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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monthly temperature of the Han River basin was predicted by statist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at use global climate indices and weather 

data of the target region as predictors. The optimal predictors were selected through teleconnection analysis between the monthly temperature and the preceding 

patterns of each climate  index, and forecast models capable of predicting up to 12 months in advance were constructed by combining the selected predictors and 

cross-validating the past period. Fore each target month, 1000 optimized models were derived and forecast ranges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dictability of monthly temperature from January 1992 to December 2020, PBIAS was -1.4 to -0.7%, RSR was 0.15 to 0.16, NSE was 0.98, and r was 0.99, 

indicating a high goodness-of-fit. The probability of each monthly observation being included in the forecast range was about 64.4% on average, and by month, 

the predictability was relatively high in September, December, February, and January, and low in April, August, and March. The predicted range and median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observations, except for some periods when temperature was dramatically lower or higher than in normal years. The quantitative 

temperature forecast information derived from this study will be useful not only for forecasting changes in temperature in the future period (1 to 12 months in 

advance), but also in predicting changes in the hydro-ecological environment, including evapotranspiration highly correlated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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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기후지수 및 한강권역의 기상자료를 예측인자로 하는 통계적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여 한강권역의 월 평균기온에 대한 장기예측을 수행하였다. 예측대

상인 월 평균기온과 선행기간별 예측인자와의 원격상관성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예측인자를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예측인자를 조합하고 과거기간에 대한 교차검증을 통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선행예측이 가능한 다중회귀모형 기반의 예측모형을 구성하였다. 과거 1992년 1월부터 2020년 12월을 대상으로 월 평균기온에 대한 예측성을 분석한 결

과, PBIAS는 -1.4 ~ -0.7%, RSR은 0.15 ~ 0.16, NSE는 0.98, r은 0.99로 높은 적합성을 나타내었다. 각 월별 관측치가 예측범위에 포함될 확률은 평균 약 64.4%로 나타났으

며, 월별로는 9월, 12월, 2월, 1월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4월, 8월, 3월의 예측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년 대비 유난히 낮거나 높은 기온을 보였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예측치의 범위 또는 예측치의 중앙값 등이 관측치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정량적 기온예측정보는 미래기간(선행 1 ~ 12개월)

의 기온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기온과 상관도가 높은 증발산량을 비롯한 수문생태환경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기후지수, 원격상관성, 월 평균기온, 다중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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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통 수일 이내의 단기 기상예측은 일기도 및 중규모 기후

모형을 이용한 역학적 해석과 그리고 전문예보관의 분석 및 

경험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델링과 컴퓨팅 기

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예측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 반면 한 달에서 수개월 시간 규모에 해당하는 장기예

측은 주로 통계모형과 기후모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아직 

충분한 수준의 예측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최근 지속적

으로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다. 장기예측 대상

은 매일매일의 날씨가 아닌 월평균 혹은 계절평균 기상요소로

서 가뭄과 홍수,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대

응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관리는 물론 특히 농업생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역

학적 모형인 전지구 기후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여 강수량과 

기온에 대한 1 ~ 3개월 전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

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갑작스런 폭우나 태풍 등의 발생, 과거

에 비해 빈번해진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제공되는 정보 또한 정성적 수준의 3분위 

확률정보로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월 및 계절단위의 장기예측을 위한 방법은 크게 역학적 방

법과 통계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Doblas-Reyes et al., 

2005; Schepen et al., 2012; Kim et al., 2018; Kim et al., 2020). 

역학적 모형을 이용한 장기예측의 경우에는 예측모형의 특성

상 초기조건의 불확실성과 적분시간에 따른 오차의 증가 등으

로 예측기간이 길어질 경우 예측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통계적 모형은 역학적 방법에 비해 모형 구성이 간단하

고 계산이 빠르며 예측기간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높은 예측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통계적 

특성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측결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통계적 모형은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

고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대규모의 대기 

변화나 순환 현상 등은 지구 대기순환시스템에 기여하여 다른 

광범위한 지역의 계절적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원

격상관성이라 한다(Barnston and Livezey, 1987; Lim and 

Kim, 2013). 이러한 원격상관성을 기반으로 강수량과 기온을 

중심으로 한 통계적 장기예측이 많이 시도되어 왔으며, 그 외

에도 유출량, 적설량, 작물수확량, 해충발생 등의 예측에도 통

계적 기법이 활용되었다(Kim et al., 2020). 국내에서도 2000

년대 이후 계절예측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회귀모

형, 정준상관모형, 인공신경망모형 등을 이용한 연구들이 많

이 수행되고 있다.

