다.SpatialReliabilityEnsembleAveraging방법은 기존 방법에서 사용하

는 시나리오간의 편차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편차와 분산 모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평가하여 가 치를 산정할 수 있다.

용결과,본 연구에서 제시한 SpatialReliabilityEnsembleAveraging방법

이 ReliabilityEnsembleAveraging,BayesianModelAveraging,Simple

Averaging보다 Bias와 RMSE에서 훨씬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 한 모든

multi-model ensemble 방법이 가 치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Simple

Averaging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어 multi-modelensemble방법

이 GCM 시나리오 조합방법으로 효용성이 있음을 증명하 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GCM 시나리오 선정은 몇 개의 GCM

시나리오만으로 모든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합리

인 방법임에 의의가 있다. 한 GCM 시나리오 선정을 용하여 선정된

principalscenarios는 향후 기후변화 연구에 있어서 한반도에 합한 GCM

시나리오로 충분히 반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미래 수자원

망에서 한반도에 합하다고 선정된 principalscenarios를 활용하면 all

scenarios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의 동일한 불확실성을 가진 수자원 망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7.2 향후연구

우선 GCM 시나리오 선정에 한 연구에 해 언 하면 다음과 같다.본

연구에서 GCM 시나리오 선정에 의해 제시된 principalscenarios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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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AR4GCM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선정된 시나리오이다.IPCCAR4시

나리오는 2007년에 제공되었으며,향후 2-3년 이내에 발표되는 IPCC AR5

에서는 기존 AR4 A와 B 배출시나리오와는 다른 RCP

(RepresentativeConcentrationPathway)시나리오가 제공될 정이다.따라

서 GCM 시나리오가 업데이트(update)되고,새로운 GCM 시나리오를 이용

하여 GCM 시나리오 선정을 수행하면 지 과는 다른 GCM 시나리오가 선

정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설

명할 수 있는 몇 개의 GCM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따라서

앞으로 기술의 발 과 더불어 더 정교한 미래 망을 해 GCM 시나리오

가 개발 개선될 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새롭게 제공되는 GCM 시나리

오를 상으로 principalscenarios를 선정하여 한반도에 합한 GCM 시나

리오를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GCM 시나리오 불확실성 정량화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첫째,본 연구에서는 모든 GCM 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이 동일

하다는 기본 제하에 제약조건에서 주어진 정보로서 평균만을 이용하여 최

종 maximum entropy식을 유도하 다.하지만 GCM 시나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1차 모멘트(moment)인 평균뿐만 2차 모멘트인 분산 등 고차

(highorder)의 모멘트가 정보로 주어질 수 있으며,이를 부 제약조건으로

고려한 최종 maximum entropy식을 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유도된

maximum entropy는 기존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정량화보다 더 정확

하게 불확실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차 모멘트를 제약조건을 한

maximum entropy가 유도는 어려울지 모르나 더 정확하게 불확실성을 정량

화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향후 이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둘째,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연구에서 불확실성의 를 분석하기

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용하기 편리한 임의의 지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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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법,수문모형을 선택하여 유출량을 모의하고 이를 불확실성 정량화에

이용하 다.이러한 조건하에서 제시한 결과가 보편타당하기 해서는 더

많은 용사례가 필요하다.따라서 향후연구로서 더 많은 지역,상세화기법,

수문모형 등을 선택하고 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비교하여 동

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CM 시나리오 조합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시나리오 가 치를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가

능할 것으로 단된다.Maximum entropy에서는 log-likelihoodfunction을

극 화하면서 각 시나리오별 가 치가 추정되는데 이를 시나리오 조합에 활

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GCM 시나리오별로 다

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maximum entropy를 추정한다면 기존 시나리오 조합

방법에서 반 하지 못한 자료의 정보를 이용한 가 치 추정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 연구에서 maximum entropy를 이용하여 많은 연

구를 진행하 으나 시나리오 조합에서는 maximum entropy를 이용한 연구

를 수행하지 못했다.연구내용을 통일성을 해서도 maximum entropy를

이용한 시나리오 가 치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면 향후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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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climate change studies are the process offorecasting an

uncertainfuture,‘uncertainty’isthemostdefinitely akeywordofall

climatechangeimpactassessment.Accordingtoexistingstudies,ofall

theuncertaintythatgeneratesfrom climatechangeimpactassessment,

uncertaintyduetoGCM scenariosareknowntobethelargest.Hence,

futurewaterresourceprojectionwillbemuchimpactedbywhichGCM

scenariosareused.Althoughitisthemostreasonablethatquantifying

alloftheuncertaintyforthefutureusingallGCM scenarios,utilizingall

GCM scenariosprovidedbyIPCC requiresalotoftimeandeffortin

practice.Therefore,thisstudyproposesanew approachfortheselection

ofGCM scenariosand provesseveralrepresentativescenariosnamed

"principalscenarios"which can preservetheuncertainty ofall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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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s.Usingthemaximum entropytheory,thisstudyalsoquantifies

