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저해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 기상 및 기후요소는 용수공급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Li et al., 2016). 적은 

양의 강수로 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미국 캘리

포니아의 가뭄은 그 지역에 용수공급 제한을 유발하였다

(Williams et al., 2015). 국내에서도 봄철 강수량 부족 및 

마른장마의 영향으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보령댐의 저수율

이 역대 최저인 18.9%를 기록하기도 하였다(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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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rovides long-term forecasts to predict the grades of monthly precipitation for lead times

of 1, 2, and 3 months. However, the performance of long-term forecasts is low. The present study proposes a method for use 

of long-term forecasts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This method is based on the concept of risk aversion and compares “Capable

of flood or not?” and “Capable of drought or not?”, while the conventional approach compares “Capable of flood or normal?”

and “Capable of drought or normal?”.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the Chungju dam basin to assess its forecasting performance.

Evaluation indices such as hit rate and relative operating curve were used. Based on the risk-aversion-based approach, the evaluation

indices we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0.6-0.7, indicating that the forecasting performance is goo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risk-aversion-based approach can be advantageous in long-term forecasts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purposes, especially 

for preventing floods and dr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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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상청에서는 1, 2, 3개월의 월강수량 등급을 예측하는 장기예보 전망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은

충분히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예보 자료를 수자원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다. 기존의 접근 방법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

범주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 범주냐?’를 비교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접근 방법에서는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론을 충주댐유역에

적용하고,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지표 HR, ROC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지표가 0.6~0.7 정도로 산정되어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상청 장기예보 자료를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하여 활용하는 것이

홍수 및 가뭄 대응과 같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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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반대로 과도한 강수로 인한 홍수는 치수 목적의 수자

원 운영에 문제를 유발한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발생한 

장기간의 장마는 댐하류 지역에 극심한 홍수피해를 유발하

였다(Lee et al., 2020). 특히 기후변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빈번

하고 극심한 기상현상이 더 자주 발생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Romero-Lankao et 

al., 2014).

용수공급 제한 및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회

피(risk aversion) 개념 기반의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진다. 

위험회피 개념에 기반한다는 의미는 수자원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자원 공급을 

계획 및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Watkins Jr and McKinney, 

1997). Gandolfi et al. (1989)는 수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위험회피능력를 극심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심각한 붕괴

(dramatic failure)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가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용수 공급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현재의 댐 운영방식을 조정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You and Cai, 2008). 홍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댐 월류의 위험과 댐하류 범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댐 상하류의 수위를 고려하여 방류 

방식을 미리 조정하는 것 또한 위험회피 개념 기반의 수자원 

관리에 해당한다.

댐 운영 문제는 위험회피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이다(Bower et al., 1962; You and Cai, 2008; Jin et 

al., 2021). 안정된 수자원 관리 및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는 미래의 상황을 고려한 댐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미래의 홍수 및 가뭄 발생으로 유발되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다. 미래에 가뭄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공급량을 줄여 댐의 저수량을 늘리고, 

이를 미래의 공급에 사용함으로써 갈수피해를 예방한다.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댐의 저류량을 미리 방류

시켜 충분한 홍수저류용량을 확보함으로써 댐하류의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 즉, 현재의 댐 운영방식이 미래의 용수 

수급 제한 위험이나 홍수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결정되

는 것이다(Nardini et al., 1992).

댐 유입량의 많고 적음에 대한 정보는 기상 및 기후 상태에 

대한 예측자료로부터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

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장기예보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기상청의 장기예보는 기후예측시스템인 Global Seasonal 

forecast system version 5 (GloSea5)의 수치모델링 결과로부

터 기온, 강수와 같은 기상요소를 최대 3개월까지 예측한 

자료이다. 기상청의 장기예보는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전력 및 에너지, 농식품, 보험, 관광레저, 의류, 

가전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KMA, 2015a). 

수자원 분야에서는 장기예보를 주로 댐 운영에 활용한다. 

장기예보 예측치를 반영하여 댐 유입량을 모의하고 그에 

따라 댐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또한 댐 유입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앙상블 유량예측시스템의 앙상블 멤버 가중치 

결정에 활용하기도 한다(Croley, 2000; Schaake et al., 2007; 

Kang et al., 2007; Stedinger and Kim, 2010).

그러나 기상청 장기예보는 신뢰도의 문제가 있어 장기예

보의 활용이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예측선행

시간이 긴 장기예보는 기후시스템의 비선형성과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단기 및 중기예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성은 낮고 불확실성은 큰 특징이 있다(Son et al., 2017). 

예측 초기 시점의 작은 오차가 미래시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특성에 의한 한계가 있다(Slingo and Palmer, 2011). 

여러 연구들에서는 장기예보의 예측 정확도를 40% 이하 

수준으로 평가하였다(Lee et al., 2006; Son et al., 2017). 

또한, 국내에서 활용하는 기후예측모델의 성능이 그리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모델 개발 능력의 

부족으로 영국에서 도입한 Glosea5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초기장도 외국에서 생산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에 대한 예측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장기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상선진국의 60~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외

에도 기후변화, 예보관의 주관성 개입, 업무의 분산 및 전문인

력의 부족 등이 장기예보의 또다른 한계이다(KMA, 2017a).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장기예보는 미래

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예보 자료를 수자원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다. 기존의 장기예보 등급에서 A (Above normal)

와 B (Below normal)는 각각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과다한 

강수와 가뭄을 유발할 수 있는 과소한 강수를 의미한다. 