그간 많이 수행되어 온 통계적 예측과 관련해서는 Kim et 

al. (2020)이 언급한 것처럼 2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과 검정을 통해 최적화된 예측모형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기후특성을 보이는 미래기간

에 대해 예측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활

용되는 예측인자의 선행기간에 따라 예측선행기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Kim et al. (2020)은 

예측시점 및 예측선행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측인자를 선

별하여 예측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한강권역의 강수량을 

예측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기온정보는 지역의 중장기

적인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의 변화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이다. 또한, 증발산량에 대한 간접적 추정을 통한 가용수자원

의 평가, 수자원 계획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북반

구 지역의 기온 변화는 엘리뇨 남방진동(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NSO), 인도양 쌍극자(Indian Ocean Dipole), 

북서태평양(western North Pacific) 몬순(monsoon) 등의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et al., 2019),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기온 및 겨울몬

순(East Asia winter monsoon)의 경우에는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 AO)과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Jeong and 

Ho, 2005; Li et al., 2014; Park and Ahn, 2016; He et al., 2017; 

Woo et al., 2020).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기온에 대한 정량적

인 값의 제시보다는 분석된 원격상관성을 통해 전지구적 대기

순환 및 질량 변화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그리고 시간적인 

지연을 통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역학적 관계를 규

명함으로써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기후지수들을 이용한 통계

적 예측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실질적

인 예측값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 및 계절 단위의 장기 기온예측을 위해 Kim 

et al. (2020)과 같이 전지구 기후패턴과의 원격상관성을 기반

으로 통계적 예측모형을 구성하여 한강권역에서의 미래기간

(1 ~ 12개월 선행월)에 대한 평균기온의 예측 가능성을 평가

하였다. 기후패턴들 간 또는 기후패턴과 평균기온 사이의 역

학적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예측시점에 따라 통계적으

로 상관성이 높은 기후지수를 추출하여 예측모형의 예측인자

로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2.1 예측대상 및 예측인자

본 연구에서는 한강동해, 한강서해, 안성천 등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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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강권역 전체에 대한 월 평균기온을 예측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예측인자로는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지수 중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39개 지수와 한강권역의 8가지 기상요소(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평균해면기압, 일조시간, 평균풍속, 평균운량, 소

형증발량)에 대한 월 평균자료를 이용하였다. Kim et al. (2020)

에서 적용된 예측인자와 비교하여 글로벌 기후지수는 동일하

며, 한강권역 기상요소 중 평균수증기압과 평균현지기압 대신

에 기온과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해면기압(AvgSLP), 

평균풍속(WND), 평균운량(CLOUD), 소형증발량(SmallEV) 

등을 예측인자에 추가하였다.

예측대상을 포함한 예측인자에 대해 1948 ~ 2020년의 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992 ~ 2020년의 월 평균기온을 대상

으로 예측모형을 구성하고 예측성을 평가하였다.

한강권역의 기상요소 값은 Fig. 1과 같이 기상청 종관기상

관측(Automated Synoptic Observation System, ASOS) 34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티센면적평균하였으며, 대상지역 및 각 

지점에 대한 지리적 정보는 Kim et al. (2020)과 동일하다.

예측인자로 활용한 39개의 글로벌 기후지수와 8개의 한강

권역 기상요소에 대해서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2.2 원격상관성 분석

예측모형에 필요한 최적의 예측인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예측대상(월 평균기온)과 예측인자와의 상관성을 분석

하였다. 예측대상월을 기준으로 과거 40년 자료에 대해 예측

인자별로 1 ~ 18개월 선행자료와 예측대상과의 상관성을 분

석하였다. 예를 들어, Fig. 2(a)는 2000년 1월 기온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거 40년간(1960 ~ 1999년)의 1월 기온과 각 기후지

수들의 선행 1개월에서 18개월 자료들과의 지연상관성을 나

타낸 것이며, Fig. 2(b)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과거 40년간

의 자료에 대해 예측대상과 예측인자와의 지연상관성을 분석

한 결과이다. 붉은색과 푸른색은 각각 양의 상관성과 음의 상

관성을 나타내며, 회색은 해당기간의 자료가 결측되어 상관

성이 분석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상관성의 절대값이 0.4 이

상인 경우에는 수치도 같이 표기하였다. 마찬가지로 Fig. 3은 

각각 2020년 1월과 7월을 기준으로 한 과거자료의 지연상관

성 분석결과이다.

