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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are the latest emission scenarios

recommended to use for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jection of extreme precipitation in South Korea during

the forthcoming 21st Century using the generalized extreme value (GEV) analysis based on two

different RCP conditions i.e., RCP 4.5 and 8.5. Maximum daily precipitation required for GEV

analysis for RCP 4.5 and 8.5 are obtained from a high-resolution regional climate model forced

by the corresponding global climate projections, which are produced within the CMIP5

framework. We found overall increase in frequency of extreme precipitation over South Korea

in association with climate change. Particularly, daily extreme precipitation that has been

occurred every 20 years in current climate (1980~2005) is likely to happen about every 4.3 and

3.4 years by the end of 21st Century (2070~2099) under the RCP 4.5 and 8.5 conditions,

respectively.

Keywords: RCP, extreme precipitation, GEV, regional climate model

1. 서 론

2001년 7월 15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발생한 집중호

우는 시간당 최대 99.5 mm로 당시 관측 이래 시간 최

대 강수량 3위를 기록하였고, 일 강수는 273 mm로 일

최대 강수 5위를 기록하였다. 2010년 9월 21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mm가 넘

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2011년 7월 27일 중부지

방에 발생한 호우는 서울 서초구에 오전 6시 50분부

터 8시 50분까지 164 mm의 강수를 기록하여 지속시

간 2시간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156.1 mm를 초과하

였다 (서초구, 2011). 이 기간에 발생한 기록적인 호

우는 비교적 자연재해에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서울

도심에 큰 피해를 가져왔고, 특히 우면산 산사태를 초

래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최근에

는 호우뿐만 아니라 열파와 한파와 같이 기온과 관련

된 극한사상 (extreme event)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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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경미 등, 2011). 이와 같이 최근에 발생하는

극한사상은 미래에는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의 인간활

동에 의하여 현재 보다 더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것

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창환 등, 2010).

극한사상은 강수 또는 기온 등 기상변수에 극치해

석 (extreme analysis)을 적용하여 얻은 확률분포함수

에서 10백분위 이하 또는 90백분위 이상의 확률로 발

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Ganguly, 2007). 일

반적으로 연최대 또는 연초과 자료의 시계열을 대상

으로 하고 연최대 자료는 GEV (Generalized Extreme

Value), 연초과 자료는 GPA (Generalized Pareto) 분포

를 적용한다. 연 초과값 자료의 시계열은 자료의 무작

위성 (randomness)과 적정 임계값 (optimum threshold)

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Um et al., 2010),

연 최대값 자료의 시계열은 무작위성 확보와 임계값

결정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극치해석 방법은 연최대 자료를 추출하여

이를 GEV 분포에 피팅 (fitting)함으로써 특정 크기에

대한 초과확률과 비 초과확률 (1-초과확률)을 계산하

는 과정을 일컫는다 (Hosking et al., 1985).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사상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첫째, 관측 자료를 이용하

여 현재 극한사상의 초과확률을 진단한 연구 (허준행

등, 2007; 오태석 등, 2008) 둘째,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 극한사상의 초과확률을 현재와

비교한 연구 (신진호 등, 2010; Beniston et al., 2007;

May, 2008), 마지막으로 시계열 자료의 비정상성 (non-

stationary)을 고려하기 위하여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

(parameter)를 시간의 함수로 설정하고 미래 극한사상의

초과확률을 예측하는 연구 (정대일 등, 2008; 이창환

등, 2010; Park et al., 2010) 등 크게 세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공통적으

로 우리나라에서 미래 극한강수의 크기가 증가할 것

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래 극한사상의 초과확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저해상도의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역학적 또는 통계적 방법으

로 상세화한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

용한다. 통계적 상세화는 전지구 또는 지역기후모델

의 현재기후 모의 자료와 관측 자료와의 통계적 관계

를 미래 예측자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현재와 미래

기후의 시공간적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역학적 상세화 방법은 기후변화 강제력을