위험회피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N (Normal)은 위험 정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N의 정보를 A와 B에 포함시켜 

B를 회피하는 A와 N (즉, AN), A를 회피하는 B와 N (즉, 

BN)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대상 위험과 대상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상상태를 제외한 두 개의 다른 위험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다른 개념이다. 즉, 기존의 접근 방법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 범주냐, 가뭄 발생 가능성

이 있느냐?’를 비교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의 접근 방법에서

는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접근 

방법을 충주댐유역이 위치하는 충청북도 지역의 1, 2, 3개월 

장기예보에 적용하고,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현 정확도 수준의 기상청 장기예보가 효율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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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청 장기예보

2.1 장기예보 생산 현황

우리나라의 장기예보 생성 및 발령업무는 기상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는 1973년 월간예보로부

터 시작되어 1984년 5월부터 계절예보(여름, 겨울), 2001년

부터 1개월 예보와 6개월 예보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2006년 3월부터는 계절예보를 3개월예보로 대체하여 운영

하고 있다. 1999년 이전까지는 주로 기후값, 주기법, 다중회

귀 등의 통계학적 방법에 기반하였다. 1999년 이후부터는 

물리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전지구 역학모델인 GDAPS를 

도입하였고, 2008년에는 영국 UM 모델의 GloSea5와 같은 

역학모델의 예측자료에 근거한 장기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KMA, 2015b). 2009년 10월부터는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

하고자 전국을 1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구역별로 장기예보

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장기예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사결

정 지원을 위하여 2014년 5월부터는 단정예보에서 확률예보

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KMA, 2017a).

기상청 장기예보는 기후요소의 현황 감시, 모델링 및 분석, 

전국 예보 초안 결정을 위한 토의, 전국 및 지역 예보 최종 

결정, 예보 발표의 절차로 진행된다(KMA, 2017a). 먼저, 

기후 감시 및 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 및 다양한 기후요

소를 감시하고 예보관의 예보 및 통보 업무를 지원하는 

현업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후감시시스템, 브리핑시

스템, 예보⋅통보⋅검증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모델링 및 분석 단계에서는 기후감시 

결과를 이용하여 GloSea5 예측모델의 기온 및 강수량 예측 

결과를 분석한다. 모델링 결과에 기반한 토의를 통해 전국 

예보 초안을 결정하는데, 이때 기상요소의 많음, 비슷, 적음

의 기준은 과거 평년 관측치를 토대로 결정하고 앙상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각 등급에 대한 확률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장기예보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적인 정보(기후

감시요소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및 지역별 

확률예보를 발령한다.

기상청 장기예보는 주 단위 및 월 단위 예보로 나뉜다

(KMA, 2015b). 주 단위 장기예보는 매주 발표되며, 발표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부터 향후 4주 동안의 기온, 강수량 전망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예보 결과를 포함한다. 월 단위 장기예보

는 매달 발표되며, 발표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향후 

3개월 동안의 월별 기온 및 강수량 전망과 기압계 동향 

및 전망, 황사, 태풍 등 계절별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온과 강수의 장기예보 표현 방식은 평년보다 

높음, 비슷, 낮음 세 등급으로 표현되며, 각 등급에 대한 확률을 

제시한다. 강수량의 경우, 세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평년

(1981-2010년)의 월별 강수량의 상위 33% 및 66%이다. 발표

된 장기예보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weather.go.kr/)

에 공지된다.

2.2 장기예보의 성능 평가

기상청 장기예보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한 연구로는 

Lee et al. (2006)과 Son et al. (2017)이 있다. Lee et al. (2006)은 

충주댐유역을 대상으로 월간기상정보의 예측성능을 평가하

였다. 예측성능 평가에는 적중횟수(hit number)와 적중률(hit 

ratio)를 이용하였다. 관측치가 예보와 일치한 경우에는 1,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부여한 후 검증기간 동안 모두 

합하여 적중횟수를 계산하였다. 적중률은 적중횟수를 검증

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Son et al. (2017)에서는 2014년 6월부

터 2016년 6월까지의 확률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을 평가하였

다. 평가방법으로는 Hit Rate, Reliability Diagram, Relative 

Operating Curve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Hit Rate는 전체 횟수 

중 적중한 경우의 비율을 의미한다. Reliability Diagram은 

각 확률구간에 따라 예측한 확률과 관측 빈도의 유사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Relative Operating Curve는 예측

한 경우의 비율(Probability of Detection, POD)과 예측하지 

못한 경우의 비율(False Alarm Ration, FAR)의 대립되는 

두 결과를 구분하는 예보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두 

선행 연구의 예측성능 평가방법 모두 관측치와 예측치를 

비교하여 작성한 실적표에 기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기상청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은 신

뢰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상예보의 신뢰도

를 평가한 KMA (2017a)에 의하면,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단기예보는 90% 이상의 예측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장기예보는 2015년 기준 3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Lee et al. (2006)은 충주댐유역의 1991~2002년 월간예보 

