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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시간해상도가 미래 IDF곡선 추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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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domestic researches on the future design rainfall have been conducted by applying various temporal downscaling techniques

based on daily temporal resolution data produced from Regional Climate Model (RCM) provided by Korea Mete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nd CORDEX. However, no matter what temporal downscaling techniques are applied, many assumptions are needed in

the process of estimating the design rainfall for sub-daily duration from daily rainfall time ser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RCM temporal resolution on the estimation of future IDF curves. For this purpose, temporal resolution 3-hour and

24-hour rainfall data were constructed using observed hourly rainfall time series of KMA of Busan station. And, the derived IDF 

curves were compared with the IDF curve derived from temporal resolution 1-hour rainfall time series, respectivel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IDF curve derived from the temporal resolution 3-hour rainfall data reproduces the IDF curve derived

from the observed hourly rainfall time series better. Also, future IDF curves were derived from temporal resolution 3-hour future 

rainfall time series that dynamically downscaled at Busan station using RCM (WRF), general climate model HadGEM2-AO driven

by RCP 8.5 scenario. Finally, the effect of RCM's temporal resolution on the estimation of future IDF curves was analyzed by

comparing with the future IDF curve derived from temporal resolution 3-hour and 24-hour future rainfall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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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미래 확률강우량 분석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기상청이나 CORDEX에서 제공하는 지역기후모델(Regional Climate 

Model, RCM)로부터 생산된 일-단위 시간해상도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간적인 다운스케일링 기법을 적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시간적인 다운스케일링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일-단위 강우 시계열로부터 일-단위 이하의 지속시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RCM에서 일-단위 이하의 시간해상도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면, 미래 IDF곡선 추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상청 

부산지점의 관측 시간강우자료를 시간해상도 3-시간과 시간해상도 24-시간으로 구성하여 유도한 IDF곡선을 시간해상도 1-시간

으로 유도한 IDF곡선과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간해상도 3-시간 자료로부터 유도한 IDF곡선이 시간해상도 1-시간

강우 시계열로부터 유도된 IDF곡선을 더 우수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 구동된 

전지구기후모델 HadGEM2-AO를 RCM인 WRF를 이용하여 동역학적으로 다운스케일한 부산지점 시간해상도 3-시간의 미래

강우 시계열로부터 미래 IDF곡선을 유도하였다. 최종적으로 시간해상도가 3-시간과 24-시간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유도된 

미래 IDF곡선을 비교함으로써 RCM의 시간해상도가 미래 IDF곡선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 기후변화, IDF곡선, 지역기후모델, 시간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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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PCC, 2014). 기상이변이 늘어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기후변화가 

수문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중이다(Hamlet and Lettenmaier, 1999; Christensen 

et al., 2004; Piao et al., 2010). 기후변화는 강우량의 변화를 

야기하고 수문시스템의 양이나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IPCC, 2014)에서는 대부분의 중위도 대

륙 습윤 지역에서는 극한 강수 현상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극한강우의 빈도 및 강도

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극한강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10월 태풍 차바가 울산에 상륙하여 시간당 130mm의 비가 

내려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017년 7월 인천에 시간

당 10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내려 도시 일부분이 침수되었

다. 그리고 2017년 9월 부산에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반복되는 

폭우에 수공구조물은 본래의 방재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는 방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현재의 설계기

준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

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강우에 대한 수공구조물의 

설계기준을 재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공구조물은 다양

한 설계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지속시간과 재현기간을 

고려한 설계강우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설계강우량 산정

에는 IDF곡선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공구조물의 설계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IDF곡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IDF곡선은 대부분 일-단위의 시간

해상도로 제공된 미래 강우 시계열을 이용하여 유도돼왔다

(Kim et al., 2008; Choi et al., 2016). 수공구조물 설계를 

위해서는 분-단위 또는 시간-단위 지속시간의 IDF곡선이 필

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적인 다운스케일링 기법을 개발하

여(Burlando and Rosso, 1996; Schmidli, et al., 2006), 일-단위

의 미래 강우 시계열로부터 다양한 지속시간(일-단위 이하)의 

미래 IDF곡선을 유도하여왔다. 하지만 어떠한 시간적인 다운

스케일링 기법이 적용되더라도 일-단위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단위 강우자료의 통계학적 특성을 추론하는 것에는 많은 