Fig. 2(a)와 같이 2000년 1월을 기준으로 한 과거 40년간의 

1월 기온자료와 각 예측인자들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에서는 

1개월 선행 TMP과의 상관도가 +0.47로서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예측대상월인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과거 40년

간(1960 ~ 1999년)의 1월 기온과, 1개월 이전인 1959 ~ 1998

년 12월의 TMP 자료가 상관성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음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3개월 선행 SmallEV와의 상관도(+0.42), 

15개월 선행 TNI와의 상관도(-0.41) 등이 높게 나타났다.

Fig. 2(b)의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3개월 

선행 PNA와의 상관도가 -0.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12개월 선행 NAO -0.46, 13개월 선행 POL -0.46 등의 상

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Fig. 3(a)와 같이 2020년 1월을 기준으

로 했을 때는 5개월 선행 AvgSLP -0.52, 16개월 선행 WND 

+0.49, 16개월 선행 WHWP +0.47 등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

으며, Fig. 3(b)의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개월 선

행 POL -0.55, 7개월 선행 SLP_IND -0.51, 14개월 선행 TMP 

+0.50 등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겨울철

에는 양의 상관성이 높은 기후지수들이 많은 반면, 여름철에

Fig. 1. Study area (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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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dictors used in this study (Kim et al., 2020)

Predictor Description Provider

Global climate 

index

AAO Antarctic oscillation NOAA

AMM Atlantic meridional mode NOAA

AMO 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 NOAA

AO Arctic oscillation NOAA

BEST Bivariate ENSO timeseries NOAA

CAR Caribbean SST index NOAA

CPOLR Monthly central Pacific outgoing long wave radiation index (170E - 140W, 5S - 5N) NOAA

EA East Atlantic pattern NOAA

EAWR East Atlantic / Western Russia pattern NOAA

EPNP East Pacific / North Pacific oscillation NOAA

GML Global mean land-ocean temperature index NOAA

MEI.v2 Multivariate ENSO index version 2 NOAA

NAO North Atlantic oscillation NOAA

NINO1+2 Extreme eastern tropical Pacific SST (0 - 10S, 90W - 80W) NOAA

NINO3 Eastern tropical Pacific SST (5N - 5S, 150W - 90W) NOAA

NINO3.4 East central tropical Pacific SST (5N - 5S, 170 - 120W) NOAA

NINO4 Central tropical Pacific SST (5N - 5S, 160E - 150W) NOAA

NOI Northern oscillation index NOAA

NP North Pacific pattern NCAR1)

NTA North tropical Atlantic SST index NOAA

ONI Oceanic Niño index NOAA

PNA Pacific American index NOAA

POL Polar / Eurasia pattern NOAA

QBO Quasi-biennial oscillation NOAA

SCAND Scandinavia pattern NOAA

SLP_DAR Darwin sea level press NOAA

SLP_EEP Equatorial eastern Pacific sea level press NOAA

SLP_IND Indonesia sea level press NOAA

SLP_TAH Tahiti sea level press NOAA

SOI Southern oscillation index NOAA

SOI_EQ Equatorial SOI NOAA

SOLAR Solar flux (10.7 cm) NOAA

TNA Tropical northern Atlantic index NOAA

TNI Trans-Niño index NOAA

TPI Tripole index for the interdecadal Pacific oscillation NOAA

TSA Tropical southern Atlantic index NOAA

WHWP Western hemisphere warm pool NOAA

WP Western Pacific index NOAA

EASMI East Asian summer monsoon index Li and Zeng2)

Local climate 

index

PCP Monthly precipitation KMA

TMP Monthly average temperature KMA

HMD Monthly average relative humidity KMA

AvgSLP Monthly average sea level pressure KMA

DLhr Monthly sum of daylight hours KMA

WND Monthly average wind speed KMA

CLOUD Monthly average cloud cover KMA

SmallEV Monthly sum of small pan evaporation KMA

1) The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2) Li and Ze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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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의 상관성이 높은 기후지수들이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Kim et al. (2020)이 수행했던 강수량과 기후지수들의 상관성 

결과에서는 겨울철에 음의 상관성이 높고, 여름철에는 양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예측모형 구성

예측모형으로서는 비교적 구성이 간단한 통계적 기반의 다

중회귀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구성형태는 아래 Eq. (1)과 같이 

Kim et al. (2020)에서 제시한 강수량 예측모형과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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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 : 예측대상인 월 평균기온(℃), 

 


 


 ⋯ 


 


 : 

회귀계수, 




 ⋯





 : 예측인자로서 상관성이 높은 

기후지수,  : 잔차항이다.

