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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resources projection typically consists of several stages including emission scenarios, global circulation models (GCMs), 

downscaling techniques, and hydrological models, and each stage is a source of total uncertainty in water resources projection. Several 

studies proposed methods to quantify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ach stage to total uncertainty, and we call such analysis uncertainty 

decomposition. Uncertainty decomposition enables us to investigate the stages yielding large uncertainties and to establish the uncertainty 

reduction plan that reflects them. Interactions between stage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o be considered in uncertainty decomposition. 

This study suggests a new uncertainty decomposition method considering interaction effect. The proposed method has an advantage of 

decomposing the total uncertainty to the uncertainty from each stage considering both the main and interactions effects. We apply the 

proposed method to streamflow projection for Chungju Dam basin. The results show that the uncertainties from the main effects are larger 

than the uncertainties from interaction effects in both summer and winter. Using the proposed uncertainty decomposition method, we 

show that the GCM stage is the largest source of the total uncertainty in summer and the downscaling technique stage is the one in winter 

among the following four stages: emission scenarios, GCMs, downscaling techniques, and hydrologic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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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수자원 전망의 불확실성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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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전망은 배출 시나리오, 전지구적 순환모형, 상세화 기법, 수문 모형 등 여러 전망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수자

원 전망의 총 불확실성의 원천이 된다. 몇몇 연구를 통해 개별 전망 단계의 총 불확실성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를 계량화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며, 이러한 분석을 불확실성 분해라고 한다. 불확실성 분해 분석은 큰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불확실성 저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전망 단계 간의 교호작용은 불확실성 분해 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

확실성을 계량화하고 이를 불확실성 분해에 반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을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계량화함과 동시에 총 불확실성에서 개별 전망 단계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한 방법을 충

주댐 유량 전망의 불확실성 분석에 적용하였다. 충주댐 유역의 불확실성 분석 결과 여름과 겨울 두 계절 모두에서 교호작용 효과의 불확실성은 주

효과의 불확실성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분해한 결과 배출 시나리오, 전지구적 순환모형, 

상세화 기법, 수문 모형의 네 단계 중 여름철은 전지구적 순환모형의 불확실성이, 겨울철은 상세화 기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수자원 전망, 총 불확실성, 불확실성 분해, 교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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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변화의 전망(projection)은 큰 규

모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수반하는데, 전망 모형의 불완

전성, 온실 가스 배출 예측의 불완전성,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시스템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존재한

다(Kay et al., 2009). 미래 수자원에 대한 예측은 장기 수자원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상당한 불확실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래 수자원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전략은 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Dessai and Hulme, 2007; Milly et al., 2008; Gay and Estrada 

2010). 강건(robust)하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수

자원 전망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많은 

연구자들과 의사결정자들은 불확실성의 계량화를 중요한 문

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전망은 여러 단계의 시나리오, 모

형, 기법 등을 조합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온실 가스 배

출을 예측하는 배출 시나리오(emission scenario), 미래 기후

에 대한 전지구적 순환모형(global circulation model, GCM), 

전지구적 순환 모형으로 예측한 기후를 특정 지역의 기후로 

변환하기 위한 상세화 기법(downscaling technique), 그리고 

예측된 기후에서 유량 변동을 계산하는 수문 모형(hydrological 

model)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Fig. 1은 2개의 배출 시나리오 

5개의 GCM, 3개의 상세화 기법, 4개의 수문모형으로 구성된 

수자원 전망의 예로, 모든 시나리오/모형/기법 조합을 고려하

면 120개의 수자원 전망 결과가 산출된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개개의 배출 시나리오 및 GCM, 상세화 기법, 수문 모

형을 모두 시나리오라 지칭하겠다. 각 단계가 최종 수자원 전

망에 기여하기 때문에 수자원 전망의 총 불확실성(total 

uncertainty)은 개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들이 반영

되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수자원 전망의 총 불확실성뿐만 아

니라 개별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을 계량화하여 보고하고 있

다. 수자원 전망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을 가지는 부분을 진단

하고, 이를 불확실성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러한 분석의 목적이다. Minville et al. (2008)은 배출 시나리