가정이 필요하게 되며, 그러한 가정이 포함됨에 따라 추가되

는 불확실성의 증가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기상청에서는 

시간해상도 3-시간의 미래 강우 시계열을 생산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우 시계열의 시간해상도가 IDF곡

선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상청 부산지점에 관측된 과거 시간-단위 강우자료를 시간

해상도 3-시간과 24-시간으로 각각 재구성하여 IDF곡선을 

유도한 후에,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RCP 8.5 시나리오

에 따라 구동된 전지구기후모델(General Climate Model, 

GCM) HadGEM2-AO를 지역기후모델(Regional Climate 

Model, RCM)인 WRF를 이용하여 동역학적으로 다운스케

일한 자료로부터 부산지점에 해당되는 자료를 추출한 후에, 

주어진 시간해상도 3-시간의 미래 강우 시계열로부터 미래 

IDF곡선을 유도하였으며, 동 자료의 시간해상도가 24-시간

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유도될 수 있는 미래 IDF곡선과 비교

함으로써 RCM의 시간해상도가 미래 IDF곡선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정보

2.1 관측자료 정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인 부산지점에 대하여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시간해상도 1-시간 관측 강우량 자료를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정리하였다. IDF곡선을 작성하기 

위해 부산지점의 관측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연 최대치 강우강도 시계열을 작성하였다. 지속시간은 1-시

간부터 24-시간까지 총 24개의 지속시간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 시간해상도 1-시간 관측 강우량 자료를 시간해상도 

3-시간과 24-시간 강우량 자료로 각각 재구성하여 지속시간

별 연 최대치 강우강도 시계열을 작성하였다. 시간해상도 

3-시간의 경우 지속시간은 3-, 6-, 9-, 12-, 15-, 18-, 21-, 

24-시간으로 총 8개의 지속시간에 대한 연 최대치 시계열을 

구성하였고, 시간해상도 24-시간의 경우 지속시간 24-시간

에 대한 연 최대치 시계열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산지점의 관측 강우량 자료에 

대해 분석하였다. Fig. 1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지점의 

연강수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연강수량의 평균은 1,519 mm이

며, 최대는 2,400 mm, 최소는 900 mm이다. 1999년, 2003년, 

1985년 순으로 연강수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Annual Precipitation at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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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 duration (b) Long duration 

Fig. 2. Annual Maximum Rainfall Intensity at Busan

Fig. 2는 시간해상도 1-시간 관측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지속시간별 연 최대치 강우강도를 짧은 지속시간과 

긴 지속시간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이다. 지속시간 1-시간에 

대한 연 최대치 강우강도는 1983년, 2008년, 1997년 순으로 

높은 값이 기록되었으며(Fig. 2(a)), 지속시간 24-시간에 대해 

연 최대치 강우강도는 높은 순으로는 1991년, 2009년, 1999

년이다(Fig. 2(b)). 같은 강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지속시간에 따라 연 최대치 강우강도 시계열은 서로 다른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Figs. 1과 2를 비교해 볼 

경우, 연강수량이 높은 해가 반드시 지속시간별 연 최대 

강우강도가 높은 해로 기록되고 있지 않음을 아울러서 살펴

볼 수 있다.

지속시간별 연 최대치 강우강도 시계열 사이에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 최대치 강우강도 시계열들 사이의 교차상

관계수를 살펴보았다(Fig. 3). Fig. 3으로 볼 때, 긴 지속시간

의 연 최대치 강우강도 시계열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성

을 보이고 있으나, 짧은 지속시간의 연 최대치 강우강도 

시계열들 사이에는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긴 지속시간과 짧은 지속시간의 연 최대치 강우강도 시계열 

사이의 상관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 Cross Correlation of Observed Data by Duration

2.2 미래자료 정보

미래 기후자료는 GCM과 RCM으로부터 획득된다. GCM

은 넓은 지역에 낮은 공간해상도로 모의된 기후모델이다. 