Figs. 2 and 3과 같이 각 예측대상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a) January 2000 (b) July 2000

Fig. 2.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with predictors for forecasting the temperature of (a) January and (b) July 2000

(a) January 2020 (b) July 2020

Fig. 3.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with predictors for forecasting the temperature of (a) January and (b)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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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거 40년간의 기온 자료와 각 기후지수의 선행(1 ~ 18개

월) 자료에 대한 지연상관성 분석을 통해 상관성이 높은 10개

의 기후지수를 도출하였다. 기존 강수량에 대해 예측모형을 구

성하였던 Kim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의 변수를 

4개로 고정하고, 가능한 모든 조합의 회귀모형을 구성한 후, 

40년간 자료에 대해 leave-one-out 교차검증을 통해 최적의 

예측모형을 선별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과거 40년간의 

자료 중에서 무작위로 20년간 자료를 추출하고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방법을 적용하여 회귀모형을 구성

하였으며, 보정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20년간 자료를 이용

하여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각 월별로 적합성이 검

증된 1000개의 다중회귀모형을 도출할 때까지 무작위 보정

과 검증과정을 반복하였다.

월별 예측모형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예측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의 선행예측을 위하여, 각 예

측대상월에 따라 활용가능한 기후지수의 선행기간을 제한하

였다. 예를 들어, Figs. 4 and 5는 각각 2000년과 2020년의 월

별 예측모형들을 구성하기 위해 활용된 기후지수들을 나타낸 

것으로, 괄호 안의 숫자는 지연상관성 분석에서 활용한 기온

자료를 기준으로 한 기후지수자료의 선행개월 수(1 ~ 18)를 

의미한다. 즉, Fig. 4의 첫 번째 2000년 1월에 대한 결과 중 

TMP(1)은 2000년 1월 기온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 40년간

Fig. 4. Top 10 highly correlated climate indices for predicting temperature of each month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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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1999년)의 1월 기온자료와 상관성 분석을 한 결과, 

1개월 이전인 1959 ~ 1998년의 12월에 대한 TMP 자료가 상

관도가 가장 높았음을 의미한다.

Fig. 4의 2000년 7월의 경우, 예측모형의 예측인자 후보로 

NAO(12), POL(13), SLP_IND(12) 등의 기후지수들이 선

정되었다. 2000년 7월은 예측시점인 1999년 12월을 기준으

로 선행기간 7개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7개월 이상의 선행기

간을 가진 기후지수 자료만 예측모형에 활용되었으며, 앞의 

Fig. 2(b)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던 PNA(3)는 제외되었

다. 마찬가지로 Fig. 5의 2020년 7월에 대한 예측에서도 앞서 

Fig. 3(b)에서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POL(5) 자료는 제외

되었다.

구성된 다수의 회귀모형에 대해서는 교차검증을 통하여 

예측성이 높은 회귀모형들을 예측모형으로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회귀모형들을 이용하여 각 월별 기온 예측범위를 도출

하고 관측치와 비교하여 예측성을 평가하였다.

3. 적용 결과

3.1 기후지수 활용빈도

상관성이 높은 10개의 기후지수를 조합하여 각 월별로 최

Fig. 5. Top 10 highly correlated climate indices for predicting temperature of each month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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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된 예측모형을 도출하였으며, Figs. 6 and 7은 각각 2000

년과 2020년의 월 예측모형에서 활용된 기후지수들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Fig. 6에 나타난 것처럼 2000년 1월 

예측모형에는 EAWR(1)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는데, Fig. 4에

서 분석된 것처럼 상관성이 높은 인자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7월 예측모형에는 상관

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NAO(12)와 POL(13) 자료가 

실제 예측모형 구성에서도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

가지로 Fig. 7에서와 같이 2020년 6월 예측모형에는 AO(10) 

자료가 가장 많이 활용된 반면에 Fig. 5에서 분석된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2020년 11월 예측모형에서는 상

관성이 높은 AAO(16)과 EPNP(12) 자료가 많이 활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단계적 회귀분석과 무작위로 수행된 교차

