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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소나무 탄소배출계수 자료의 확률밀도를 추정하고 불
확도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용된 탄소배출계수는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확장계수, 뿌리함량비이고 4개의 확률밀도
함수(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감마분포, 와이불 분포)를 고려하였다. 2-표본 콜모그로프-스미르노프 검정통계량과 누
적밀도그림을 비교하여 최적의 확률밀도함수를 선정하고 상한과 하한의 불확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각 탄소배출계수에서 추정된 확률밀도함수는 강원지방소나무에서 목재기본밀도는 감마분포, 바이오매스확장계
수는 로그정규분포, 뿌리함량비는 정규분포이고 중부지방소나무에서 목재기본밀도는 정규분포, 바이오매스확장계수
는 감마분포, 뿌리함량비는 감마분포를 나타내었다. 강원지방소나무 탄소배출계수의 불확도는 상한에서 62.1%, 하한
에서 -52.6%이고 중부지방소나무는 상한에서 43.9%, 하한에서 -34.5%를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lculate uncertainty of emission factor collected data an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Monte Carlo simulation technique. To estimate the distribution of emission factors (Such as

Basic wood density, Biomass expansion factor, and Root-to-shoot ratio), four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Normal, Lognormal, Gamma, and Weibull) were used. The two sample Kolmogorov-Smirnov test and cumulative

density figure were used to compare the optim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basic

wood density showed the gamma distribution, the biomass expansion factor results the log-normal distribution,

and root-shoot ratio showd the normal distribution for Pinus densiflora in the Gangwon region; the basic wood

density was the normal distribution, the biomass expansion factor was the gamma distribution, and root-shoot

ratio was the gamma distribution for Pinus densiflora in the central region, respectively. The uncertainty

assessment of emission factor were upper 62.1%, lower -52.6% for Pinus densiflora in the Gangwon region and

upper 43.9%, lower -34.5% for Pinus densiflora in the central region, respectively. 

Key words : biomass/carbon database, emission factor, monte carlo simulation, uncertainty, IPCC guideline

서 론

불확도는 알고자하는 미지의 값과 적용되는 값의 차이

를 나타내는 수치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의 제시를

위하여 불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Dieck, 2007; Ramírez

et al., 2008). IPCC(2003; 2006a)는 불확도를 계산하는 방

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접근 1(approach 1)은 오차전달법(error

propagation)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불확도를 합

성하여 추정하고, 적용되는 인자의 불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적은 경우, 사용이 가

능하다. 접근 2(approach 2)는 추정된 수치의 불확도가 크

거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도록 권장한

다(IPCC, 2006a; Yanai et al., 2010). 산림에 저장된 탄소

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개발되는 탄소배출계수는 환경과

지형적 차이에 따라 동일 수종에서도 상이하여 탄소저장

량의 추정에서 불확도를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M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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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6; Kangas and Kangas, 2004). 그러므로, 반복

적인 실험을 통하여 자료의 변이와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

는 오류를 줄어야 한다(Gertner, 1987; Refsgaard et al.,

2007). 반복적인 실험에서 수집된 자료는 특정한 확률밀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나타내고 정

확한 확률밀도함수의 추정은 IPCC에서 제시하는 접근 2

의 불확도 산정방법인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적용에

서 중요한 부분이다(Monni et al., 2004; 2007; Dagpunar,

2007; Kalos and Whitlock, 2008).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불확도 산정 연구에

서 Winiwarter와 Rypdal (2001)은 오스트리아 온실가스 인

벤토리의 불확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1990년을 기준으

로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10.5%에서 12%

의 불확도 범위를 제시하였다. Mommi 등(2007)은 핀란드

의 산림을 대상으로 IPCC의 방법론과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림 내 축적되어 있는 탄소량을 산정하

고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19%의 불확도를

제시하였다. Jung(2011)은 우리나라의 산림을 대상으로 제

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와 1993년도부터 2009년까지

의 임상별 자료를 이용하여 산림 내 탄소량을 산정하였으

며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불확도를 제

시하였다. 일본의 국가 인벤토리 국가보고서는 산림 내 탄

소량을 산정하고 2%의 불확도를 제시하였다(Center for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2011). 이전의 연구는 산림