오와 GCM의 불확실성을 산점도(scatter plot)를 이용하여 개

략적으로 비교하였다. Mandal and Simonovic (2017) 또한 배

출 시나리오, GCM, 상세화 기법의 불확실성을 그래프를 이

용하여 비교하였는데, 각 단계별로 전망값들의 분포가 선택

한 시나리오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그림으로 확인하고, 이 변

하는 정도가 가장 큰 단계를 불확실성이 가장 큰 단계라고 결

론지었다. N´obrega et al. (2011)과 Dobler et al. (2012)은 각 

전망 단계마다 대표 시나리오를 하나씩 지정한 후 개별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을 다른 전망 단계의 대표 시나리오가 주어진 

상태에서 해당 전망 단계의 시나리오를 변경하면서 산출되는 

전망값들의 산포로 정의하였다. Chen et al. (2011)은 개별 단

계에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여 전망값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눈 후, 집단별 평균 전망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

를 t-검정(t-test)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모든 전망 

단계에 대하여 반복한 후, t-검정의 p값(p-value)의 크기를 비

교하여 p값이 작은 단계를 가장 불확실한 단계로 보았다. Lee 

et al. (2017)와 Lee (2018)은 개별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해

당 시나리오가 사용된 전망값의 산포로 정의한 후 전망 단계

의 불확실성을 전망 단계에 속한 시나리오들의 불확실성의 

평균 혹은 최댓값으로 계량화하였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을 독립적으로 계량화하며, 따라서 전망 단계의 불

확실성을 일관된 방식으로 비교하지 못한다. 특히 위의 연구

들은 계량화한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의 합이 총 불확실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전망 단계가 총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없게 된

다. 이에 수자원 전망의 전체 수행 단계를 고려하여 포괄적으

로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을 평가함으로써 각 전망 단계의 불

Fig. 1. An example of the streamflow projection consisting of four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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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이 전체 불확실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작업을 불확실성 분해

(uncertainty decomposition)이라고 부른다. Jones (2000)는 

전망 단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전파(propagation)되는 과정 

전반을 고려하여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으

며, 이는 불확실성 분해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전망은 여러 단계가 관여하기 때문에 

특정 단계가 전망 결과에 미치는 경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와 같은 지식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불확실성 

분해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확률적 가정을 내포하는 통계 모형

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모형은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 모형으로 결과에 미치는 요

인이 다양할 때, 개별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

되는 통계 모형이다. 분산분석 방법은 수자원 전망값의 분산

(variance)을 전망 단계의 주효과(main effect)와 전망 단계들 

사이의 교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 그리고 오차(error)

에 의한 분산으로 분해한다. Yip et al. (2011)은 총 불확실성을 

배출 시나리오와 GCM, 그리고 두 단계의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분해하였으며, Bosshard et al. (2013)은 총 불

확실성을 GCM과 상세화 기법, 수문 모형, 그리고 전망 단계

들 간의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분해하였다. Lee and 

Bae (2016)는 총 불확실성을 지역기후모형(regional climate 

model, RCM)과 통계적 후처리 기법(statistical post processing), 

수문 모형, 그리고 전망 단계들 간의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

성으로 분해하였다. 하지만 언급한 논문들은 교호작용의 효

과를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으로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

하지 않았다. 한편 Déqué et al. (2007)은 분산분석을 통해 계

산된 각 전망 단계와 전망 단계들 사이의 교호작용으로 인한 

분산을 계산하고,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을 주효과와 교호작

용 효과를 포함하여 해당 전망 단계가 연관된 모든 효과로 인

한 분산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이 경우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

의 상대적인 크기는 비교할 수 있으나,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

의 합은 총 불확실성과 같지 않게 된다. 

분산분석 방법은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상치(outlier)에 민감하다. 즉 이

상치가 존재하면 불확실성 분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 분해 결과가 사용된 분산분석 모형에 따라 크

게 달라질 수 있는데, 특정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불확실성 

분해에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Kim et al. (2018)은 분산분석 기반 방법과 달리 통계 모형을 

가정하지 않는 불확실성 분해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방

법은 이상치에 민감하지 않은 불확실성 척도를 사용할 수 있

으며 모형 선택 과정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Kim et al. (2018)의 방법은 분산분석 모형에 적용하

였을 때, 교호작용 효과의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논쟁의 여지를 가진다. 그들이 제안한 방법은 교호작용 효과

에 의한 불확실성을 전망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먼저 수행되는 

단계로 할당한다. 예컨대 배출 시나리오와 상세화 기법의 교

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은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으

로 할당된다. 따라서 앞선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은 과대 추정

되고 추후 단계의 불확실성은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Kim et al. (2018)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교호