검증을 통해 적합도가 높은 다중회귀모형을 추출하는 과정에

서 일부 설명력이 높은(상관도가 높은) 기후지수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Fig. 8은 전 기간(1992년 1월 ~ 2020년 12월)에 대해 월별로 

기후지수의 적용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앞서 Figs. 4 ~ 7에 나

Fig. 6. Application frequency of climate indices used for monthly temperature forecasting models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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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것처럼 통계적 분석의 특성상 예측대상월에 따라 기후지

수들의 상관성이나 활용빈도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Fig. 8

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로부터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대상지역(한강권역)에 대한 평균기온과의 상관성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Fig. 8에서 겨울철(1월, 2월, 12

월) 예측모형에는 TNI(15), DLhr(13), NAO(12) 등의 기후지

수가 많이 활용된 반면에 여름철(6월, 7월, 8월) 예측모형에서

는 AO(10), NAO(12), SLP_EEP(13) 등의 기후지수가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겨울철에는 TNI, DLhr, NAO 등

과 같은 기후지수가 한강권역의 평균기온과 통계적으로 연관

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여름철 기온은 AO, NAO, SLP_EEP 

등의 기후지수와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AO가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기

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았다(Jeong and Ho, 2005; 

Lim and Kim, 2013; Li et al., 2014; Park and Ahn, 2016; He 

et al., 2017; Woo et al., 2020). 이 외에도 Lim and Kim (2013)

Fig. 7. Application frequency of climate indices used for monthly temperature forecasting models in 2020



C.-G. Kim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4(9) 731-745740

은 AO를 포함하여 EAWR, WP, ENSO 등과 상관성이 높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Park and Ahn (2016)은 AO와 WP, Kim et 

al. (2017)은 EA와 WP, Yoo et al. (2018)은 EAWR, SCAND, 

PE (polar/Eurasian), Woo et al. (2020)은 AO와 ENSO 지수

들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겨울철 기온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Lim and Kim (2013)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분석기간에 따라 그리고 각 기후지수의 선행기간에 따라 상관

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예측대상월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기후지수들을 활용하여 예측

모형을 구성하였다.

3.2 월 기온 예측결과

Figs. 9 and 10은 각각 1999년 12월과 2019년 12월에 예측

한 2000년과 2020년에 대한 월 평균기온의 예측치와 과거의 

관측치를 비교한 결과이다. 각 월별 붉은색 박스플롯은 대상

월에 대한 예측범위를 나타낸 것이며, 회색음영과 푸른색 굵

Fig. 8. Monthly application frequency of climate indices for the entire period (199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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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은 동일한 월에 대한 과거 30년간의 관측치의 범위 및 중

앙값(Median)을 나타낸 것이다. 푸른색 점은 각 월별 관측값

을 의미한다. Fig. 9에서 2000년 1월 결과는 선행예측기간 1개

월에 해당하며, 2000년 12월 결과는 선행예측기간이 12개월

이다. 마찬가지로 Fig. 10도 예측시점인 2019년 12월을 기준

으로 선행예측기간이 1 ~ 12개월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일부 예측범위가 관측치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

로 관측치의 월별 값 및 변동성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온자료의 특성상 Kim et al. (2020)에서 분석한 강수량

에 비해 불확실성이 낮아 예측이 용이한 특성이 있지만, 과거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도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

기도 한다. 반면 예측치의 범위는 이보다 좁은 범위를 가지면서

도 Figs. 9 and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측치의 범위나 평균값, 

중앙값 등이 관측치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의 

관측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모형을 

통해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월 평균기온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1은 전체 분석기간(1992 ~ 2020년)에 대해 약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각 월별 예측치의 범위와 중앙값, 관측치를 

함께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예측치의 최대 ~ 최소 범위 안에 

관측치가 포함되고 있으며, 예측치의 중앙값도 일부 겨울철과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에 대해 관측치와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다. 다만, 관측자료의 통계적 특성에 기반하여 구성된 

모형의 특성상 2011년 1월과 같이 역대 최악의 한파가 있었던 

경우나 평년대비 유난히 높은 기온을 기록했던 1994년, 2010

년, 2013년, 2018년의 여름철에는 관측치와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ig. 12는 전체 분석기간에 대해 예측선행기간별 월 평균기

온의 예측성을 나타낸 것이다. 각 월별 예측치의 평균값과 관

측치를 대상으로 PBIAS (Percent bias), RSR (Ratio of RMSE 

to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observations), NSE (Nash- 

Sutcliffe efficiency),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의 

Fig. 9. Results of monthly temperature forecasts in 2000

Fig. 10. Results of monthly temperature forecast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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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적합도(Goodness of fit, GOF) 평가지수를 분석하였

다. PBIAS는 -1.4 ~ -0.7%, RSR은 0.15 ~ 0.16, NSE는 0.98, 

r은 0.99로 높은 적합성을 나타내었다.