내 탄소량을 산정하고 탄소배출계수 중 하나의 계수에 대

한 불확도 연구가 대부분이며 산림부분 탄소배출계수의

적합한 확률밀도를 제시하고 불확도를 평가하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IPCC에서 권

장하는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적용성을 판단한 후, 소

나무 탄소배출계수의 적정 확률밀도함수를 제시하고 불

확도를 산정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소나무 임분을 대상으

로 45개의 표준지를 선정하였다. 표준지별 5본의 표준목

을 벌채하고 2에서 3본은 뿌리까지 굴취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산림 바이오매스/탄소 DB관리 프로그램(http://

forestcarbon.kfri.go.kr)에서 관리되고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와 바이오매스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산림 바이오

매스/탄소 DB관리 프로그램에 구축되어 있는 소나무의

탄소배출계수 자료를 이용하고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강원지방소나무와 중부지방소나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1에서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용된 강원,

중부지방소나무의 임령, 흉고직경, 수고와 탄소배출계수

의 범위와 평균을 제시하였다.

2. 탄소배출계수별 확률밀도함수의 선정

산림에 저장된 탄소량은 활동자료와 탄소배출계수의 곱

으로 산정되고 목재기본밀도(basic wood density, D), 바이

오매스 확장계수(biomass expansion factor, BEF), 뿌리함

량비(root-to-shoot ratio, R)가 있다(IPCC, 2006b). 3개의

탄소배출계수는 D×BEF×(1+R)의 계산식으로 산정된다. 그

러므로 탄소배출계수의 불확도 산정을 위하여 적합한 확

률밀도함수를 선정하고 난수를 생성해야 한다. 현재, 다양

한 확률밀도함수가 존재하지만 탄소배출계수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4개(normal, lognormal, gamma, weibull)

의 확률밀도함수를 비교하였다. 확률밀도함수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을 이용하였다. 최우도법은 확률밀도함수 별 모수의 추정

확률을 최대로 하는 방법으로 Getner(1987)는 산림 부분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최소제곱법과 최우도

법을 비교하고 모형의 모수 추정과정에서 최우도법이 최

소제곱법에 비해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선

행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확률밀도함수의 모수 추정과정

에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3. 확률밀도함수의 적합도 평가

최적의 확률밀도함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2 표본 콜모고

로프-스미르노프 (kolmogorov-smirnov, K-S) 검정통계량

과 누적밀도그림을 비교하였다(Fan et al., 2001). K-S 검

정은 주어진 표본과 확률밀도함수의 가장 큰 편차(D)를

이용하여 확률밀도함수의 적합성을 판단한다(식 1). K-S

검정의 결과에 대하여 순위를 부여하고 누적밀도그림을

비교하여 최종적인 확률밀도함수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

에서 나타내는 확률밀도함수는 표본자료를 기반으로 추

정된 것으로 모집단의 분포적 특징을 정확하게 나타낸다

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분포의 검정 통계량과 연구자의 판

Table 1. The summary of observed statistics for emission

factors in forest biomass and carbon database.

Gangwon region
(Num. of data = 75)

The central region
(Num. of data = 150)

Mean Min. Max. Mean Min. Max.

Age 35.0 9.0 80.0 37.0 9.0 70.0
DBH 23.0 3.7 59.0 17.0 3.6 34.2
Height 15.2 3.5 24.9 11.8 3.0 20.8
D 00.428 0.268 00.563 00.475 0.240 00.664
BEF 01.548 1.088 03.924 01.367 1.070 03.029
R 00.273 0.129 00.413 00.253 0.113 00.519

Note : Num.(the number of data), Min.(minimum value), Max.(max-
imum value), D(the basic wood density). BEF(the biomass expan-
sion factor), R(the root-to-shoo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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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고려하여 탄소배출계수 별 확률밀도함수의 선정은

타당하다(IPCC, 2000; 2006a).

(1)

여기서, F
1
은 비교 대상이 되는 4개의 확률밀도함수이다.