작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개별 단계에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교호작용 효과란 두 개 이상의 요인의 조합에서 

생기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한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요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전망의 경우, 다른 전망 단계에서 시나리

오를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특정 전망 단계의 시나리오를 

다른 것으로 바꿀 때 전망값이 일정한 크기로 변한다면 이는 

전망 단계 사이에 교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선택에 의한 결과가 다른 전망 단계에서 선

택된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면 교호작용의 효과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호작용 역시도 총 불확실성의 

원천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교호작용 효과 역시도 불확실

성을 분해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분산분석

에 기반한 불확실성 분해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전망 단

계별 불확실성과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방

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호작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불확실성 분해 과정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실제 자료에 적용한 결과

를 제시하고 4장에 결론을 제시한다.

2. 불확실성 분해

2.1 분산분석 모형

는 전망 단계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배출 시나리오, 

GCM, 상세화 기법, 수문 모형 4개의 전망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수자원 전망의 경우 이다.  …에 대하여 번

째 전망 단계라 함은 이전 번째 전망 단계에서 생성된 결

과를 기반으로 그 다음 번째 전망 단계에 사용되는 입력

을 생성하는 전망 단계를 의미한다. 수자원 전망의 예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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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시나리오는 첫 번째 전망 단계가 되고, 수문 모형은 네 번째 

전망 단계가 된다. 번째 전망 단계에서 고려된 시나리오들의 

집합을 라고 하자. 모든 전망 단계에서 하나씩 시나리오를 

택하여 구성한 시나리오 조합  

…
 


∈

  



  에 대하여 

는 가 생성한 수자원 전망값을 의미한다. 는 집합 의 

원소 수를 의미한다.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조합의 수는 
  





개가 있으며 각 조합이 1개의 전망결과를 산출하는 경우를 생각

한다. 따라서 전망값의 수도 역시 
  



개가 된다. 

각 단계는 전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각 단계

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는지에 따른 전망 결과의 변동이 

존재한다. 이 변동의 크기가 큰 단계가 전망 결과의 불확실성

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개의 단계의 기여

도를 비교하기 위한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요인의 효과에 대

한 모집단 모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닌 모형을 생각한다.

    , ∈




         (1)

여기서 는 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상수이며, 는 평균

이 0이고 분산이 인 특정 분포를 동일하게 따르는 확률변수

로, 다른 모든 확률변수와 독립이다. 이러한 확률모형 하에서 

   인데, 즉 는 시나리오 조합 가 생성하는 전망

값의 기댓값을 의미하고 는 오차를 의미한다. 여기서 오차

는 선택된 시나리오 조합을 바탕으로 전망값을 산출하는 과정

에 내재된 내부변동성(internal variability)에 의하여 발생한

다고 가정한다. 

불확실성 분석을 위한 통계모형은 를 에 대한 적절한 

함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전망값의 변동에 미치는 전망 단계

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통계모형의 일종인 분산분석 모

형은 각 전망 단계의 주효과와 전망 단계 간의 교호작용 효과

의 합으로 를 모형화한다. 가장 단순한 분산분석 모형은 주

효과 분산분석 모형(main effect ANOVA model)으로 이는 

가 를 구성하는 시나리오들에 의한 주효과의 합이라고 가

정하는 모형이다. 개의 전망 단계를 가지는 전망 자료를 분

석하기 위한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는 전체 평균이며 

는 시나리오 를 선택함으로

써 전망결과가 달라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 ∈는 

번째 전망 단계가 전망에 미치는 주효과를 나타내는 항들이다. 

모형의 식별성(identifiability)를 위해, 즉 와 

, ∈가 

자료에서부터 유일하게 추정되게 하기 위해 
 ∈




 이

라는 조건을 가정한다. 

다음으로 2차 교호작용(second order interaction)의 효과

까지를 포함한 2차 교호작용 분산분석 모형(second order 

interaction ANOVA model)을 생각하자. 2차 교호작용은 두 

전망 단계가 관련된 교호작용을 의미한다. 개의 전망 단계

를 가지는 전망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2차 교호작용 분산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번째 전망 단계에서 시나리오 을 선택하고 

번째 전망 단계에서 시나리오 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

는 효과를 나타낸다. 식별성을 위하여 모든 ∈에 대하

여 
∈

 

 을, 모든 ∈에 대하여 
∈

 

 

을 가정한다.