적중률이 평균 28% 정도이며, 연도별로 따졌을 때에도 대부

분의 경우 33%보다 낮다고 분석하였다. Son et al. (2017)에서

는 용담댐과 남강댐유역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

지 발령된 1개월 및 3개월 장기예보에 대한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는데 3개월 장기예보의 경우 약 30~40% 정도의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33%의 예측성능은 3개 

구간에 대한 예측 문제에서 예측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예보 예측성능 저하의 원인으로는 장기적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기후예측모델 성능의 한계, 독자적 예보시스

템의 부재, 기후변화의 영향 등이 꼽힌다. 장기예보를 위한 

수치예측모델링은 기후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비정상

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황으로는 정도 높은 모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Son et al., 2017). 또한, 대기, 해상, 식생 

등 다양한 기후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개월을 선행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KMA, 2017b). 아울러 우리나

라는 최근까지 독자적인 모델을 이용하지 않고 영국에서 

도입한 Glosea5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초기장 관련 

기술의 부족으로 외국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델 운영 및 관리 역량이 미숙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KMA, 2017a). 기후변화로 인해 전지구 곳곳



5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22년 4월

에서 나타나는 기상현상들이 대기순환을 통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원격상관의 문제도 예측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KMA, 2015b).

2.3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성능 평가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에 대한 기존의 평가 방법은 평년 

대비 많음(A), 비슷(N), 적음(B) 세 가지 등급으로 구성되는 

실적표의 작성 및 평가지표를 이용한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

진다. 먼저, 장기예보의 예측치와 관측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적표를 작성한다. 장기예보 예측치와 관측치를 

모두 A, N, B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Fig. 1과 같은 표를 

만들고, 예측치와 관측치의 등급에 따라 횟수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장기예보가 A등급을 예측하였을 때 N등급에 

해당하는 강수량이 관측되었다면 실적표의 b를 1 증가시킨다. 

실적표가 완성된 이후에는 Hit Rate (HR), Relative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와 같은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장기예

보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HR은 전체 예측 횟수

(a+b+c+d+e+f+g+h+i) 중 예측치 등급과 관측치 등급이 일치

하는 즉, 장기예보의 예측이 적중한 횟수(a+e+i)의 비율을 

의미한다. HR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예측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on et al. (2017)

이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청 장기예보의 HR을 

산정한 결과, 평균 0.3~0.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서는 장기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ROC를 이용한다(NIMS, 2019). ROC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먼저 관측치를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적중률

과 비적중률을 산정한다. Fig. 1의 실적표로부터 A에 대한 

관측 적중률은 a/(a+d+g)이며, 비적중률은 (d+g)/(a+d+g)로 

계산된다. N과 B에 대해서도 동일한 계산을 수행한다. 다음

으로 등급별로 계산된 적중률과 비적중률을 좌표계에 도시

한다. 적중률을 y값, 비적중률을 x값으로 하는 점을 표시한 

뒤 이 점들과 (0,0), (1,1)을 연결하여 곡선을 만든다. 그려진 

곡선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ROC에 해당한다. 따라서 ROC는 

0과 1 사이의 값이며, 모든 예측이 100% 적중했을 경우 

ROC 값은 1이고 예측이 모두 빗나간 경우의 ROC 값은 

0이다. ROC 값이 0.5~0.6 구간에 속하면 예측 “fail”, 0.6~0.7 

구간이면 “poor”, 0.7~0.8은 “fair”, 0.8~0.9는 “good”, 0.9~1.0

은 “excellent”로 평가할 수 있다(NIMS, 2019).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평가 방법은 기존 등급 체계에서 

N을 A와 B 등급에 할당하여 재분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위험회피 개념의 접근 

방법은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A는 

과다한 강수로 인한 홍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대상 위험은 A이고, N과 B는 ‘대상 위험 A를 

회피한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위험인 A와 대상 위험이 아닌 N과 B의 결합인 BN으로 

등급을 재구성한다. 기존의 실적표를 재분류하는 방법은 

Fig. 2와 같다. 대상 위험 A를 회피하는 BN 예측이 적중할 

횟수는 e+f+h+i이고 확률은 (e+f+h+i)/(d+e+f+g+h+i)이며, 

비적중할 횟수는 d+g이고 확률은 (d+g)/(d+e+f+g+h+i)가 

된다. 반대로 B는 과소한 강수로 인한 가뭄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대상 위험이 B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등급이 A와 N이 되어 이때에는 B와 AN으로 재분류된다. 

Fig. 2에서 대상 위험 B를 회피하는 AN 예측이 적중할 

횟수는 a+b+d+e이고 확률은 (a+b+d+e)/(a+b+c+d+e+f)이

며, 비적중할 횟수는 c+f, 확률은 (c+f)/(a+b+c+d+e+f)로 계

산된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경우, 즉, 위험회피 개념을 적용할 

경우의 실적표는 두 범주(A와 BN, 혹은 B와 AN)로만 구성된

다. 기존 A, N, B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실적표와는 달리 

N의 경우가 A와 B에 모두 포함되는 형태로 변형되는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기존의 예측결과를 이용하거나 

평가하는 방식만이 달라지는 것이지 예측 그 자체가 달라지

Fig. 1. Contingency Table for the Conventional KMA’s Long-term 

Forecast

Fig. 2. Reclassification of the Contingency Table for the KMA’s

Long-term Forecast Based on the Risk Avers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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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예측된 결과를 이용하는 방식만이 달라지는 

것이다.