F
2
는 경험적 확률분포이다. Sup는 두 개 확률분포 간 차이

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4.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적용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여러 개의 확률 분포를 근거

로 무작위 변수를 추출하여 계산되는 결과의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Dagpunar, 2007; Kalos and Whitlock,

2008). 본 연구에서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적용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탄소배출계수의 특징을 고려하여 확률

밀도함수를 선정하였다. 2) 선정된 변수별 확률밀도함수

에서 난수를 생성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random

sampling)하였다. 3) 10,000번 반복하여 탄소배출계수의

확률밀도를 판단하고 평균 및 95% 신뢰구간을 계산하였

다. IPCC(2006b)는 몬테 카를로 표본의 반복추출횟수를

10,000번과 같이 사전에 설정하여 안정된 통계량을 구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행횟수별 표본오차를 참

고하여 확률밀도함수가 안정되는 시행횟수(10,000번)를

설정하였다.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본 연구는 SAS 9.3(2012)을 이용

하였다.

5. 탄소배출계수의 불확도 평가

IPCC에서 제시하는 불확도는 평균을 중심으로 실제값(real

estimates)이 존재하는 범위를 나타낸다(IPCC, 2006a). 그

러므로, 탄소배출계수의 불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평균,

2.5%, 97.5% 분위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몬테 카를로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추정된 확률밀도함수의 상한과 하

한의 불확도를 제시하였다(IPCC, 2000). 상한과 하한의 불

확도 값을 제시하는 것은 탄소배출계수 비대칭적인 분포

를 나타내는 경우, 정도 높은 불확도의 범위 정보를 나타

내기 때문이다.

Lower uncertainty = (2)

Upper uncertainty = (3)

여기서, µ는 탄소배출계수 별 평균이다.

결과 및 고찰

1. 탄소배출계수의 분석 결과

산림 바이오매스/탄소 DB 시스템에 수집된 소나무의 탄

소배출계수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목재기본밀도의 평

균값은 0.459이고 표본오차는 0.005이다. 목재기본밀도의

경우, 낮은 왜도를 나타내며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바이오매스확장계수의 평균값은 1.428이고 표본오차는

0.024이다. 바이오매스확장계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우측

편향을 나타내고 높은 첨도를 나타낸다(Figure 1). 이것은

임령의 증가에 따라 가지와 잎의 비율이 적어지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다(Lehtonen et al., 2004). 뿌리함량비의 평

균은 0.260이고 표본오차는 0.085이다. 뿌리의 표본오차

는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준편차가 다른 자료

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뿌리의 채취과정

에서 발생하는 불확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속적

인 뿌리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표본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뿌리 수집과정에서 발생하

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Levy et al.(2004)는 지속적인 자

료 수집과 함께 흉고직경과 뿌리함량비의 상대생장식을

제시하였다. 바이오매스확장계수와 뿌리함량비의 정규성

검정에서 p-value는 0.05이하로 정규분포를 가정한 평균

과 불확도의 계산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분

포의 고려가 필요하다.

2. 탄소배출계수 별 확률밀도함수의 추정 결과

강원지방소나무와 중부지방소나무의 불확도를 제시하

기 위하여 탄소배출계수별 확률밀도함수를 선정하고 자

료의 연속적인 형태를 가정하였다. 최우도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확률밀도함수 별 모수와 K-S 통계량은 Table 2와

3과 같다. 강원지방소나무의 목재기본밀도에서 선정된 확

률밀도함수는 감마분포이며 K-S 통계량은 4.625이다(Table

2). 바이오매스확장계수에서 선정된 확률밀도함수는 로그

정규분포이고 K-S 통계량은 5.481이며 뿌리함량비에서 선

정된 확률밀도함수는 정규분포이고 K-S 통계량은 7.811

이다. 바이오매스확장계수에 적합한 확률밀도함수는 감마

D sup F
1

x( ) F
2

x( )–=

2.5percentile
µ

-------------------------------- 100×

97.5percentile µ–
µ

------------------------------------------- 100×

Figure 1. The probability histogram of emiss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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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이고 좌측 편향된 분포를 나타내어, 바이오매스확장

계수는 임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Lehtonen et al.,

2004)와 비교하였을 때, 사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에서 중부지방소나무 탄소배출계수의 분포별 적