Fig. 13은 앞의 Fig. 11에서 제시한 예측치의 최소 ~ 최대범

위(회색 음영) 안에 관측치(푸른색 점)가 포함될 확률을 산정

하여 분석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비교한 것이다. 월별로는 

(a) January 1992 to December 2001

(b) January 2002 to December 2011

(c) January 2012 to December 2020

Fig. 11. Result of monthly temperature forecasts for the entire period (199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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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7.8%), 12월(74.2%), 2월(72.4%), 1월(70.0%)의 예측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월(52.5%), 8월(55.2%), 3월

(57.6%)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월에 대한 평균은 약 64.4%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강권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후지수 및 

대상권역 기상자료를 예측인자로 하는 다중회귀모형 기반의 

월평균기온 예측모형을 구성하고 미래기간(1 ~ 12개월)에 대

한 예측성을 평가하였다.

예측인자로서는 AAO, AMM, AMO 등을 비롯한 39종의 

글로벌 기후지수와 8종의 한강권역 기상인자(강수량, 평균

기온, 상대습도, 평균해면기압, 일조시간, 평균풍속, 평균운

량, 소형증발량) 등 총 47종에 대한 월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예측대상월을 기준으로 과거 40년간의 예측대상(한강권역 

평균기온)과 각 예측인자에 대한 1 ~ 18개월 선행자료와의 지

Fig. 12. Result of the goodness-of-fit test for monthly temperature forecasts

Fig. 13. Hit rate of the forecast range by month



C.-G. Kim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4(9) 731-745744

연상관성 분석을 통해 상관성이 높은 10개의 기후자료를 선

정하였다. 선정된 기후자료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방법과 무작위 보정 및 검증을 통하여 월별로 적합

도가 높은 1000개의 다중회귀모형을 도출하여 예측모형으

로 활용하였다.

예측모형 및 예측결과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992

년 1월부터 2020년 12월을 예측대상월로 선정하여 각 월별 

도출된 예측값과 실제 관측값을 비교한 결과, 일부 겨울철과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예측치의 범위 및 중앙값이 관측치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월별 예측치의 평균값과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한 적합도는 PBIAS는 -1.4 ~ -0.7%, 

RSR은 0.15 ~ 0.16, NSE는 0.98, r은 0.99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또한 각 월별 관측치가 예측범위에 포함될 확률은 평균 

약 64.4%로 나타났으며, 9월, 12월, 2월, 1월의 예측성이 상대

적으로 높은 반면, 4월, 8월, 3월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과거자료에 기반한 통계적 모

형의 특성상, 한파가 극심했던 2011년 1월이나 평년대비 높

은 기온을 기록했던 1994년, 2010년, 2013년, 2018년 여름철 

기온에 대한 예측결과는 타 기간에 비해 관측치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예측모형은 예측시점을 기준으로 미

래 12개월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며, 선행기간에 따라 상관도

가 높은 기후지수를 선별하여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에 따

른 기후지수들의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고 예측월에 따라 탄

력적으로 최적의 예측변수를 선정하여 예측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 ~ 3개월

의 정성적 확률정보와 비교하여 1 ~ 12개월의 정량적 예측범

위에 대한 도출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직접

적으로는 최대 12개월에 대한 예측정보를 기반으로 계절적 

폭염이나 한파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하며, 간접적으로는 

정량적 예측정보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기온과 상관

도가 높은 증발산량에 대한 미래 전망이나 수문생태환경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Woo et al. (2020)의 연구에서와 같이 각 기후지수

들간의 역학적 관계나 기후지수와 예측대상간의 역학적 관계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통계적 상관성에 기반하

여 예측모형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통계적 모형의 한계로 인

해 과거와 크게 다른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예측성이 다소 떨

어질 수 있는데, 이는 향후 보다 많은 자료가 구축되어 다양한 

통계적 특성이 예측모형에 반영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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