3. 대상 지역 및 자료

3.1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는 댐 유역인 

충주댐유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충주댐은 충청북

도 충주시 동북방 남한강 수계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현재 K-Water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강수계의 수자원을 개발하여 수도권 지역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Jun, 2009). 충주댐유

역은 충청북도의 3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과 강원도

의 8개 시군(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강릉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그리고 경상북도의 3개 시군(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등 3도 8시 6군으로 구성된다. 유역면적은 6,648 km2로 

전 국토면적의 6.7%에 해당한다. Fig. 3은 충주댐유역의 

위치 및 유역도를 나타낸 것이다.

3.2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상관측 강우자료와 기상청 장기예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확보할 수 있는 기상청 장기예보 자료의 

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관측자료도 동

일한 기간을 이용하였다. 기상청 장기예보는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상관측 강우자료 

또한 충청북도에 위치하는 5개의 ASOS 관측소(충주, 청주, 

추풍령, 제천, 보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장기예보는 1, 2, 

3개월을 예측한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다. Fig. 4(a)는 5개의 

지상관측소에서 관측한 월강수량을 티센가중법을 이용하여 

면적평균한 시계열을 나타낸다. 또한, 2020년 5월에 발표된 

12개 구역별 장기예보는 아래와 같다.

관측치와 예측치 사이의 실적표는 월강수량 등급에 기반

하여 작성된다. 장기예보 예측치는 등급으로 발표되지만 

관측치에 대한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A, N, B를 구분하는 기준은 평년 강수량이다. 즉, 평년 강수량

과 관측치가 비슷한 경우 N으로 구분하며 그보다 클 경우 

A, 작을 경우 B이다. 따라서 평년 기간인 1981년부터 2010년

까지 30년 동안의 충청북도 지역 월관측치를 이용하여 등급

을 구분하였다. N의 범위는 평년 기간의 월강수량 중 상위 

33%와 하위 33%가 포괄하는 강수량에 해당하며, Table 

1은 월별 N 범위를 구분하는 상한계와 하한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 수치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관측

치 등급을 분류하였다.

A, N, B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강수량 관측치의 등급을 구분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Fig. 3. Location and Shape of Chungju Dam Basin

(a) Monthly Rainfall Observed at Chungju Dam Basin (b) An Example of KMA’s Long-term 

Forecast Provided in May, 2020

Fig. 4. Observed and Forecasted Data Used in This Study



5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22년 4월

관측치에 대해 등급이 결정된 120회 중 A가 총 45회, N이 

35회, B가 40회로 나타났다(Table 2). 그러나 장기예보는 

1개월 예측의 경우, A가 28회, N이 54회, B가 36으로, 평년범

위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2개월 예측(A: 25, N: 55, B: 38)과 3개월 예측(A: 21, N: 

57, B: 39)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기상청 장기예보는 A와 

B보다 N을 더 많이 예측하는 보수적인 측면을 보여주며, 

이러한 특성은 수자원의 위험회피적 관리 측면에서는 불리

하게 작용한다.

3.3 관측 및 예측자료에 나타난 전이확률 평가

(기존 A, N, B의 평가)

장기예보 예측치와 실제 관측 강수량의 추계학적 거동에 

대한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이확률을 산정하였다. 

전이확률은 정적(static)인 개념의 확률이 아닌 동적(dynamic)

인 개념의 확률을 의미하며, Markov process의 성질에 기반

하여 산정된다(Isaacson and Madsen, 1976; Norris, 1998). 

Markov process는 미래시점의 상태를 추정하는데 현재시점

과 바로 이전시점의 상태만을 이용하는 추계학적 과정이다

(Kang and Yoon, 2002).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월강수량 

등급의 전이확률은 n월의 i등급에서 월 이후인 (n+)월

의 j등급으로 전이되는 확률을 의미하며, Eq. (1)과 같이 

정의된다.


  ∣   (1)

 = 1, 2, 3, i, j = A, N, B, n = 1, 2, …, 12

또한, 전이확률은 Eq. (2)와 같이 계산된다.





 (2)

 = 1, 2, 3, i, j = A, N, B, n = 1, 2, …, 12

여기서 
은 n월 i등급에서 (n+)월 j등급으로 전이

되는 횟수를 의미하고, 
은 n월의 i등급 발생 횟수를 

의미한다.

