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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과거에 수문자료 시계열 모의기법은 수자원시스템 설계에 사용되는 일강수량 모의에 주로 이용되

어 왔지만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사상의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 모의를 위한

방법론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문시스템에서 강수는 현상의 발생여부에 따라 건조일과 습윤일.
이 교대로 반복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조일 습윤일 등으로 구분하고 습윤일의 강수량,
을 상태별로 분류하여 각 상태별 천이확률을 계산함으로써 장래에 발생 가능한 강수사상의 모의

발생이 가능하다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로 기인하.
는 수문사상의 전체적인 거동의 변동사상을 추정하는 것이며 이를 기존 모형들과 연계시키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천이확률 및 강수 모의에 이용되는. Gamma
확률분포와 같은 분포형의 매개변수들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월강수량 또는 계절강수량의 총량

을 유사하게 모의할 수 있도록 CWGEN(Cross-validate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Weather
를 도입하였다 이를 국내 강수 지점을 대상으로 검토 평가하였다Generator) . .

핵심용어 모형 강수 기후변화핵심용어 모형 강수 기후변화핵심용어 모형 강수 기후변화핵심용어 모형 강수 기후변화: CCA, Markov Chain , ,: CCA, Markov Chain , ,: CCA, Markov Chain , ,: CCA, Markov Chain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일반적으로 일강수량을 모의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짧은 자료연한을 갖는 자료계열을 통계적

인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모의함으로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수자원의 영향 평가를 위함이다, .

이러한 목적으로 모형이 국내외에서 주로 연구되고 이용되어 왔다 기존Markov Chain . Markov

모형은 과거자료의 통계적 특성과 현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정상성 을 가정Chain (stationarity)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수문자료는 비정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

는 비정상성에 기초한 모형을 개발하였다Markov Chain .

일반적인 모형과 기 개발된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 인자를 입력 자료로Markov Chain

사용한다는 것이다 일강수량을 모의하기 위해서 계절강수량 해수면온도. , (sea surface

예측 결과등과 같은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일강수량 계열의 통계적 특성치를temperature), GCM

유지하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시간구간의 강수량의 총량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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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월부터 월까지의 개월 일강수량을 모의한다면 매년 개월 강수량의 총량을 외부인자6 9 4 4

로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서 매개변수가 변동하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Dynamic Markov Chain

다 이렇게 되면 일강수량 자료의 통계특성을 유지하면서 계절강수량의 총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며 기후변화 연구 등에 활용가치가 크다 하겠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울 및 광주 지점을 일강수량자료계열에 대해서 비정상성 Markov Chain

모형을 이용하여 강수계열을 모의하고 모형의 적용성 및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방법분석 방법분석 방법분석 방법2.2.2.2.

일반적으로 무작위 시계열 자료간의 계열 상관성만을 고려하는 미래의 상태를 현재와 과거의

상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만으로 추계학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을 과정이라고 하고 한정적Markov

인 상태공간에서의 과정을 라 한다 본 논문에서 취급할 일강수량 자료계Markov Markov Chain .

열은 유출량 자료계열에 비하여 유연성이 크고 수문학적인 지속성이 결여된 시계열 자료로써 이

와 같은 경우 을 적용하면 그 특성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ov Chain (Nord, 1975).

시계열의 바로 이전의 상태에만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를 차 이라고 하며 일1 Markov Chain

반적으로 이라고 하면 차 을 말하는 것이다Markov Chain 1 Markov Chain .

의 기본 개념은 어떠한 계 의 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할 때 그 계의 과거Markov Chain (system)

이력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이 단지 그 계의 현재 상태만을 알면 된다는 것이다 등(Hann ,

1976).

습윤기간내의 강수량간에는 종종 작은 값의 계열상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종속성이 있다고 보기

에는 무리가 많다 따라서 습윤일의 강수량 거동을 모델화하기 위하여 연속하는 사상간의 독립성.

을 가정하여 이론적인 분포를 적합시키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계학적 모형인. Markov

과 통계학적 모형을 결합하여 조건부 모형을 개발하였다 국내Chain downscaling Markov Chain .

서울 및 광주지점에 여름 강수량 월 월 에 적용하였다(6 -9 ) .

비조건부 모형의 개의 매개변수의 외부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이 이Markov Chain 4

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의 추계학적 매개변수들 즉 무강수에서 강수로 진행하는 전이확률. 4 ,

강수에서 강수로 진행하는 전이확률 그리고 강우량을 모의하기 위한 확률분(p01), (p11), Gamma

포의 축척매개변수( 와 형상매개변수) ( 은 매년 여름강수량 일 의 특성을 가지고 계산되게 된) (92 )

다 이렇게 추정된 개의 매개변수는 강수량을 모의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4 .

모형에서 각 상태공간에 존재하는 강수량의 수의 벡터 와 사상의 발생과 비 발Markov Chain (S)

생의 확률을 나타내는 천이확률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될 수 있고 각각을 행렬로 표시하(P)

면 다음과 같다.

P i j  
j  
m Si j
Si j 

(1)

여기서 행렬의 원소 는 상태 에서 상태 로 천이되는 확률을 나타내며 상태 에서는 반, Pi,j i j Si

드시 Si  , Si  , ,… Sim 중 한 곳으로 천이 되므로 각 행의 합은 이 된다 일강수량의 확률분포1 .

는 일반적으로 변수 분포를 이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변수 분포를 적용하였다2 Gamma , 2 Gamma .



1025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Gamma .

P x 
x  e x

(2)

여기서, x  , 는 축척매개변수를 는 형상매개변수를 나타낸다.

적용결과적용결과적용결과적용결과3.3.3.3.

년부터 년 까지 서울 대구 전주 광주 지점의 여름 월 일강수량 자료를 대상1961 2006 , , , (6-9 )
으로 모형을 적용시켰다 모형의 외부인자로서 월부터 월까지의 계절강수량을 고려하여 개의. 6 9 4
모형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매개변수를 토대로 일강수량을 매해 번 모의를 실시하였고. 50
이로부터 추정된 계절강수량을 에 나타내었다Figure 1 .
a) Seoul Station

b) Deegu Station

c) Junju Station

d) Gwangju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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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계절강수량을 외부인자로 사용함으로서 을 이용하여 일강수량을 모의함Markov Chain
과 동시에 계절강수의 총량을 함께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모의된 결과를 보면 실측 자료와 매.
우 유사한 거동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변동성.
을 고려하여 강수량을 모의할 수 있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외부인자로 고려하여 일강수를 모의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기후

변화 연구에 활용성이 높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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