theuncertainty oftheselectedGCM scenariostoprovetheprincipal

scenariosthatattempttopreservethewholerangeofuncertaintyofall

GCM scenarios.In addition,it is also proved that uncertainty is

propagated through each stagein climatechangeimpactassessments

usingthemaximum entropy.Finally,inthisstudy,anew combination

methodofGCM scenariosmodifiedexistingmethodisalsoproposedto

beappliedinthespatialfield.

Asaresultsoftheapplication,firstly,principalscenariosareselected

toconductacharacteristic-basedK-meansclusteranalysismethodusing

statisticalcharacteristics(scenarioclusteranalysis)andthePDFmethod

using thetheempiricaldistributionasanaccuracymeasure(scenario

selection).The5bestscenarioswith thehigh performancearealso

selectedtocompareprincipalscenarios.

Secondly,theuncertaintypreservationismeasuredwiththemaximum

entropy.Theuncertaintypreservationismeasuredwiththemaximum

entropytheory.Thisstudypresentsthattheprincipalscenariospreserve

thefullrangeofthetotaluncertaintywhilethebestscenariosdoonly

lessthan65%,confirmingthatpreservinguncertaintywiththeprincipal

scenariosismoreadequatethanselectingthebest-performedscenarios

inclimatechangestudies.Thisstudyalsoquantifiesthetotaluncertainty

inthewholeprocessofimpactassessmentsthatconsistsofaserial

combinationofseveralmodels(GCM,downscaling,hydrologicalmodel,

andothers)andtheuncertaintyandtheratioineachstep(ormodel)

using the maximum entropy.Especially,emission scenarios in all

uncertainty source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totaluncertainties

(largerthan50%).TheGCMswerealsomaincontributorinmodel

uncertainties(26.50% ofoveralluncertai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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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This study proposes a new scenario combination method

named"SpatialReliabilityEnsembleAveraging(S-REA)"modifyingthe

conventionalcombinationmethod,ReliabilityEnsembleAveraging(REA),

thatcan reflectthespatialbiasand variability tobeapplied in the

spatialfield.TheresultsofS-REA issuperiortotheREA inBiasand

RMSE.

Keywords:Climatechangeuncertainty,Uncertainty quantification,

Uncertainty propagation, Scenario cluster analysis,

Scenario selection, Scenario combination, Maximum

entropy

StudentNumbers:2005-31043



-216-

부     록 

부록 A. 후변화 단계별 불확실  량화에 사용  지모  소개

    A.1 abcd 모

    A.2 GR2M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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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기후변화 단계별 불확실성 정량화에 사용된 

물수지모형 소개

A.1 지모  개요

물수지모형의 일반 인 정의는 물순환 과정을 몇 개의 매개변수와 간단한

식으로 표 한 개념 인 모형을 의미한다.자세히 살펴보면,물수지모형은

Fig.A.1과 같이 토양 속에 함유된 수분이 강수와 증발에 의하여 보충되거

나 감소되고 난 잔여량이 지표면으로 유출된 후 유역의 류장치(호수,지

하수,자연 류물)에 의하여 일정시간 지체되었다가 유역의 최종유출로

나타나는 상을 몇 개의 매개변수와 간단한 식으로 표 한 개념 인 모형

을 말한다.

물수지모형은 크게 SMS(SoilMoistureStorage)모형( ,Xiong모형)

과 SMS(SoilMoistureStorage)& WSS(WaterShedStorage)모형( ,

ThornthwaiteandMather,abcd,GR2M 모형)으로 나 수 있다.SMS모

형은 유역의 유출 상(직 유출,기 유출)은 으로 토양수분 류(soil

moisturestorage)에 의한 상으로 표 되며,유출량 산정부분에서 류에

한 매개변수 는 식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반면 WSS 부분이 추가된

SMS& WSS모형은 토양에 류된 물이 유출되어 유역에 류(watershed

storage)된 후 최종유출이 일어나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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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1Theconceptofwaterbalancemodel(http://aben.cals.cornel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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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abcd 모

abcd모형은 1981년 Thomas에 의하여 제시된 후 물수지모형으로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으며,수자원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abcd

모형은 Fig.A.2와 같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Wt와 Yt라는 2가지 상

태변수로 정의되어진다.Wt는 가용수량(available water)을 의미하며,식

(A.1)과 같이 정의된다.