GCM이 가지는 낮은 공간해상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RCM을 이용하여 공간적으

로 역학적인 다운스케일을 한 후, 생산된 자료를 본 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단일 GCM과 RCM을 선택하여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영국

에서 개발된 GCM인 HadGEM2-AO로부터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을 이용하여, 역학적으로 

다운스케일링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HadGEM2-AO는 기본적으로 대기, 해양, 해빙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 기후계 구성요소 간의 에너지, 운동량, 수분속 

등의 상호작용을 표현할 수 있고,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의 

지표기온 및 강수를 비교적 현실성 있게 모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aek et al., 2013). HadGEM2-AO의 모델 안정화 

기간을 200년, 400년, 1000년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였

고, 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인 400년 제어 적분의 HadGEM2-AO 자료

를 지역기후모델의 경계자료로 이용하였다. 모델의 격자수

는 × (격자당 ×), 연직층수는 17개이

며, 시작 위⋅경도는  이다. 1년은 360일로 

구성되어 있다.

WRF는 날씨 예보와 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중규모 수치 

예보 시스템이다. WRF는 3차원 변분 자료 동화 시스템

(3DVAR data assimilation)과 병렬컴퓨터 플랫폼, 시스템 

확장성을 따르는 소프트웨어 구조(software architecture)를 

포함한 다중 역학 코어를 특징으로 한다. CORDEX-East 

Asia에서 장기간 기후 모의를 위해 스펙트럴 너징(spectral 

nudging)이 적용된 WRF3.2를 사용하였다(von Storch et al., 

2000). Fig. 4는 WRF를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만을 12.5 

km의 수평 해상도로 상세화한 모의영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모의영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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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wrf-model.org)

를 참고할 수 있다. 

Fig. 4. High Resolution Climate Change Scenario Area

on the Korean Peninsula

획득된 미래 강우 시계열의 공간해상도는 12.5-km 이며, 

시간해상도는 3-시간이다. 모의된 자료의 현재기간은 1981

년부터 2010년까지, 미래기간은 2021년부터 2050년까지이

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 8.5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공간해상도 12.5-km 격자자료들 중에서 부산지점에 

해당되는 자료를 추출하여 미래 부산지점의 강우 시계열로 

간주하고 이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스케일 분석

3.1 스케일 특성

scale-invariance 기법의 적용을 위해 부산지점 관측 자료

의 스케일 특성을 검토하였다.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의 

scale-invariance 관계는 아래와 같다고 가정한다.

 
    



  (1)

여기서, 는 




 로 정의된다.  
는 지속시간 -시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의 차 모멘트 이며, 는 스케일 

지수이다. 스케일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속시간(실제로는 

)에 따른 특정 차수의 모멘트의 관계를 회귀분석하면, 차수

별 스케일 지수(scale exponent)인 를 구할 수 있다. Eq. 

(4)에서 스케일 지수 와 모멘트 차수 의 관계가 선형이

면 단일 스케일(simple scailng)이고, 비선형이면 다중 스케일

(multi scailing)이다. 기존의 scale-invariance 기법은 모멘트

법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률가중모멘트법

(Method of Probability Weighted Moments, PWM)에 기반하

여 scale-invariance 기법을 적용하여 스케일 특성을 검토하

였다(Yu et al., 2004). 이는 본 연구에서 scale-invariance 

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가 확률강우량에 

관한 것이며,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때 모멘트법보다는 PWM

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PWM에 대해서도 스케일 특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PWM을 이용한 scale-invariance 

관계는 아래와 같다.







 (2)

여기서, 
는 지속시간 -시간에 대한 차 PWM이고, 

 는 PWM으로 산정한 스케일 지수이다.   

라 하면,  는 모멘트법을 적용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차수 는 0, 1, 2, 3, 4차를 사용하였다. 