Eq. (2)를 이용하여 관측치와 장기예보에 대한 전이확률을 

산정하였다. Table 3은  = 1개월에 대한 전이확률 산정 

결과이다. 그 결과, 관측치와 예측치 전이확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확률 산정 간격인 , 전이 기준

시점 i, 전이 대상시점 j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전이 기준시점의 등급에 관계없이 관측치는 대체적으로 

A로 전이될 확률이 크게, 예측치는 N으로 전이될 확률이 

크게 나타났다.  = 1개월인 경우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관측치 전이확률을 평균한 결과, 관측치가 A에서 A로 전이

될 확률은 0.471, N에서 A로 전이될 확률은 0.444, B에서 

A로 전이될 확률은 0.397로 N, B로 전이되는 확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치 전이확률의 경우에는 A에서 

N으로 전이될 확률이 0.473, N에서 N으로 전이될 확률이 

0.462, B에서 N으로 전이될 확률이 0.377로 다른 등급으로 

전이될 확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 2, 3개월인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다음으로 월별 정상상태확률을 유도하였다. 정상상태확

률은 상태 i에서 상태 j로의 변환을 무한히 반복하였을 때,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Upper Limit 14.8 14.0 39.2 43.3 67.4 117.4 238.7 213.5 63.3 28.8 25.5 16.7

Lower Limit 24.5 35.2 51.0 74.5 108.6 174.5 348.2 298.6 215.5 43.5 52.2 24.6

Table 1. Upper and Lower Limits of ‘N’ Category for Each Month Determined with Monthly Rainfall Data Observed from 1981

to 2010 (mm)

Year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2011 B A B A A A A A N A A B

2012 N B A A B B N A N A A A

2013 A A N A N N N B N B A A

2014 B B A N B B B N N A N A

2015 N N N A B B B B B A A A

2016 B A B A N B A B N A N A

2017 N A B N B B A N N B B A

2018 N N A A A B B A N A N A

2019 B N B N B B B B N A A N

2020 A A B B N N A A N B N B

Table 2. Monthly Rainfall Category for Each Month from 2011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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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확률과 관계없이 수렴되는 특정 확률을 의미한다

(Isaacson and Madsen, 1976; Norris, 1998). 월 정상상태확률 


는 시작월 n과 대상월 n+에 따라 다른 값으로 

유도된다. 12개월 주기로 연속되는 전이확률을 지속적으로 

곱한 결과의 행(row) 벡터가 월 정상상태확률이 된다. 예를 

들어  = 1개월인 경우의 1월 정상상태확률은 Eq. (3)을 

December (i) → January (j) January (i) → February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0.142 0.429 0.429 0.286 0.428 0.286 A 1.000 0.000 0.000 0.500 0.500 0.000

N 1.000 0.000 0.000 0.000 0.000 1.000 N 0.250 0.500 0.250 0.000 0.500 0.500

B 0.000 1.000 0.000 1.000 0.000 0.000 B 0.500 0.250 0.250 0.000 0.500 0.500

February (i) → March (j) March (i) → April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0.000 0.200 0.800 0.400 0.400 0.200 A 0.667 0.333 0.000 0.333 0.667 0.000

N 0.333 0.333 0.333 0.333 0.667 0.000 N 1.000 0.000 0.000 0.000 1.000 0.000

B 1.000 0.000 0.000 0.000 1.000 0.000 B 0.400 0.400 0.200 0.800 0.000 0.200

April (i) → May (j) May (i) → June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0.333 0.333 0.333 0.167 0.666 0.167 A 0.500 0.000 0.500 0.000 1.000 0.000

N 0.000 0.000 1.000 0.000 0.333 0.667 N 0.000 0.667 0.333 0.333 0.000 0.667

B 0.000 1.000 0.000 0.000 0.000 1.000 B 0.000 0.000 1.000 0.000 0.200 0.800

June (i) → July (j) July (i) → August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1.000 0.000 0.000 1.000 0.000 0.000 A 0.500 0.250 0.250 0.750 0.000 0.250

N 0.500 0.500 0.000 0.500 0.500 0.000 N 0.500 0.000 0.500 0.500 0.500 0.000

B 0.286 0.143 0.571 0.000 0.571 0.429 B 0.250 0.250 0.500 0.000 0.750 0.250

August (i) → September (j) September (i) → October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0.000 1.000 0.000 0.500 0.250 0.250 A 0.333 0.333 0.333 0.333 0.333 0.333

N 0.000 1.000 0.000 0.000 1.000 0.000 N 0.667 0.000 0.333 0.125 0.375 0.500

B 0.000 0.750 0.250 0.000 0.500 0.500 B 1.000 0.000 0.000 0.000 1.000 0.000

October (i) → November (j) November (i) → December (j)

i

Observation Forecast

i

Observation Forecast

j j j j

A N B A N B A N B A N B

A 0.571 0.429 0.000 0.286 0.428 0.286 A 0.600 0.200 0.200 0.000 1.000 0.000

N 0.333 0.333 0.333 0.333 0.333 0.333 N 0.750 0.000 0.250 0.333 0.333 0.333

B 0.333 0.333 0.333 0.333 0.000 0.667 B 1.000 0.000 0.000 1.000 0.000 0.000

Table 3. Comparison of Transition Probabilities of Observation and Forecast for the Case of Lead Time  =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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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계산된다.




 



⋯ 





×  


⋯ 




⋯
(3)

여기서 
는 1월의 정상상태확률을,  는 n월에서 

n+1월로의 전이확률을 의미한다. 시작월 n과 간격 에 

따라 식이 변형된다.

관측치와 예측치의 전이확률을 이용하여 유도한 정상상

태확률은 Table 4 ( = 1개월인 경우만 제시함)와 같다. 