고려하는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기후시스템의 역

학 및 물리과정, 기후시스템간의 상호작용, 기후변화

의 비정상성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변수간의 시공간

적 상관성을 지구시스템의 물리역학적 과정으로 해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

서 5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새롭게 권장하는

대표농도경로 (RCP) (Moss et al., 2008)의 온실기체

배출시나리오에 따른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기후 (1980~2005), 가까운 미래

(2020~2049)와 21세기 말 (2070~2099) 기간에 대하여

20년 빈도 강수량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극한강수 전망을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에 사용

한 자료와 방법을 소개하였고, 3장에서는 극한강수 전

망에 관한 연구 결과를, 4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

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모델 및 자료

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지

원을 위하여 전지구, 동아시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

리오를 산출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 2011). 이 연

구에 사용된 기후변화 전망 자료는 기상청이 영국 기

상청의 지역기후모델 (HadGEM3-RA, Walters et al.,

2011)을 도입하여 생산한 한반도 지역기후 시나리오

자료이며, 모델의 영역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

및 일본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Fig. 1(a)). HadGEM3-

RA의 수평 분해능은 격자 거리 12.5 km로 동서 및 남

북 방향으로 각각 200 × 180개의 격자로 구성되었고,

연직 분해능은 지상에서 40 km 고도까지 38개 층으

로 구성되었다. 대규모 강제력 정보가 제공되는 측면

경계 완충격자는 모델 최외곽 8개 격자점이 사용되

었다. 측면경계 강제력은 6시간 간격의 전지구 기후

변화 전망 자료가 사용되었다.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자료 역시 기상청이 영국기상청으로부터 도입한 대기

-해양-해빙 결합모델 (HadGEM2-AO, Collin et al.,

2008)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평 격자 거리는 약

135 km (동서방향 1.875o, 남북방향 1.25o)이다.

HadGEM3-RA의 역학 체계 및 물리과정은 전지구

모델의 대기 모델과 유사하다. 비정수 역학계이며, 밀

도를 제외한 모든 예단변수에 대하여 준-라그랑지안

이류를 적용한다. 특정 관심 지역을 모델 영역으로 설

정함에 있어, 지구의 극점을 수치적으로 이동시켜 모

델 영역의 중심이 적도 지역에 위치하게 하는 적도

위경도 격자체계 (equatorial latitude-longitude grid

system)을 가진다. 이와 같은 좌표계의 특성은 지도 투

영법을 적용한 직각 좌표계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

역기후모델과 구분되는 것으로, 모델 영역이 넓을 때

지도인자로 인한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델 영역의 확장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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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은 지리적 특성이

매우 복잡하고 기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극한기후

현상을 전망하기 위하여 수평 해상도 수십~수 km이상

의 상세한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가 요구된다 (Boo

et al., 2004, 2006; Im and Kwon, 2007, Koo et al.,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극한

강수 전망을 위하여 12.5 km 분해능의 HadGEM3-RA

에서 생산한 RCP 4.5와 8.5의 지역기후 시나리오 자

료를 기상청 지상 관측지점으로 이중선형내삽 (bi-

linear interpolation)하여 사용하였다. RCP 4.5는 온실

가스 저감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음을 가정하는

배출 시나리오로서 IPCC 4차 평가보고서의 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배출 시나리

오 중 B1과 유사하며, 8.5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전

혀 시행되지 않음을 가정하는 시나리오로서 SRES의

A2~A1FI에 상응하는 배출 시나리오이다. 현재기후에

서의 극한사상 모의성능을 관측자료와 비교하기 위하

여 1973년 이후 일 강수량 기록이 존재하는 70개의

기상청 지상 관측지점 (Fig. 1(b))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2. GEV (Generalized Extreme Value) 분포

일반적으로 어떤 강수사상의 크기 (강수량)가 평균

T년 동안에 한번 이상 발생하면 재현기간 (return

period) T를 가진다고 한다. 재현기간 (T )의 역수는 어

떤 해에 그 사상보다 같거나 큰 현상이 발생할 초과

확률 (exceedance probability)에 해당하며, 비 초과확

률 (P = 1-초과확률)과 재현기간과의 관계는 식 (1)과

같다.