      (A.1)

여기서 Pt는 t기간 동안 내린 강수량을 의미하며,St-1은 t월 의 토양수분량

을 나타낸다.기회증발산량(evapotranspirationopportunity)Yt는 유역에서

증발산량으로 사라지는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2)

여기서 Et는 t기간 동안의 실제 증발산량을 나타내며,St는 t월말의 토양수

분량을 의미한다.기회증발산량 Yt는 가용수량 Wt의 비선형함수로 가정되어

지며 식(A.3)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A.3)

여기서 첫 번째 매개변수 a는 토양이 완 히 포화되어 있을 경우 유출이 일

어나는 경향을 나타내며,두 번째 매개변수 b는 증발산량과 토양수분량 합



-220-

의 상 한계치를 의미한다.

abcd모형과 T&M 모형은 물수지모형에서 가장 요한 부분인 토양수분

류를 구하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 이 있다.즉 T&M 모형의 경우 토양수

분 류를 구하기 하여 지난달의 토양수분 류값과 이번 달의 강수량값을

사용하는 반면 abcd모형의 경우 이번 달의 기회증발산량과 잠재증발산량

값을 사용하여 토양수분량값을 식(A.4)과 같이 구한다.

St=Ytexp(-PEt/b) (A.4)

여기서 St는 t월말 토양수분량 값이며,PEt는 t월의 잠재증발산량을 나타낸

다.abcd 모형에서 유출량은 가용수량(available water)과 기회증발산량

(evapotranspirationopportunity)을 사용하여 구하게 되며,아래의 식과 같

다.

Rt=(1-c)(Wt-Yt)+dGt (A.5)

Gt=[c(Wt-Yt)+Gt-1]/(1+d) (A.6)

여기서 Gt는 t월말의 지하수함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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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2Theconceptofabcdmodel(MakbloufandMichel,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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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GR2M 모

GR2M 모형은 Zoubiretal.(1994)이 랑스의 91개 유역에 하여 용성을

검토한 모형으로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토양수분 류의 물이 유출에

여하지 않는다는 이며,Fig.A.3과 같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GR2M

모형의 토양수분 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Sm,t=[St-1+SCtanh
LPt
SC

]/[1+(St-1tanh
LPt
SC

/SC)] (A.7)

St=Sm,t[1-tanh
LPEt
SC

]/[1+(1-
Sm,t
SC

)tanh
LPEt
SC

] (A.8)

여기서 LPt는 손실이 일어난 후의 강우량,LPEt는 손실이 일어난 후의 잠

재증발산량,Sm,t는 t월말의 토양수분 류를 구하기 한 간변수,Sm,t는 t

월말의 토양수분 류를 나타낸다.

식(A.7)과 식(A.8)을 이용하여 토양수분 류를 구한 다음 과강우량

EPt를 구하고,마지막으로 지하수량과 총유출량을 계산하며,이를 요약하면

식(A.9)～식(A.13)과 같다.

EPt=LPt+St-Sm,t (A.9)

Gt=Gt+(4/5)EPt (A.10)

BRt=X1Gt (A.11)

Gt+1=Gt+BRt (A.12)

Rt=(EPt/5)+BRt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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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Rt는 기 유출(baserunoff)이고,X1는 유역 류(watershedstorage)

에 의한 지체 상을 나타내는 매개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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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3TheconceptofGR2Mmodel(MakbloufandMichel,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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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모 의 검증

기후변화 단계별 불확실성 정량화에 한 용유역은 충주 상류유역이며,

자세한 사항은 5.2.2 에 언 되어 있다.abcd모형과 GR2M 모형의 검증은

충주 상류유역에 하여 검증하 으며,검증기간은 1986년 1월부터 1999

년 12월까지이다.

검증에 용한 강수와 기온자료는 상류유역의 3개 단 유역에 존재하는

기상청 측소의 자료를 공간평균하여 용하 으며, 용결과는 Fig.A.4와

TableA.1에 제시하 다.

Fig.A.4와 TableA.1을 살펴보면,abcd모형은 약간 과 추정하는 경향

을 나타냈으며,GR2M 모형은 약간 과소추정하는 경향을 나타냈다.두 모형

의 R2는 89.49%,GR2M 모형의 R2는 92.30%로 매우 높게 나타나 충주

에 한 수문모형으로 용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6-

(a)abcdmodel

(b)GR2Mmodel

Fig.A.4ComparisonobservationwithsimulationoftheabcdandGR2M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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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12AccuracybetweentheabcdmodelandGR2Mmodel

Model R2(%)
Bias

(cms/month)

RMSE

(cms/month)

abcdmodel 89.49 2.05 77.19

GR2M model 92.30 -7.35 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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