스케일 지수  를 산정하기 위해, PWM 차수 별로 구해

진 PWM을 지속시간에 따라 전대수지상에 도시한 다음 

선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Fig. 5). 회귀분석하여 구해진 스

케일 지수  와 PWM 차수  사이의 관계식을 도출하였

다. 0차에서부터 4차까지 스케일 지수는 모든 차수에 대해 

비슷한 값으로 산정되어 상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부산지점

의 는 모든 차수의 스케일 지수를 평균한  로 

산정되었다(Fig. 6).

Fig. 5.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Values of PWM

and Rainfall Duration at Busan

Fig. 6. Scale Exponents at the Various Orders of PWM 

Order for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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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점의 지속시간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을 단일 

스케일 특성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위의 분석과 같이 단일한 

스케일 지수   (=0.6039)를 적용하여 지속시간 24-시간 확률

강우량으로부터 지속시간 24-시간 이하의 지속시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하는 것이 scale-invariance 이론 상 타당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ig. 5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경우, 지속시간이 짧은 구간, 중간 구간, 지속시간이 

긴 구간으로 구분한다면 각 구간별 기울기가 서로 다르게 

계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는 부산 지점의 지속시간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을 다중 

스케일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여야 함을 의미

한다.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의 다중 스케일 특성은 사실 

Figs. 2와 3에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긴 지속시간

의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들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 외의 시계열들 사이에는 상관

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3.2 변환계수 산정

시간해상도 3-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한 지속시간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15-시간, 18-시간, 21-시간, 

24-시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값은 시간해상도 1-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한 지속시간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

열값 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간해상도 24-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한 지속시간 24-시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값도 시간해상도 1-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한 지

속시간 24-시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값 보다 작아질 

것이다. 이러한 강우자료의 시간해상도에 따른 오차를 보정

하기 위해 각각의 시간해상도로 획득한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 사이에서 지속시간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오차

를 보정할 수 있는 변환계수를 산정하였다. 시간해상도 3-시

간 자료로부터 획득한 지속시간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

의 변환계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횡축에 시간해상도 3-시

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을, 종축에 시간해상도 1-시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을 두고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Fig. 7은 지속시간별로 이와 같은 회귀분석

을 수행하여 산정한 변환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1은 지속시간별로 수행된 회귀분석의 정확도를 검토하기 

위한 결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속시간이 증가할수록 시간해상도에 따른 연 최대 강우

강도가 서로 비슷하게 산정되어 결정계수( )는 1에 가깝게 

산정되고 있다(Table 1). 짧은 지속시간에 대한 변환계수는 

시간해상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결정계

수가 산정되었다. 이는 짧은 지속시간에 대해 연 최대치 

시계열값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속시

간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속시간에 대한 변환계수는 

결정계수가 0.99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이므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해상도 24-시간의 변환계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단, 시간해상도 

24-시간 자료에서는 지속시간 24-시간에 대한 변환계수만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Fig. 8과 같다.

Fig. 8에서 시간해상도 24-시간 자료의 지속시간 24-시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에 대한 시간해상도 1-시간 자료의 

지속시간 24-시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의 변환계수는 

결정계수가 0.8063으로, 시간해상도 3-시간 자료의 지속시간 

3-시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에 대한 시간해상도 1-시간의 

지속시간 3-시간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의 변환계수를 추정

할 때의 결정계수 0.8634보다 낮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시간해상도 24-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해상도 1-시간의 

자료로 변환하는 것은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3 Scale-Invariance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보정된 지속시간별 연 최대 강우강

도 시계열로부터 Gumbel분포를 적용하여 확률강우강도를 

추정하였으며(매개변수 추정은 L-moment 법을 이용), 재현

기간은 10년부터 200년까지 10년 단위를 사용하였다. 추정

된 확률강우강도의 시간적인 다운스케일링을 위하여 scale- 

invariance 기법을 적용하였다. 시간해상도 24-시간 자료가 주

어진 경우에는 Burlando and Rosso(1996)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단일 스케일 특성을 이용한 관계식이 적용되어 24-시간 

이하의 지속시간에 대한 확률강우강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
 (3)

여기서, 
는 재현기간 -yr 지속시간 -시간 확률강우강

도, 
 는 재현기간 -yr 지속시간 24-시간 확률강우강도이고, 

는 스케일 지수이다. Eq. (3)에서 사용된 스케일 지수 는 

스케일 특성을 검토할 때 구한 단일 스케일 지수 
을 

이용하였다.