(1)

극한사상의 비 초과확률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일반

적인 확률분포형은 GEV 분포이며, 그 이유는 GEV

분포 상위 꼬리부분의 면적이 커서 극한사상을 표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GEV 분포의 비 초과확률

을 계산하는 누가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는 식 (2)로 표현되며, 그 해 (x; 이 논문의 경

우 강수량)는 식 (3)으로 구할 수 있다 (Stedinger et al.,

1993).

(2)

(3)

여기서 ξ, α, κ는 각각 위치 (location), 규모 (scale),

그리고 형상 (shape)에 관련된 매개변수이다. GEV분포

는 3개의 극치분포가 결합된 것으로 형상 매개변수인

κ에 따라 극치 type I (κ = 0), type II (κ < 0), type III

(κ > 0) 분포로 나눌 수 있으며, type I은 Gumbel, type

III는 Weibull 분포로 불리기도 한다. 식 (2), (3)에서

T
1

1 P–
-----------=

F x( )
1 κ

x ξ–

α
----------–⎝ ⎠

⎛ ⎞1 κ⁄

–exp κ 0≠,

x ξ–
α

----------⎝ ⎠
⎛ ⎞exp–exp κ 0=,

⎩
⎪
⎪
⎨
⎪
⎪
⎧

=

x
ξ

α

κ
--- 1 P( )log–[ ]κ–{ }+ κ 0≠,

ξ α P( )log–[ ]log– κ 0=,⎩
⎨
⎧

=

Fig. 1. Model domain for the Korean peninsula (a), The surface elevation, the RCM grid boxes, and 70 observing stations over

South Kore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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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x의 범위는 κ에 따라 달라지는데, κ < 0일 때는

ξ + α/κ ≤ x < ∞일 때는 −∞ < x <∞, κ > 0일 때는 ∞ < x

≤ ξ + α/κ가 된다 (Stedinger et al., 1993). GEV분포는

형상 매개변수에 크기에 따라 상위 꼬리부분의 두텁

기가 달라진다 (Fig. 2). 즉, 형상 매개변수가 작아질

수록 꼬리부분이 두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큰 값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최대 일 강수는 형상

매개변수가 음수인 구간에 표현된다 (Martin and

Stedinger, 2000).

GEV 분포의 매개변수 추정법은 크게 모멘트법

(moments method), 최우도법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확률 가중 모멘트법 (method of

probability weighted moments), L-모멘트법 (method of

L-moments) 등이 있다. 모멘트법은 계산이 간단하지

만 고차 모멘트 일수록 불완전 추정치를 얻게 되고,

최우도법은 표본 자료의 개수가 충분히 클 때는 효과

적이지만 해를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수렴이 되지

않아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확률 가중 모

멘트법과 L-모멘트법은 원리가 같아 같은 결과를 보

이며, 관측치의 순차 통계량 (order statistics)를 이용

하는 방법으로 표본자료의 개수에 민감하지 않으며

왜곡된 자료일 경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artin and Stedinger, 2000).

이 연구에서는 GEV 분포의 매개변수 산정에 있어

L-모멘트법을 이용하였다. L-모멘트법의 근간인 확률

가중 모멘트법의 기본 이론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L-모멘트의 비도 (ratio diagram)은 일반적으로 L-왜

도 (skewness)와 L-첨도 (kurtosis)를 비교하는 것으로

적정 확률분포형을 찾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확률분

포형의 L-왜도와 L-첨도를 도시하고 관측자료의 L-왜

도, L-첨도 값을 함께 도시하면 그 일치 정도에 따라

관측자료의 적정 확률분포형을 추론할 수 있다.