모든 경우에 대해 정상상태확률은 잘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이확률과 마찬가지로 관측치와 예측치에 대한 

정상상태확률 또한 차이가 있었다. 에 관계없이 관측치의 

경우에는 A의 정상상태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B, N 

순으로 나타났다. 예측치의 경우에는 N의 정상상태확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B, A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측치와 

예측치 각각 A, N 등급으로 전이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상태확률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

다. 월별로 정상상태확률의 변동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장기예보의 예측성능 평가

4.1 기존 방식의 평가(A, N, B의 평가)

기상청 장기예보에 대한 실적표를 작성하고,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장기예보는 A, N, B의 세 가지 등급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실적표는 3개의 행과 3개의 열로 구성되며, 

예측치는 i행에, 관측치는 j열에 배치된다. 예를 들어 장기예

보는 N을 예측하였는데 실제 관측치는 B인 경우, i = 2, 

j = 3 성분 를 1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예보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각 월에 

대한 실적표의 표본수를 모두 합하면 10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적표의 확률 은 예측치에 대한 조건부확률로 

각 열의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산정한다. 즉, 장기예보가 

A를 예측한 경우 실제 관측치가 A인 경우가 1회, N인 경우가 

2회, B인 경우가 1회였다면 i = 1, j = 1, 2, 3의 확률은 

각각  = 0.250(=1/4),  = 0.500(=2/4),  = 0.250(=1/4)이 

된다. 또한, 실적표 대각성분의 확률( ,  , )이 클수록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상청 장기예보에 대해 예측 

실적표를 작성하고 예측성능을 산정한 결과, 현재 장기예보

의 예측성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5는 장기예보의 예측 선행시간이 1개월인 경우에 대해 작성

한 실적표이다. 각 성분의 확률과 함께 괄호 안에 횟수를 

작성하였다. 동일한 형식의 실적표를 2, 3개월 선행시간에 

대해서도 작성하여 예측성능 평가에 이용하였다. 전체적으

로 기상청 장기예보는 N을 예측하는 경향이 크고, A를 예측

하는 경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좌상단부터 우하

단까지의 대각행렬의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

성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HR과 ROC를 산정하였

다. HR은 1개월 예측의 경우 0.305, 2개월과 3개월 예측의 

경우 각각 0.305과 0.299으로 산정되었다. ROC는 1개월 

예측의 경우 0.323, 2개월 예측은 0.296, 3개월 예측은 0.300

으로 산정되었다. 모든 경우에 대해 HR과 ROC가 0.5보다 

작은 값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현재 장기예보의 예측성능

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예측 

Month
Observation Forecast

A N B A N B

1 0.200 0.500 0.300 0.224 0.226 0.550

2 0.475 0.325 0.200 0.112 0.500 0.388

3 0.308 0.203 0.488 0.212 0.766 0.022

4 0.604 0.298 0.098 0.088 0.907 0.005

5 0.201 0.299 0.500 0.015 0.361 0.624

6 0.101 0.199 0.700 0.120 0.140 0.740

7 0.400 0.200 0.400 0.190 0.493 0.317

8 0.400 0.200 0.400 0.389 0.484 0.127

9 0.000 0.900 0.100 0.194 0.645 0.161

10 0.700 0.000 0.300 0.146 0.467 0.387

11 0.500 0.400 0.100 0.327 0.218 0.455

12 0.700 0.100 0.200 0.528 0.399 0.073

Avg 0.382 0.302 0.316 0.212 0.467 0.321

Table 4. Comparison of Steady State Probabilities of Observation and Forecast for the Case of Lead Time  =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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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측성능은 약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HR과 ROC를 산정함으로써 계절별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Table 6). 그 결과, 1개월 선행 예측

의 경우에는 여름철(6, 7, 8월)과 가을철(9, 10, 11월)의 예측

성능이 높고 봄철(3, 4, 5월)과 겨울철(12, 1, 2월)의 예측성능

January February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333 (1) 0.333 (1) 0.333 (1) A 1.000 (1) 0.000 (0) 0.000 (0)

N 0.000 (0) 0.250 (1) 0.750 (3) N 0.200 (1) 0.400 (2) 0.400 (2)

B 0.333 (1) 0.667 (2) 0.000 (0) B 0.750 (3) 0.250 (1) 0.000 (0)

March April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000 (0) 0.000 (0) 1.000 (3) A 0.400 (2) 0.400 (2) 0.200 (1)

N 0.500 (3) 0.333 (2) 0.167 (1) N 0.750 (3) 0.250 (1) 0.000 (0)

B 0.000 (0) 0.000 (0) 1.000 (1) B 1.000 (1) 0.000 (0) 0.000 (0)

May June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000 (0) 1.000 (1) 0.000 (0) A 0.000 (0) 1.000 (1) 0.000 (0)

N 0.400 (2) 0.000 (0) 0.600 (3) N 0.333 (1) 0.000 (0) 0.667 (2)

B 0.000 (0) 0.500 (2) 0.500 (2) B 0.000 (0) 0.167 (1) 0.833 (5)

July August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500 (1) 0.500 (1) 0.000 (0) A 0.250 (1) 0.250 (1) 0.500 (2)

N 0.200 (1) 0.200 (1) 0.600 (3) N 0.250 (1) 0.250 (1) 0.500 (2)

B 0.667 (2) 0.000 (0) 0.333 (1) B 1.000 (2) 0.000 (0) 0.000 (0)