시간해상도 24-시간 강우자료가 주어질 경우에는 scale- 

invariance 기법을 이용하여 24-시간 이하의 지속시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일 스케일 특성을 가정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해상도 3-시간 강우자료의 주어질 경우

에는 원 자료가 가지고 있는 다중 스케일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속시간 구간별로 다양한 스케일 지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지속시간 -시간 확률강우강도 
와 지속

시간 -시간 확률강우강도 
가 주어진다면(예를 들어, 

=3-hr, =6-hr), 지속시간 과 지속시간   사이 구간에서의 

스케일 지수 
 

는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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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ration 3-hr (b) Duration 6-hr

(c) Duration 9-hr (d) Duration 12-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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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Conversion Factors (temporal resolution: 3-hr￫1-hr)

Duration 3-hr 6-hr 9-hr 12-hr 18-hr 24-hr


 0.8634 0.9926 0.9938 0.9985 0.9990 0.9984

Table 1.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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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version Factor (temporal resolution: 24-hr ￫ 1-hr)

Eq. (4)를 이용하여 지속시간 과 지속시간   사이의 

지속시간 -hr(예를 들어, =4-hr 또는 =5-hr) 확률강우강

도는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5)

Eqs. (3)과 (4)를 이용하여 스케일 지수  ,  , 

…, 를 산정하여, 지속시간 4-, 5-, 7-, 8-, ···, 19-, 

20-, 22-, 23-시간에 대한 확률강우강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중 스케일 특성을 반영한 

지속시간 구간별 스케일 지수들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속시간 1-시간과 지속시간 2-시간 확률강우강도를 추정하

기 위한 스케일 지수 을 구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산정한 지속시간 구간별 스케일 지수  
와 지속시

간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여 을 산정하고자 하였

다. Fig. 9(a)는 재현기간별 지속시간 구간별 스케일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Fig 9(a)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스케일 지수

는 지속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재현기간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시간별로 일관성 

있는 추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산지점의 경우에는 스케

일 지수  ,  , 와 지속시간 사이의 관계로부

터 를 산정하였으며(Fig. 9(b)), 이를 이용하여 지속시

간 1-, 2-시간 확률강우강도를 추정하였다.

(a) Scale exponent (b) Extrapolation of scale exponent

Fig. 9. Observed Scale-exponent at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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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DF곡선 비교결과

시간해상도 1-시간, 3-시간, 24-시간 관측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강도를 추정하고, IDF곡선을 유도한 결

과를 Figs. 10과 11에 도시하였다. Fig. 10(a)에서 ‘obs’로 

표기한 부분은 시간해상도 1-시간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유

도한 IDF곡선이며, ‘SI03’로 표기한 부분은 시간해상도 3-시

간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유도한 IDF곡선을 의미한다. Fig. 

10(b)는 Q-Q plot을 나타낸 그림으로, 3-시간 시간해상도의 

강우자료로 유도한 IDF곡선은 1-시간 시간해상도의 강우자

료로 유도한 IDF곡선을 전체적으로 우수하게 재현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a)에서 ‘SI24’로 표기한 부분은 시간해상도 24-시

간의 강우자료를 이용한 유도한 IDF곡선을 의미한다. 시간

해상도 24-시간의 확률강우강도는 시간해상도 1-시간의 확

률강우강도와 비교할 때 지속시간 3-hr에서 21-hr 사이에서 

낮게 추정되고 있으며(Fig. 11(a)), 이는 Fig. 11(b)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두 개의 IDF곡선을 비교해 볼 때, 미래 일 강우자료가 

주어질 경우 scale-invariance 기법을 이용하여 24-시간 이하

의 지속시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할 때의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다음 장에 미래자료를 이용한 IDF곡선을 

유도하여 비교함으로써 이에 대한 수치적인 분석을 시도하

였다.