HadGEM3-RA 강수자료로부터 구한 L-왜도와 L-첨도

를 Pearson Type , Log-Normal (LN2), Gumbel, GEV,

GPA, 정규분포와 Generalized LOgistic (GLO) 분포의

L-모멘트비와 함께 도시하였다 (Fig. 3). RCP8.5 자료

는 GEV 분포 (적색 실선)에 잘 일치하며, RCP4.5 자

료는 GLO, GPA 분포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RCP4.5

자료도 GEV 분포에 잘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3. 결 과

관측 강수 80 mm d−1에 해당하는 백분위수 값 (상

위 1.81%)과 같은 백분위수를 모델 강수의 집중호우

(54.2 mm d-1)로 정의하여 현재기후에서 관측 강수

(1980 - 2005)와 모델 강수, RCP4.5, 8.5 각각에 대하

여 가까운 미래와 21세기 말에서의 집중호우 발생 빈

도수를 Fig. 4에 보였다. 모델이 모의한 현재기후의 공

간분포를 보면 관측 패턴과 유사하게 서울, 수도권,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 빈도수가 높았고 경북

지역에서 발생 빈도수가 낮았다 (Fig. 4(a), (b)). 모델에

서 모의한 집중호우 발생 빈도수와 관측 강수의 발생

빈도수를 비교하면 남한지역 평균은 각각 3.1 y−1 일,

2.5 y
−1일로 0.6 y

−1일 많게, 최대값은 각각 6.4 y
−1일,

5.0 y−1일로 1.4 y−1일 많게, 최소값은 각각 1.3 y−1일,

1.2 y
−1일로 0.1 y

−1일 많게 모델에서 전망되었다.

현재기후에서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수는 연평균

3.1 y−1일이며, RCP4.5에 따른 가까운 미래전망에서는

발생빈도수가 3.5 y−1일로 0.4 y−1일 증가, 21세기 말에

는 4.3 y−1일로 1.2 y−1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었다. RCP8.5에 따른 가까운 미래전망에서 0.2 y
−1일

이 증가된 3.3 y−1일, 21세기 말에는 1.3 y−1일이 증가

된 4.4 y−1일로 전망되었다. RCP4.5와 8.5에 따른 미

래전망에서도 현재기후에서 나타나는 공간분포가 대

체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하

여 RCP4.5와 8.5 모두 경북지역인 구미, 거창, 영천,

의성과 구미에서 발생 빈도수가 적게 전망된 반면에

서울은 4.5 y−1일, 남해는 5.5 y−1일, 서귀포는 8.0 y−1일

이상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Fig. 2. The upper side of GEV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ig. 3. L-moment ratio diagram for constructing L-

skewness and L-kurtosis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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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었다(Fig. 4(c), (d)). RCP4.5와 8.5에 따른 21세

기 말에는 가까운 미래전망에서와 같이 서귀포의 빈

도수가 가장 많고 RCP8.5에 따르면 11.1 y−1일로 남한

지역 평균에 비해 2.5배 이상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

망되었으며, 현재기후와 마찬가지로 경북지역이 발생

빈도수가 적게 전망되었다 (Fig. 4(e), (f)).

Table 1은 미래 집중호우 발생 빈도수의 남한지역

평균 증가비율, 지점 최대 및 지점 최소 증가비율과

발생지점을 보인 것이다. 가까운 미래 전망에는 RCP4.5

와 8.5에서 남한지역 평균 각각 15.2%, 6.9% 증가

되고, 최대 증가비율은 각각 해남과 태백에서 나타

났다. 반면에 최소 증가비율은 두 시나리오 모두 대

구에서 나타났다. 21세기 말에는 RCP4.5와 8.5에서

각각 지역평균 39.2%, 4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되었고, 최대 증가비율은 RCP4.5의 경우 해남, RCP8.5

의 경우 주암에서 나타났다. 반면에 최소 증가비율은

RCP4.5는 제주, RCP8.5는 인제에서 나타났다.