2.2 교호작용 효과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에서 
  


  



 

가 되므로 

번째 단계의 각 시나리오에서의 기댓값의 차이는 다른 전망 

단계에서의 시나리오 선택에 무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번째 

단계에서 시나리오 와 ′를 사용하였을 때의 기댓값의 차

이는 다른 전망 단계의 모든 시나리오 조합에 대하여 

  

 
 ≠ 

 



   ′

 
 ≠ 

 





′

로 변함이 

없다. 

반면 2차 교호작용 분산분석 모형에서는 특정 단계에서 다

른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을 때의 기댓값의 차이는 다른 전망 

단계의 모든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번째 단계에서 시나리오 와 ′를 사용하였을 때의 기댓값

의 차이는  

  ′

 
 ≠ 

   

  ′  

 이 되어 다른  단계의 시나

리오 선택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두 모형의 차이를 간단한 예제 데이터와 그림을 통해 살

펴보도록 하자. 예제 데이터는 배출 시나리오와 GCM의 

두 전망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의 배출 시나리오와 

3개의 GCM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을 ES1, ES2, G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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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2, GCM3로 표기하도록 한다. 따라서 총 6개의 전

망 결과가 있으며 그 결과가 


, 


, 




, 


, 


, 




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Fig. 2는 사용한 시나리오 조합

에 따른 의 기댓값인 를 두 분산분석 모형에 기반하여 추

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y축은 의 추정값을 나

타내며 x축은 사용한 GCM을 나타낸다. 사용한 배출 시나리

오에 따라 점의 모양과 색을 다르게 표시하였다. (a)는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으로 예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고, (b)는 2차 

교호작용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

은 ES1을 사용한 경우와 ES2를 사용할 때의 전망의 기댓값의 

차이를 GCM 선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추정하나, 2차 교호

작용 분산분석 모형은 기댓값의 차이를 GCM 선택에 따라 다

르게 추정한다. 두 그림을 비교하면 추정 결과가 상당히 다름

을 알 수 있는데, 예제 자료와 같이 교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나

는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모형 선택에 따라 불확실성 분석 결

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분산분석 모형 기반 불확실성 계량화

 

…



를 

  



  상에서 균등하게 분포(uniformly 

distributed)하는 확률벡터(random vector)라고 하자. 즉 는 


  



개의 모든 시나리오 조합 중 하나의 값을 같은 확률로 가

지게 된다.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에서 전망값의 총 분산과 개별 효과

의 분산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4)

여기서 

은 수자원 전망의 총 불확실성이라 볼 수 있

다. 는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는 번째 전망 단계로 인한 불확실성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번째 전망 단계의 시나리오 선택에 의해서 발생

하는 불확실성이라 볼 수 있다.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을 기반

으로 하여 불확실성 분해를 수행하는 경우 총 불확실성을 전

망 단계의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과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

실성으로 분해한다.

분산분석 모형에서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은 시나리

오 조합에 대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내부변동성이 모

든 시나리오 조합에 대해 동일하다는 가정은 시나리오마다 

내부변동성이 다를 가능성을 무시하며, 따라서 큰 내부변동

성을 가진 시나리오가 존재함에도 내부변동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나리오 조합 당 하나의 전

망이 산출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와 같은 가정은 불가

피한 측면이 있다. 개별 시나리오 조합의 내부변동성은 여러 

초기값에 대하여 모의실험을 반복 수행한 결과를 통해 추정되

거나(Sansom et al., 2013),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기후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추정될 수 있다(Räisänen, 

2001). 개별 시나리오 조합의 내부변동성을 추정할 수 있으면 

가중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s) 분산분석을 이용하

여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차 교호작용 분산분석 모형에서 총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

이 분해된다.



 








 
 











   (5)

2차 교호작용 분산분석 모형은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과 달리 2차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 


  을 고려하게 된다. 