(a) IDF curve (b) Q-Q plot 

Fig. 10. Comparison of IDF Curves (temporal resolution: 1-hr & 3-hr)

(a) IDF curve (b) Q-Q plot 

Fig. 11. Comparison of IDF Curves (temporal resolution: 1-hr & 24-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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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IDF곡선

4.1 Delta-Change 기법

기후모델로부터 모의된 결과는 어느 정도의 편의를 보이

며 이러한 계통적 오차(Systematic Bias)는 모형 내부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Park et al., 2012). 그렇기 때문에 

기후모델에서 모의된 자료는 편의보정을 수행하여 이용한

다. 편의보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Delta-Change-Method(DCM)를 적용하였다. DCM은 간단

하고 쉬운 적용법으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Akhtar et al., 2008; Hay et al., 2008).

DCM을 적용하여 보정된 미래 확률강우량 ′를 산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Olsson et al., 2012).

′  ∙



(6)

여기서, 는 기후모델에서 생산된 자료로부터 추정한 

미래기간 확률강우강도, 는 기후모델의 현재기간 모의자

료로부터 추정된 확률강우강도, 는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확률강우강도이다. 현재와 미래자료의 확률강우강

도의 비를 이용하여 change factor(즉, )를 산정한 다음, 

관측 자료에 적용하여 미래자료의 확률강우강도를 보정하

는 원리이다.

Fig. 12(a)에 지속시간별 재현기간별 현재기간 모의자료

의 스케일 지수를 나타내었다. 관측 자료로부터 구한 스케일 

지수(Fig. 9(a))와 비교해 볼 때, 재현기간에 따라서는 둔감하

며, 지속시간에 따라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산정된 스케일 지수 값들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Fig. 12(b)에 지속시간별 재현기간별 

미래기간 모의자료의 스케일 지수를 도시하였다. Fig. 12(a)

의 스케일 지수와 비교해 볼 때, 기후모델의 현재자료와 

미래자료의 스케일 지수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Fig. 12로부터 단일 스케일 특성을 적용하여 24-시간 

이하의 지속시간에 대한 미래 확률강우강도를 추정할 경우 

많은 오차가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4.2 미래 IDF곡선

미래 IDF곡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모델자료를 시간해상

도 3-시간, 24시간으로 구성하여 연 최대 강우강도 시계열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된 강우강도 시계열의 시간해상

도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관측 자료로부터 계산한 

변환계수를 적용하여(Figs. 7과 8) 이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확률강우강도를 추정하기 위해 적용된 지속시간은 3-, 6-, 

9-, 12-, 15-, 18-, 21-, 24-시간이며, 적용된 재현기간은 10, 

30, 50, 100, 200년이다. 확률분포형은 Gumbel분포를 이용하

였다(매개변수 추정은 L-moment 법을 이용). 추정된 지속시

간별 재현기간별 미래 확률강우강도는 Eq. (6)에 나타낸 

DCM을 이용하여 추정된 미래 확률강우강도를 보정하였으

며, Eqs. (4)와 (5), Fig. 9에 나타낸 scale-invariance 기법을 

적용하여 나머지 지속시간(1-, 2-, 4-, 5-, …, 19-, 20-, 22-, 

23-시간)에 대한 미래 확률강우강도를 추정하였다.

Fig. 13은 관측된 시간해상도 1-시간의 연 최대 강우강도

로부터 유도된 IDF곡선(Fig. 13에서 ‘2010’)과 시간해상도 

3-시간 및 24-시간의 미래 강우자료로부터 유도된 IDF곡선

(Fig. 13에서 ‘2050’)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 강우자료의 

시간해상도가 3-시간으로 주어질 경우 미래 확률강우강도는 

대부분의 지속시간에서 높게 추정되었으나, 지속시간 1-시

간의 경우에는 현재의 확률강우강도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확률강우강도의 변화율은 

지속시간 6-시간에서 최고 143%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속시

간 1-시간에서 최저 93%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

었다. 반면에, 미래 강우자료의 시간해상도가 24-시간으로 

주어질 경우 미래 확률강우강도는 모든 지속시간에 대해서 

(a) Present-climate-simulated data (b) Future-climate-simulated data

Fig. 12. Scale Ex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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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oral resolution: 3-hr (b) Temporal resolution: 24-hr

Fig. 13. Future IDF Curves

현재보다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전망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스케일 특성의 가정으로 인하여, 지속시간 

24-시간보다 작은 지속시간에 대한 미래 확률강우강도의 

증가 경향은 지속시간 24-시간 확률강우강도의 미래 변화율

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Fig. 