합도를 나타내었다. 목재기본밀도는 정규분포이고 K-S

통계량은 6.218, 바이오매스확장계수는 감마분포이고 K-

S 통계량은 4.161이며 뿌리함량비는 감마분포이고 K-S

통계량은 3.197이다. 최우도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모수

의 범위는 -1.512에서 15.069를 나타내었다. 최우도법을

이용한 확률밀도함수별 모수의 p-값은 0.05 이상이고 표

본오차는 0.014 내에서 분포하여 최우도법을 이용하여

개발된 확률밀도함수 별 모수는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와 3에서 선정된 탄소배출계수 별 확률밀도함수

를 누적밀도함수 그림으로 표시하여 선정된 확률밀도함

수와 자료의 누적밀도를 비교하였다(Figure 2). 점선은 추

정된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표시된 함수이고 계단선

은 실제 자료를 누적하여 표시한 그림이다. Fang et al.,

(2007)의 연구에서 누적밀도그림은 확률밀도함수 선정의

두 가지 근거를 보고하였다. 처음으로 자료의 누적밀도와

확률밀도함수의 차이는 추정된 값과 관측된 값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것이 적을수록 높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그리

고 누적밀도(Y축)의 임의점을 반복 추출하여 대응되는 값

(X축)은 관측된 자료의 확률밀도함수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두 선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임의의 누적밀

도값에서 탄소배출계수의 값이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제

시된 탄소배출계수별 확률밀도함수의 사용은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2. Maximum likelihood estimators and the two-sample kolmogorov-smirnov test results in each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emission factors in Gangwon region.

Emission factor Distribution
Parameter

K-S Rank
Location Scale Shape

D

Normal

0.427

0.055 7.005 3
Lognormal -1.512 0.274 5.511 2
Weibull 0.249 4.628 8.620 4
Gamma 0.015 15.069 4.625 1

BEF

Normal

1.548

0.480 8.372 4
Lognormal -0.871 0.725 5.481 1
Weibull 0.603 1.337 6.312 3
Gamma 0.274 1.997 5.515 2

R

Normal

0.273

0.080 7.811 1
Lognormal -1.901 0.620 10.195 4
Weibull 0.195 2.327 8.075 2
Gamma 0.049 3.527 8.664 3

Note : D(the basic wood density), BEF(the biomass expansion factor). R(the root-to-shoot ratio), K-S(the kolmogrov-smirnov statistics).

Table 3. Maximum likelihood estimators and the two-sample kolmogorov-smirnov test results in each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emission factors in the central region.

Emission factor Distribution
Parameter

K-S Rank
Location Scale Shape

D

Normal

0.475

0.076 6.218 1
Lognormal -1.337 0.340 7.753 4
Weibull 0.302 4.035 7.482 3
Gamma 0.025 10.607 6.471 2

BEF

Normal

1.367

0.250 6.199 4
Lognormal -1.191 0.626 4.456 2
Weibull 0.413 1.623 5.085 3
Gamma 0.132 2.779 4.161 1

R

Normal
0.253

0.078 5.710 4
Lognormal -2.029 0.618 5.639 3
Weibull 0.173 2.058 3.460 2
Gamma 0.045 3.392 3.197 1

Note : D(the basic wood density), BEF(the biomass expansion factor). R(the root-to-shoot ratio), K-S(the kolmogrov-smirnov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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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탄소배출계수의 불

확도 산정 결과

확률밀도함수별 난수를 생성하고 D×BEF×(1+R)의 식

을 이용하여 탄소배출계수의 상한, 하한 불확도를 제시하

였다. 강원지방소나무에서 탄소배출계수는 0.836의 평균

을 나타내고 상한 불확도는 62.1%, 하한 불확도는 -52.5%

이다. 중부지방소나무에서 탄소배출계수는 0.815의 평균

을 나타내고 상한 불확도는 43.0%, 하한 불확도는 -34.5%

이다(Table 4). 수종별 탄소배출계수를 개발하고 불확도를

산정한 이전의 연구(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0)