(a) Main effect model

(b) Second order interaction model

Fig. 2. Example of estimation results based on two ANOVA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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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분산분석 모형 이론(Moser, 1996; von Storch 

and Zwiers, 1999)에 따르면 주효과 모형과 2차 교호작용 모

형은 모두 각각의 식별성 조건 하에서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

성 


을 동일하게 계량화한다. 반면 내부변동성에 의

한 불확실성은 다르게 계량화 하는데, 주효과 모형 하에서 내

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은 2차 교호작용 모형 하에서의 교

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과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

의 합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2차 교호작용 모형은 주효과 모형

의 를 


  ,   …,  …와 로 

분해한다. 유사하게 3차 교호작용까지를 포함한 모형이 계량

화한 주효과와 2차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은 2차 교

호작용까지를 포함한 모형이 계량화한 것과 동일하며, 2차 교

호작용 모형이 계량화하는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은 3

차 교호작용 모형이 계량화한 3차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

실성과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의 합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더 높은 차수의 교호작용을 포함한 분산분석 모형은 내

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 중 일부분을 높은 차수의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계량화하고, 남은 부분을 내부변

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다시 정의한다. 모든 차수의 교호

작용을 포함한 분산분석 모형, 즉 차 교호작용까지를 포함

한 모형은 총 불확실성을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

확실성으로 분해하며,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은 0으로 

계량화한다.

주어진 전망자료를 통해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를 번째 전망 

단계에서 시나리오 를 사용한 모든 전망값의 평균이라고 

하자. 또한 


 

 을 번째 전망 단계에서 시나리오 을 사용

하고, 번째 전망 단계에서 시나리오 을 사용한 모든 전망

값의 평균이라고 하자. 이 때 번째 단계의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

성은 분산분석 모형은 




 , ∈의 분산으로 계산된다. 즉, 




 





∈





       (6)

여기서 는 전망값의 전체 평균이다. 기호는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값을 추정하였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는 어떤 미지의 값 를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의미한다. 한편 번째 전망 단계와 번째 전망 단계의 교호작

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계량화된다:


 

   





 ∈


∈

 

  

 

  

(7)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은 총 불확실성에서 선택한 

분산분석 모형이 고려하는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의 불확실

성을 뺀 값으로 계량화한다. 

2.4 교호작용을 고려한 불확실성 분해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을 불확실성 분해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교호작

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을 별개로 보고하거나(Yip et al., 

2011; Bosshard et al., 2013; Lee and Bae, 2016), 이를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에 모두 더해준 후 보고하는 방안(Déqué et 

al., 2007), 마지막으로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을 관

련된 전망 단계 중 하나의 전망 단계에 온전하게 할당하는 방

법(Kim et al., 2018)이다. Yip et al. (2011)과 Bosshard et al. 

(2013), Lee and Bae (2016)의 연구는 모든 차수의 교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분산분석 모형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을 0으로 추정하였으며 총 불확

실성에서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간주하였다. 결과적으

로 그들은 총 불확실성을 전망 단계별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

성과 모든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로 분해하였다. 이

는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을 전망 단계의 주효과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Déqué et al. (2007)은 

개별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을 해당 전망 단계의 주 효과와 해

당 전망 단계가 관련된 모든 차수의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

확실성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특정 전망 단

계의 불확실성은 교호작용을 효과를 포함하여 해당 전망 단계

가 전망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들의 합

은 총 불확실성과 같지 않게 됨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상대적

인 기여를 계량화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Kim et al. 

(2018)은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을 연관된 전망 단계

들 중 가장 앞선 전망 단계에 전부 할당함으로써 전망 단계의 

불화실성들의 합이 총 불확실성과 동일하도록 하였다. 예컨

대 배출 시나리오와 상세화 기법의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

확실성은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으로 여겨진다. 이 방법

은 교호작용 효과에는 여러 전망 단계가 관여한다는 사실과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교호작용의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을 분해하여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으로 할당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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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을 계량화함과 동시에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의 총 불확실성에 대한 상대적 기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2차 교호작용 분산분

석 모형에 기반으로 한다. 2차 교호작용 분산분석 모형에서 

각 전망 단계의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 


와, 2차 교

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 


  , 그리고 내부변동성으

로 인한 불확실성 를 계량화한다. 계량화 방법은 2.3절에 서

술된 것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8)

즉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은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과, 해

당 전망 단계가 관련된 모든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 합의 

절반을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 즉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

실성에 를 곱하여 두 전망단계가 관련된 2차 교호작용의 

불확실성을 연관된 두 전망 단계에 동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

다. 많은 경우 각 단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므

로 이러한 동등 분배 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의 하에서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9)

제안된 방법에 따르면 총 불확실성은 전망 단계별 불확실

성과 내부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분해되며, 전망 단계

별 불확실성은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

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Eq. (8)과 같이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