특이한 점으로 가까운 미래 전망에서 RCP4.5가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frequency of observed heavy precipitation (a), simulated under the current climate (b), simulated

near future and far future projections under RCP4.5 (c), (e) and 8.5 (d), (f). The units are number of days per year.

Table 1. Spatially averaged, maximum, and minimum increasing ratio (%) of frequency of heavy precipitation.

Increasing Ratio [%]

RCP4.5 RCP8.5

2020-2049 2070-2099 2020-2049 2070-2099

spatial mean 15.2 39.2 6.9 40.9

maximum
56.0

Haenam(261)

82.0

Haenam(261)

41.4

Taebaek(216)

114.7

Juam(256)

minimum
−17.8

Daegu (143)

−5.6

Jeju(184)

−32.8

Daegu(143)

−13.3

Inje(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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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JJA precipitation under the current climate (a),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JJA and near future JJA, far

future JJA under the RCP4.5 (b), (c), and 8.5 (d), (e). The units are mm/day.

Fig. 6. The 20yr precipitation of observation (a), under the current climate (b), near future and far future projections under the

RCP4.5 (c), (e), and 8.5 (d), (f). The units are mm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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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8.5보다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수를 많게 전망하

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를 찾기 위하여 RCP4.5/8.5에

따른 가까운 미래전망과 21세기 말의 여름철 (6~8월

: JJA) 평균 강수량을 현재기후와 비교하였다 (Fig. 5).

RCP4.5/8.5의 배출 시나리오에서 복사 강제력은 입사

태양 복사량의 1.9%, 3.6%로 RCP8.5가 크기 때문에

영역 전체를 보면 가까운 미래, 21세기 말 모두 RCP8.5

가 강수량을 많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RCP4.5가 더 많은 평균 강수량

을 전망하고 있어, 더 많은 집중호우 발생 빈도수를

전망하였다.

GEV 분석을 통한 20년 빈도 연최대 일 강수량을

Fig. 6에 보였다. 모델이 모의한 현재기후의 공간분포

를 관측과 비교해 보면 서울, 중부지방 및 남해안 지

역에서 크고, 경북지역에서 적어 관측 패턴과 유사하

였다. 관측 강수와 모델에서 구한 20년 빈도 강수량

을 비교하면 남한지역 평균은 각각 216 mm d−1, 144

mm d
−1 로 72 mm d

−1적게, 최대값은 각각 516 mm d
−1

와 234 mm d−1로 282 mm d−1적게, 최소값은 각각 135

mm d−1과 103 mm d−1로 32 mm d−1 적게 모델에서 전

망되었다 (Fig. 6(a), (b)).

현재기후에서의 20년 빈도 강수량은 남한평균 약

144 mm d
−1이지만 RCP4.5에 따른 가까운 미래전망에

서는 162 mm d−1로 18 mm d−1, 21세기 말에는 187

mm d
−1로 43 mm d

−1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RCP8.5에 따른 가까운 미래전망에서는 2 mm d−1가 증

가된 146 mm d−1, 21세기 말에는 66 mm d−1가 증가된

210 mm d−1로 전망되었다. 현재기후에서는 경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20년 빈도 강수량이 적고 (Fig. 6(b)),

가까운 미래전망에도 경북지역이 적게 전망되었다

(Fig. 6(c), (d)). 21세기 말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 남해안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많아지고 특히,

RCP8.5에 따르면 제주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은 20년 빈도 강수량이 발생하리라 전망

되었다 (Fig. 6(e), (f)).

Fig. 7은 남한지역 평균된 20년 빈도 강수량과 신

뢰수준 95%에서 20년 빈도 강수량의 하한 (lower

limit)과 상한 (upper limit)을 보여주고 있다. Lu and

Stedinger (1992)는 빈도별 신뢰구간 계산을 위하여 간

단한 식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남

한지역 20년 빈도 강수량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20년 빈도 강수량 계산을 위하여 현재기후에서는 26

년치 자료를, 미래기후에서는 30년치 자료를 이용하

였기 때문에 신뢰구간이 짧았고, 이는 계산된 빈도 강

수량이 강건 (robust)함을 의미한다.