September October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000 (0) 1.000 (2) 0.000 (0) A 1.000 (1) 0.000 (0) 0.000 (0)

N 0.000 (0) 1.000 (5) 0.000 (0) N 0.750 (3) 0.000 (0) 0.250 (1)

B 0.000 (0) 0.667 (2) 0.333 (1) B 0.750 (3) 0.000 (0) 0.250 (1)

November December

FCT
OBS

FCT
OBS

A N B A N B

A 0.333 (1) 0.333 (1) 0.333 (1) A 1.000 (2) 0.000 (0) 0.000 (0)

N 0.667 (2) 0.333 (1) 0.000 (0) N 0.667 (4) 0.167 (1) 0.167 (1)

B 0.500 (2) 0.500 (2) 0.000 (0) B 1.000 (1) 0.000 (0) 0.000 (0)

Table 5. Contingency Table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for the Case of Lead Time  = 1 Month (Number in the Parenthesis

Indicates the Count of the Corresponding Component)

Lead Time
Spring Summer Fall Winter Overall

HR ROC HR ROC HR ROC HR ROC HR ROC

1 Month 0.267 0.278 0.333 0.311 0.345 0.333 0.276 0.250 0.305 0.323

2 Months 0.400 0.409 0.267 0.306 0.207 0.200 0.345 0.446 0.305 0.296

3 Months 0.367 0.364 0.267 0.306 0.233 0.225 0.333 0.389 0.299 0.300

Table 6. Calculation Results of the Forecasting Performance Evaluation Indices for the Convention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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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 3개월 선행 예측의 

경우에는 1개월과 반대로 봄철과 겨울철의 예측성능이 높고 

여름철과 가을철의 예측성능이 낮았다. 1, 2, 3개월 선행 

예측의 HR과 ROC를 평균한 결과, HR은 봄철에 0.345로 

가장 높았으며 가을철에 0.262로 가장 낮았다. ROC는 겨울

철에 0.362로 가장 높았고, 가을철에 0.253으로 가장 낮았다. 

종합적으로 봄철과 겨울철의 예측성능이 비교적 높고 여름

철과 가을철의 예측성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 계절의 HR과 ROC 모두 0.5보다 작은 값으로 산정되어 

계절별 예측의 정확도 또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fail 수준)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름철의 예측성능이 낮다는 

점은 기상청 장기예보를 이용한 홍수 위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2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장기예보 자료의 재

구성 및 평가(AN, BN의 평가)

2.3절에서 제시한 위험회피 개념 기반의 장기예보 평가 

방법에 따라 등급을 재분류하고 실적표를 작성하여 예측성

능을 평가하였다. 이 방법은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하여 N 

등급을 A 혹은 B 등급에 할당하는 것과 같다. 먼저, 4.1절에서 

작성한 실적표와 유사한 형식으로 기존의 세 등급이 아닌 

두 개의 등급으로 구성한다. 2.3절의 Fig. 2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근거하여 N을 예측한 경우의 확률과 횟수를 A와 

B에 할당하여 AN, BN 등급으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즉, 

A에 대한 위험회피 등급은 BN이고 B에 대한 위험회피 

등급은 AN에 해당한다. 따라서 3행 3열로 구성된 실적표가 

2행 2열로 재구성된다. Table 7은 예측선행시간 1개월에 

January February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0.429 (3) 0.571 (4) Not B (A) 0.667 (4) 0.333 (2)

B (Not A) 0.143 (1) 0.857 (6) B (Not A) 0.444 (4) 0.556 (5)

March April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0.556 (5) 0.444 (4) Not B (A) 0.889 (8) 0.111 (1)

B (Not A) 0.429 (3) 0.571 (4) B (Not A) 0.800 (4) 0.200 (1)

May June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0.500 (3) 0.500 (3) Not B (A) 0.500 (2) 0.500 (2)

B (Not A) 0.222 (2) 0.778 (7) B (Not A) 0.111 (1) 0.889 (8)

July August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0.571 (4) 0.429 (3) Not B (A) 0.500 (4) 0.500 (4)

B (Not A) 0.375 (3) 0.625 (5) B (Not A) 0.500 (3) 0.500 (3)

September October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1.000 (7) 0.000 (0) Not B (A) 0.800 (4) 0.200 (1)

B (Not A) 0.000 (0) 1.000 (8) B (Not A) 0.750 (6) 0.250 (2)

November December

FCT
OBS

FCT
OBS

Not B (A) B (Not A) Not B (A) B (Not A)

Not B (A) 0.833 (5) 0.167 (1) Not B (A) 0.875 (7) 0.125 (1)

B (Not A) 0.571 (4) 0.429 (3) B (Not A) 0.714 (5) 0.286 (2)

Table 7. Contingency Table for the Proposed Approach for the Case of Lead Time  = 1 Month (Number in the Parenthesis 

Indicates the Count of the Corresponding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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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작성한 위험회피 개념 기반 장기예보 실적표이다. 대상 

위험에 대한 등급인 A, B와 위험회피 등급인 AN (=Not 

B), BN (=Not A)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실적표를 기반으

로 HR, ROC와 같은 평가지표를 계산함으로써 예측성능을 

평가한다.