성을 연관 단계에 절반씩 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다른 

가중치를 가지게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의 대

안으로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을 주효과에 의한 불확

실성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교호작용

에 의한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두 단계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더 불확실한 단계의 기여도가 덜 불확실한 단계의 기

여도보다 클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배출 시나리오의 주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이 50, GCM의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

이 10, 두 단계의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이 60인 예를 생각

하여 보자. 동등하게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을 분배

한다면 배출 시나리오와 GCM의 불확실성은 각각 80, 40이 

된다. 여기서 80은 배출 시나리오의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

이 50에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의 절반인 30을 더한 

값이고, 40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값이다. 주효과에 의한 불

확실성 크기에 따라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을 분해한

다면, 그 비율이 5:1이므로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 60

은 배출 시나리오와 GCM에 각각 50, 10으로 분배된다. 따라

서 배출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은 100, GCM의 불확실성은 20

이 된다. 

3. 자료 분석

3.1 자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충주댐의 월별 유량을 전망한 자료

이다. 이 자료는 Lee et al. (2017), Kim et al. (2018)에서 분석

한 자료로, 본 연구가 Kim et al. (2018)의 후속 연구 성격을 

지님을 고려하여, 결과의 비교를 위해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

다. Fig. 3는 대상 유역인 충주댐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

다. 전망 기간은 2030년 1월부터 2059년 12월까지이다. 분석

은 여름(7-9월)과 겨울(12, 1, 2월) 두 계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계절에 대하여 30년 평균 유량을 계산하여 이를 불확실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망에 사용된 배출 시나리오는  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SRES) Fourth Annual Report (AR4)에

서 제시한 A2와 B1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IPCC 20C3M에 

근거한 19개의 GCM 중 한반도에 적합한 4개를 선택하였다. 

GCM 선택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Lee et al. (2017)을 참조한

다. 상세화 기법은 2개의 통계적 기법을 선택하였는데 하나는 

이중선형 회귀(bilinear regression, BR; Kilsby et al. 1998) 방

Fig. 3. Chungju Dam in the study basin



I. Ohn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1(S-1) 1067-10781074

법이고 하나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Gardner and Dorling, 1998)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수문모형

으로는 수자원 전망에 널리 사용되는 2개의 모형인 abcd와 

GR2M을 사용하였다(Wolock and McCabe 1999). 이를 정리

하면 Table 1과 같다. 선정된 시나리오들을 조합하여 총 32개

의 수자원 전망을 산출하였다. 사용된 상세화 기법과 수문모

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Lee (2013)을 참조한다.

Fig. 4은 계절별 유량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좌상단 그림에서 “A2” 배출 시나리오 위의 찍힌 점

들은 A2 배출 시나리오를 사용한 전망값들을 나타낸다. 붉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점은 이 값들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주황

색 사각형 형태의 점은 중앙값(median)을 의미한다. 점들을 

이은 선분은 해당 단계 이외의 모든 단계의 시나리오 조합이 

같은 전망들을 연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좌상단 그림에서 연결

된 두 점은 배출 시나리오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의 시나리오들

이 모두 같은 두 시나리오 조합에서 산출된 전망값을 나타낸다.

여름과 겨울 계절 모두 GCM 선택에 따라 전망값이 많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름의 경우 네 개의 GCM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다른 값을 전망하였다. 반면 수문 모형의 

경우 abcd나 GR2M은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비슷

한 값을 전망하였다. 배출 시나리오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나

리오 선택이 전망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GCM 단계

의 불확실성은 크고, 배출 시나리오와 수문 모형 단계의 불확

실성은 작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한다. 상세화 기법의 경우 두 

기법에 따른 변화가 여름과 겨울이 상이하였는데, 여름의 경

우 BR이 더 높은 유량을 전망한 반면, 겨울의 경우 더 낮게 전

망하였다.

3.2 불확실성 분해 결과

Table 2는 2차 교호작용 분산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전망값

의 총 분산을 분해한 결과이다. 총 불확실성은 각 전망 단계의 

주효과와 단계 간의 2차 교호작용, 그리고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분해된다. 괄호 안의 백분율은 총 불확실성에

서 해당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여름의 경우 GCM의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상세화 기법의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 GCM과 상

세화 기법의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이 그 뒤를 이었

다. GCM과 상세화 기법의 주효과와 2차 교호작용 효과에 의

한 불확실성은 각각 총 불확실성의 68.9%, 13.3%, 5.5%를 차

지하는데, 이를 모두 더하게 되면 총 불확실성의 87.7%를 차

지하여 두 단계가 전체 불확실성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겨울의 경우 상세화 기법의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GCM과 상

세화 기법의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 GCM의 주효과

에 의한 불확실성 그 뒤를 따랐다. 여름과 마찬가지로 GCM과 

상세화 기법이 총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었으

며, 두 전망 단계의 주효과와 2차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

성을 모두 더하면 총 불확실성의 93.1%를 차지하였다.