Table 2는 미래 20년 빈도 강수량의 남한지역 평균

증가비율, 지점 최대 및 지점 최소 증가비율과 발생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미래 전망에는 RCP4.5

와 8.5에서 지역평균 각각 15.2%, 3.0% 증가되고, 최

대 증가비율은 두 시나리오 모두 서귀포에서 나타

났다. 최소 증가비율은 두 시나리오 모두 장수에서 나

타났다. 21세기 말에는 RCP4.5와 8.5에서 지역평균

각각 30.1%, 45.5% 증가되고, 최대 증가비율은 RCP4.5

를 따를 때는 성산, RCP8.5를 따를 때는 서귀포에서

나타났다. 반면에 최소 증가비율은 두 시나리오 모두

의성에서 나타났다. 집중호우 발생 빈도수 전망과 같

Fig. 7. The confidence intervals of the 20 yr precipitation.

Table 2. Spatially averaged, maximum, and minimum increasing ratio (%) of 20yr precipitation.

Increasing Ration [%]

RCP4.5 RCP8.5

2020-2049 2070-2099 2020-2049 2070-2099

spatial mean 15.2 30.1 3.0 45.5

maximum
168.2

Seogwipo(189)

163.4

Seongsan(188)

97.0

Seogwipo(189) 

545.1

Seogwipo(189) 

minimum
−43.5

Jangsu(248)

−35.1

Uiseong(278)

−41.8

Jangsu(248)

−43.9

Uiseong(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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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로 가까운 미래 전망에서 RCP4.5가 RCP8.5보

다 많은 20년 빈도 강수량을 전망하였다.

극한강수의 현재기후, 가까운 미래 및 21세기 말 기

간에 따른 확률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의 변화를 Fig. 8에 보였다. 일 강수의 확률밀도함수

를 비교해보면 RCP4.5에 따른 가까운 미래전망에서

는 평균을 의미하는 GEV 분포의 위치 매개변수가

78.5 mm d−1에서 84.4 mm d−1, 변동을 의미하는 규모

매개변수가 24.4 mm d
−1에서 34.9 mm d

−1로 현재에 비

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1세기 말에는 위치

매개변수가 현재에 비해 16.7 mm d
−1증가되어 95.2

mm d−1, 규모 매개변수는 19.2 mm d−1증가되어 43.6

mm d−1로 전망되었다. 21세기 말일수록 가까운 미래

보다 위치 및 규모 매개변수가 더 증가하는데, 이는

극한값의 평균과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가속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로 갈수록 GEV 분포의 꼬리가

지금보다 두터워져 큰 강수의 발생확률이 증가하리라

예상되었다. RCP8.5에 따른 미래전망 또한 현재 비하

여 위치, 규모 매개변수와 큰 강수의 발생확률이 증

가하리라 전망되며 현재에 대비한 증가량은 21세기

말에는 RCP8.5가 RCP4.5보다 많지만 가까운 미래에

는 RCP4.5가 많았다. 이는 RCP4.5가 평균 강수량을

많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역기후모델 HadGEM3-RA를 이용

하여 산출한 RCP4.5 및 8.5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

료에서 남한지역의 극한강수 변화를 전망하였다. 집

중호우 발생 빈도수는 21세기 말에 수도권과 남부해

안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집중호우 발생 빈도수를 계산하

였던 Chang et al. (200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Chang et al. (2007)은 수도권과 남해안 지역의 발생

빈도수가 많은 이유를 대규모 대기 순환 (large-scale

atmospheric circulation) 패턴과 해수면 온도 (sea

surface temperature) 상승 사이의 연관성에 기인한 것

으로 보았다. 또한 Boo et al. (2006)은 RegCM3의 A1B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21세기 말에 50 mm d
−1