14를 통해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Fig. 14는 미래 강우자료가 시간해상도 3-시간 및 24-시간으

로 주어졌을 때, 지속시간 3-, 6-, 9-, 12-, 15-, 18-, 21-, 24-시간

에 대한 미래 IDF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시간 24-시간을 

제외한 모든 지속시간에 대해 시간해상도 3-시간의 확률강우

강도가 높게 추정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강우자료의 시간해상도가 24-시간 자료로 주어질 경우 

지속시간 24-시간보다 작은 지속시간에 대해 추정된 미래 

확률강우강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14. Differences in Future IDF Curves with Temporal 

Resolutio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CM 시간해상도가 미래 IDF곡선 추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시간해상도에 따라 IDF

곡선을 추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먼저, 관측강우자료를 이용

하여 시간해상도에 따른 IDF곡선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관측강우자료의 시간해상도를 1-시간, 3-시간, 24-시간으로 

구성하여 지속시간별 연 최대치 강우강도 시계열을 작성하

였다. 지속시간별 시간해상도 3-시간, 24-시간 연 최대치 

강우강도 시계열을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시간해상도 1-시간 

연 최대치 강우강도로 변환하였다. 시간해상도 3-시간의 

변환계수는 짧은 지속시간에서 큰 불확실성을 나타내었으

며, 지속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짧은 지속시간에 대해 시간해상도에 따라 오차가 커질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간해상도 24-시간의 변환계수는 시간

해상도 3-시간의 변환계수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나타내었

다. 변환된 강우강도 시계열을 이용하여 재현기간별 확률강

우량을 산정한 뒤, scale-invariance 기법을 적용하여 IDF곡

선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IDF곡선은 시간해상도 1-시간으로

부터 유도된 IDF곡선과 비교하였다.

시간해상도 1-시간으로 산정된 확률강우량 강도와 비교하

여 시간해상도 3-시간으로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모든 재현기

간에 대해 97~104% 값의 범위에서 유사하게 산정되었으며, 

시간해상도 24-시간으로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91~106% 값

의 범위에서 산정되었다. 시간해상도 24-시간의 확률강우량

은 시간해상도 3-시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오차범위를 보였

다. 이는 시간해상도 24-시간 강우자료의 경우에는 단일 

스케일 특성을 이용하여 지속시간이 24-시간 보다 작은 지속

시간에 대한 확률강우강도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미래 강우자료의 시간

해상도가 24-시간으로 주어질 경우 작은 지속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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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강우강도 추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

을 유추할 수 있었다.

시간해상도에 따른 불확실성을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

하여 시간해상도 3-시간으로 생산된 미래 강우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래 강우자료

는 GCM MSI-ESM-LR 및 RCM WRF를 이용하여 생산된 

자료이다. 시간해상도 3-시간 관측 자료로부터 유도된 다중 

스케일 특성을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미래 IDF곡선을 추정하

였으며, 미래 강우자료를 시간해상도 24-시간 자료로 재구성

한 후, 관측 자료로부터 유도된 단일 스케일 특성을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미래 IDF곡선을 추정하였다. 두 개의 IDF곡선을 

서로 비교한 결과, 지속시간 24-시간을 제외한 모든 지속시

간에 대해 시간해상도 3-시간의 확률강우강도가 높게 추정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 IDF곡선 추정 

시, 그동안 수행되어온 다양한 접근을 통한 시간적인 다운스

케일링 기법의 연구와 더불어서 RCM에서 제공되는 미래 

강우자료 자체의 시간해상도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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