배출 시나리오와 수문 모형의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과 

이 두 전망 단계가 관련된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은 총 불

확실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계절 모두에서 작은 편이었

다. Table 2에서 여름의 경우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

을 모두 더하면 총 불확실성에서 10.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겨울의 경우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은 총 

불확실성에서 26.7%를 차지하였다. 여름보다 겨울에서 교호

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이 총 불확실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다룬 충주댐 유량전망 자

Table 1. Scenarios, models and methods used in the study 

Stage Description

Emission scenarios  A2, B1

GCMs
 CSIRO-Mk30, MPI-M-ECHAM5,

MIUB-ECHO-G, MRI-M-CGCM232

Downscaling techniques BR, ANN

Hydrological model abcd, GR2M

Table 2. Uncertainties from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four 

stages and from internal variability for two seasons. The 

percentage in the bracket indicates the proportion of the 

uncertainty of each stage contributed to the total uncertainty. ES 

stands for emission scenario, GCM for global circulation model, 

DS for downscaling technique and HM for hydrological model. `:’ 

notation indicates interaction between two stages.

Season

Effects Summer Winter

ES 868.4 (3.6%) 2.6 (0.1%)

GCM 16454.2 (68.9%) 496.8 (17.5%)

DS 3179.4 (13.3%) 1493.5 (52.8%)

HM 84 (0.4%) 3.2 (0.1%)

ES:GCM 1007.4 (4.2%) 76.1 (2.7%)

ES:DS 33.1 (0.1%) 14.3 (0.5%)

ES:HM 0 (0%) 0.1 (0%)

GCM:DS 1323.4 (5.5%) 646.9 (22.8%)

GCM:HM 158.2 (0.7%) 10.8 (0.4%)

DS:HM 1.1 (0%) 9.1 (0.3%)

Internal variability 769.4 (3.2%) 78.2 (2.8%)

Total 23878.6 (100%) 2831.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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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mmer season

(b) Winter season

Fig. 4. Streamflow projection values based on scenarios for each stage in two seasons. ES stands for emission scenario, GCM for global 

circulation model, DS for downscaling technique and HM for hydrolog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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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경우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은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과 비교하였을 때 총 불확실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으나, 분석 유역에 따라 이 비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타 유역에서의 불확실성 분석을 통해 수자원 

전망의 불확실성 분석에서 교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부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은 두 계절 모두에서 약 

3%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총 불확실성의 대부분은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 선택에서 발생함을 의미한다. 

Table 3은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에 기반한 불확실성 분해, 

Kim et al. (2018)이 제안한 방법에 따른 불확실성 분해, 그리

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불확실성 분

해 방법 3가지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Kim et al. 

(2018)의 방법은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번째 단계까지의 누

적 불확실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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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측도로 범위(range), 분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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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사용한 전망값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부터 번째 단계까지의 누적 불확실성은 번째 단

계보다 뒤에 오는 단계들의 시나리오 조합을 고정한 후 측정

한 불확실성 값들의 평균으로 이해할 수 있다. Kim et al. 

(2018)은 개별 단계의 불확실성을 누적 불확실성의 차이로 정

의하였는데, 번째 단계의 불확실성은 번째 단계까지의 누

적 불확실성과 번째 단계까지의 누적 불확실성의 차이

로 정의하였다. 이는  이라 두었을 때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11)

이와 같이 Kim et al. (2018)이 제안한 불확실성 분해 방법

은 개별 단계의 불확실성을 누적 불확실성을 통하여 정의하기 

때문에 누적 불확실성 방법이라 부른다. 누적 불확실성 방법 

에서 불확실성 측도는 동등한 비교를 위해 분산 척도를 사용

하였다.