에서 추정된 소나무의 목재기본밀도와 불확도는 강원지

방소나무에서 0.40, 12.99%이고, 중부지방소나무에서 0.47,

3.80%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3개 탄소배출계수의 불확도

를 산정한 연구이며 단일 탄소배출계수의 불확도 연구와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2010)는 목재기본밀도에서 Floating

Figure 2. Cumulative density for each emission factor. The discrete step line represents a cumulative density. The smooth dash

line represents a suitabl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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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를 이용하여 자료의 수집과 측정과정에서 발생하

는 불확도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바이오매스확장계수와

뿌림함량비는 임분 단위 적용을 위하여 개체목의 탄소배

출계수를 임분 단위로 전환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일부의 개체목에서 발생하는 이상치가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에서 확률밀도함수와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속형 선은 확률밀도함수의 추정

곡선을 나타내며 불규칙 계단선은 탄소배출계수의 난수

를 생성한 결과이다. 두 선이 겹쳐지는 것은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사용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불확도가 낮을수

록 계단선은 완만한 형태를 나타낸다. 산림의 탄소저장량

을 제시하고 불확도를 평가하는 이전의 연구에서 24%

이하의 불확도를 제시하였다(Winiwarter and Rypdal,

2001; Mommi et al., 2007; Jung, 2011; Center for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2011). 수집된 자료와 계산방법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의 연구와 비

교하여 높은 불확도는 나타내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고려되는 확률밀도함

수의 차이이다. 이전의 불확도 연구는 수집된 표본은 평

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나타내는 정규 혹은 t-분포를

가정하였다. 이것은 탄소배출계수의 불확도를 낮추는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와 동일한 실험 방법으로 정규분

포를 가정하여 탄소배출계수의 상한과 하한의 불확도를

산정하는 경우, 강원지방소나무와 중부지방소나무에서 본

연구의 결과보다 좁은 범위의 불확도를 나타내었다. 두 번

째, IPCC가 제시하는 기준 임령(20년)에 따른 바이오매스

확장계수의 차이이다. Lehtonen et al.(2004)의 연구에서

바이오매스확장계수는 임령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는 강원지방소나무의 20년 이하 표본

부족으로 소나무의 지역적인 구분 없이 실험한 결과, 불

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낮은 불확

도와 정도 높은 탄소배출계수를 제시하기 위하여 20년 이

하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분포를 고려해

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소나무 탄소배출계수의 적정 확률밀도함수

를 추정하고 불확도의 산정과정에서 몬테 카를로 시뮬레

이션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산림 바이오매스/탄소

DB에 저장되어 있는 강원지방소나무의 탄소배출계수와

최적의 확률밀도함수는 목재기본밀도에서 감마분포이고,

바이오매스확장계수는 로그정규분포이며 뿌리함량비에서

정규분포이고 불확도는 상한에서 62.1%, 하한에서 -52.6%

이다. 중부지방소나무에서 목재기본밀도는 정규분포이고,

바이오매스확장계수는 감마분포이며 뿌리함량비는 감마

분포이고 불확도는 상한에서 43.9%, 하한에서 -34.5%를

나타내었다. 추정된 확률밀도함수와 불확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불확도

가 낮을수록 추정된 확률밀도함수는 높은 적합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소배출계수는 환경적, 지형적

원인과 계수의 개발과정에 발생하는 불확도의 원인으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탄소배출계수

별 불확도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

과 효과적인 분석방법이 개발된다면 정도 높은 모집단의

확률밀도함수 추정과 낮은 불확도의 산정이 가능하다.

IPCC가 권장하는 불확도 접근방법에서 접근 2(Approach

Table 4. Uncertainty assessment of emission factor with Monte

Carlo simulation by eco-type.

Eco-type Mean Lower uncertainty
(%)

Upper uncertainty
(%)

Gangwon 0.836 -52.6 62.1
The central 0.815 -34.5 43.0

Note : PDF(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igure 3 Randomly generated distribution of emission factors by
using the Monte Carlo simulation. The successive line is an

estimation of each emission factor for Pinus densiflora. The bold

line is a result of Monte Carl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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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탄소배출계수의

불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몬테 카를로 시

뮬레이션은 신뢰성 있는 탄소배출계수별 확률밀도함수 정

보의 제공과 불확도 산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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