이상 강수 발생 빈도수가 현재에 비하여 57% 증가되

리라 전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말에 54.2

mm d−1 이상의 강수 발생 빈도수가 현재보다 39.2%

(RCP4.5), 40.9% (RCP8.5) 증가되리라 전망하였다. 위

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를 비교해 볼 때,

HadGEM3-RA가 이전의 관측 및 타 지역기후모델로

구한 결과의 추세와 공간분포를 잘 따르고 있어, 집

중호우 모의 측면에서 HadGEM3-RA의 효율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GEV 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극한강수 평균이 커지

Fig. 8. The estimated GEV-PDF under the current climate

(black solid line) and the projected GEV-PDF under the

RCP4.5 (a)/RCP8.5 (b).

Fig. 9. The projected return periods under the RCP4.5 (blue

bar)/RCP8.5 (red bar) relative to 20yr return period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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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생되는 극한사상 간의 편차가 커져, 적을 때는

현재 보다 더 적어지고 커질 때는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포 곡선의 상위 꼬리가 두

터워져 현재보다 큰 극한강수의 발생이 빈번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 이를 재현빈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

재기후에서 20년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강수가 미래

로 갈수록 재현기간이 점차 줄어들어 특히, RCP4.5와

8.5에 따른 21세기 말에는 각 4.3년과 3.4년에 한번씩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9). 이상의 결과는

Park et al. (2010)과 이창환 등 (2010)의 관측자료와

비정상성을 고려한 GEV 분석에서 구한 미래 강수 확

률밀도함수의 이동과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Park

et al. (2010)과 이창환 등 (2010)은 관측자료의 경향

성 검정을 통하여 검정이 통과한 몇 개의 관측지점만

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 강수 확률밀도함수의 이동을

설명하였다. 위의 두 연구는 미래 강수 확률밀도함수

를 구할 때에 과거와 현재까지의 관계식이 미래에도

유효하리라 가정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연구하는데

약간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 기반으로 한 통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기

후변화의 예상되는 증거를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갖춘

모형으로부터 찾았다는데에 기존 연구와의 차이와 의

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기후모델이 새로운 배출

시나리오인 RCP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극한사상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모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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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확률 가중 모멘트법의 기본 이론

L-모멘트법의 근간인 확률 가중 모멘트법의 기본 이

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확률 가중 모멘트법은

Greenwood et al. (1979)이 제안한 방법으로 CDF에

누승 (power)을 하는 방법이다 (식 (1)).

(1)

여기서 F(x)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순차 통계치 X

의 누가분포함수이며, r은 모멘트 차수이다. L-모멘트

법은 확률 가중 모멘트법의 선형조합으로써 차수가

다른 몇 개의 확률 가중 모멘트를 선형으로 가중해

편의가 제거된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이다. L-모멘트

법과 확률 가중 모멘트법은 일반 모멘트 방법과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며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도 있다 (Hosking et al., 1985). 하지만, L-모멘트는

기존의 모멘트와 유사한 L-모멘트비를 사용할 수 있

으므로 적정 확률분포형을 선정하거나 수문학적 동질

유역을 구분 할 때 특히 유리하다. L-모멘트를 확률

가중 모멘트의 선형조합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Hosking et al., 1985). 

(2a)

(2b)

(2c)

(2d)

식 (2)로 정의된 L-모멘트를 이용하여 변동계수, 왜

도와 첨도를 나타내면 식 (3)과 같다(Hosking, 1986).

: L-변동계수 (L-coefficient of variance) (3a)

: L-왜도 (L-skewness) (3b)

: L-첨도 (L-kurtosis) (3c)

L-모멘트법을 이용한 GEV 분포의 위치, 규모, 형상

매개변수의 추정식은 식 (4)와 같다 (Hosking and

Wallis, 1997).

(4a)

(4b)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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