세 가지 방법 모두에서 여름의 경우 GCM으로 인한 불확실

성이 총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컸으며, 상세화 기

법, 배출 시나리오, 내부변동성, 수문 모형 순으로 불확실성이 

컸다. 겨울의 경우 상세화 기법에 의한 불확실성이 총 불확실

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GCM, 내부 변동성, 배출 시나

리오, 수문 모형 순으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에 따라 분해 결과가 달라

지는데, 그 정도는 겨울이 여름에 비해 컸다. 겨울에서 교호작

Table 3. Uncertainties from four stages and internal variability for two seasons using the three methods. The percentage in the bracket 

indicates the proportion of the uncertainty of each stage contributed to the total uncertainty. 

Stage
Method

main effect ANOVA Cumulative uncertainty method Proposed method

Summer

Emission scenario 868.4 (3.6%) 2645.9 (11%) 1388.7 (5.8%)

GCM 16454.2 (68.9%) 17968.3 (75.2%) 17698.7 (74.1%)

Downscaling technique 3179.4 (13.3%) 3180.4 (13.3%) 3858.2 (16.2%)

Hydrological model 84 (0.4%) 84 (0.4%) 163.7 (0.7%)

Internal variability 3292.6 (13.8%) - 769.4 (3.2%)

Total 23878.6 (100%) 23878.6 (100%) 23878.6 (100%)

Winter

Emission scenario 2.6 (0.1%) 159.7 (5.6%) 47.9 (1.7%)

GCM 496.8 (17.5%) 1166 (41.2%) 863.7 (30.5%)

Downscaling technique 1493.5 (52.7%) 1502.5 (53.1%) 1828.6 (64.6%)

Hydrological model 3.2 (0.1%) 3.2 (0.1%) 13.1 (0.5%)

Internal variability 835.4 (29.5%) - 78.2 (2.8%)

Total 2831.4 (100%) 2831.4 (100%) 283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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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 기반 방법은 

GCM의 불확실성이 총 불확실성의 17.5%만큼 기여하는 것

으로 분석하였으나 교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제안 방법은 

30.5%만큼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상세화 기법의 불

확실성은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 기반 방법이 52.7%로 평가한 

반면 교호작용을 고려한 제안 방법은 64.6%로 평가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교호작용 고려 여부에 따라 불확실

한 단계의 순서가 변하지는 않았으나 정량적인 기여도 평가에

서는 교호작용 고려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것이다. 2.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주효과 분산분석 모형

은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동을 모두 내

부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내부 변동

성에 의한 불확실성을 과대 추정할 위험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방법에 비해 내부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크게 추정하였다. 교호작

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이 총 불확실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큰 편은 아니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내부 변동성 및 전망 단계들이 총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정도

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누적 불확실성 

방법은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을 연관된 두 단계 중 

앞선 전망 단계에 할당하기 때문에 배출시나리오와 GCM의 

불확실성을 다른 두 방법에 비해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전망 단계들의 교호작용을 고려하

여 총 불확실성을 분해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기존의 불확실성 분해 방법들과 달리 전망 단계 간

의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을 각 전망 단계로 분해하

여 할당한 후 이를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과 합하여 전망 단

계별 불확실성을 계량화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을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계량화

할 뿐만 아니라,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의 합이 총 불확실성과 

같아지는 특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각 전망 단계가 총 불확실

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장

점이 있다.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충주댐 유역의 미래 유량 전망 자료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확실성

의 경우 여름과 겨울 두 계절 모두에서 주 효과에 의한 불확실

성에 비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여름의 경우 총 불확실

성의 10.5%가 교호작용 효과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겨울의 경우 26.7%가 교호작용 효과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량 전망의 총 불확실성에서 각 전망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량화하였으며, 두 계절 모두 GCM과 상세

화 기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

름철의 경우 GCM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총 불확실성의 

74.1%로 가장 크게 평가되었으며, 겨울철의 경우 상세화 기

법의 불확실성이 64.6%로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단계의 시나리오가 관여하는 수자원 전망의 특성상 

전망 단계 간의 교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전망 결과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교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는 방

법에 따라 불확실성 분석 시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교호작용 효과 문제를 고려한 불확실성 분석 가이드라

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와 

의사결정자들이 불확실성 분석 시 교호작용 효과를 처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을 분산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호작용 효과의 문제를 다루었다. 분산 측도는 이상치에 취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ilcox, 2011),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상치에 둔감한 평균 절대편차(mean 

absolute deviation), 사분범위(interquartile range)등의 측도

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산 이외의 불확실성 측도를 사용

하였을 때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방법은 

추후 연구를 통해 규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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