HR과 ROC를 이용한 평가 결과,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한 

장기예보의 활용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표의 좌상단

에서 우하단으로 이어지는 대각행렬의 확률이 클수록 예측

치와 관측치가 일치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회피 개념에 근거한 실적표의 대각행렬 확률은 대부분의 

경우 0.5 이상이었다. 또한, 위험회피 개념을 적용하면 1월부

터 12월 전체 기간에 대해 산정한 HR과 ROC가 0.6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예측의 HR은 0.642, ROC는 0.640으

로 세 예측시간 중 가장 낮았고, 2개월 예측의 HR은 0.653, 

ROC은 0.655으로 가장 높았다. 이정도 수치는 NIMS (2019)

의 예측성능 판단기준에 근거하면 “fair”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결과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장기예보 

자료를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하여 이용하는 것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절별로 장기예보 예측성능을 평가한 결과, 위험회피 

개념을 적용할 경우 홍수 및 가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성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계절별로 1, 2, 

3개월의 평가지표를 산정하고 평균한 결과, 가을철의 HR은 

0.710, ROC는 0.730로 가장 높았으며, 여름철의 HR은 0.596, 

ROC는 0.592로 가장 낮았다. 대체적으로 네 계절 모두 

0.6~0.7 정도의 범위 내에서 평가지표 값이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홍수 및 가뭄 회피의 측면에서 장기예보

를 활용할 경우 예측성능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름철의 평가지표가 가장 작은 것으로 산정되었는데, 

홍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기상청 장기

예보의 여름철 예측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예보 자료를 수자원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위험회피 개념

에 근거한다. 기존의 장기예보 등급에서 A와 B는 각각 홍수

를 유발할 수 있는 과다한 강수와 가뭄을 유발할 수 있는 

과소한 강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위험회피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N은 위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N의 정보를 A와 B에 포함시켜 B를 회피하는 A와 N (AN), 

A를 회피하는 B와 N (BN)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

다. 이 개념은 대상 위험과 대상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상상태를 제외한 두 개의 다른 

위험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다른 개념이다. 즉, 기존의 접근 

방법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 범주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 범주냐?’를 비교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의 접근 방법에서는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론을 충주댐유역이 위치하는 

충청북도 지역의 1, 2, 3개월 장기예보에 적용하고,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현 정확도 수준의 기상청 

장기예보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먼저, 기존의 장기예보 등급 A, N, B로 구분한 경우에 

대해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예측치 및 관측치를 이용하여 

실적표를 작성하고, 평가지표로는 실적표에 기반하여 산정

되는 HR과 ROC를 이용하였다. 평가 결과, 기존의 기상청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R과 ROC가 1, 2, 3개월 예측에 대해 모두 0.5 이하의 

값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현재 장기예보의 예측성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예측 선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측성능은 약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HR과 ROC를 산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봄철과 

겨울철의 예측성능이 높고 여름철과 가을철의 예측성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네 계절의 HR과 ROC 

모두 0.5보다 작은 값으로 산정되어 계절별 예측의 정확도 

또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름

철 예측성능이 낮다는 점은 기상청 장기예보를 이용한 홍수 

위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위험회피의 개념에 근거하여 장기예보의 등급 

체계를 재분류하고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먼저, A, N, 

B 세 등급으로 구분되는 기존 장기예보의 등급 체계를 변형

하였다. A와 B는 각각 홍수와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정보이지만 N은 위험회피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N을 A와 B 등급에 할당하여 A를 회피하는 

BN 등급과 B를 회피하는 AN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재분류

된 등급 체계에 따라 예측성능을 평가한 결과, 장기예보의 

활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회피 개념을 적용하여 

Lead Time
Spring Summer Fall Winter Overall

HR ROC HR ROC HR ROC HR ROC HR ROC

1 Month 0.622 0.620 0.614 0.619 0.707 0.741 0.614 0.617 0.640 0.642

2 Months 0.698 0.699 0.578 0.568 0.718 0.733 0.630 0.638 0.653 0.655

3 Months 0.667 0.667 0.596 0.588 0.705 0.716 0.634 0.653 0.649 0.651

Table 8. Calculation Results of the Forecasting Performance Evaluation Indices for the Propo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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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과 BN 등급으로 재분류한 경우에는 1, 2, 3개월 모두 

HR과 ROC가 0.6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계절별로 비교

한 결과, 가을철의 HR은 0.716, ROC는 0.729로 높았으며, 

여름철의 HR은 0.586, ROC는 0.590으로 낮았다. 대체적으

로 네 계절에서 0.6~0.7 정도의 범위 내에서 평가지표 값이 

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홍수 및 가뭄 회피의 측면에서 장기

예보를 활용할 경우 예측성능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자원 관리 목적으로 장기예보를 활용

하는 경우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장기예보 등급 체계를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하여 재분류하는 경우 예측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회피 개념에 기반하여 

장기예보를 활용한다면 갈수시 가뭄대응 목적의 Hedging 

rule 및 홍수시 댐방류 결정과 같은 댐 운영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 저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 개념에 근거함에도 HR이

나 ROC가 여전히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기에 

기상청 장기예보 자체의 예측성능을 높일 필요는 있어 보인

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우리나라의 댐 

유역에 확장 적용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기상청 장기

예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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