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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two-stage geostatistical integration approach that aims at
downscaling of coarse scale remote sensing data. First, downscaling of the coarse scale sedoncary data
is implemented using area-to-point kriging, and this result will be used as trend components on the next
integration stage. Then simple kriging with local varying means that integrates sparse precise
observation data with the downscaled data is applied to generate thematic information at a finer scale.
The presented approach can not only account for the statistical relationships between precise
observation and secondary data acquired at the different scales, but also to calibrate the errors in the
secondary data through the integration with precise observation data. An experiment for precipitation
mapping with weather station data and TRMM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data acquired at
a coarse scale is carried out to illustr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ented approach. From the
experiment, the geostatistical downscaling approach applied in this paper could generate detailed
thematic information at various finer target scales that reproduced the original TRMM precipitation
values when upscaled. And the integration of the downscaled secondary information with precise
observation data showed better prediction capability than that of a conventional univariate kriging
algorithm.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ed approach would be effectively used for downscaling of
coarse scale data with various data acquired at different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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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에서는 저해상도 원격탐사 자료 기반 주제도의 상세화를 목적으로 2단계로 구성된 지구통

계학적통합기법을제안하 다. 우선 역-점변환크리깅을이용하여저해상도부가자료의상세화를수행

하고, 이정보는이후통합과정에서경향성분으로이용된다. 그리고상세화된부가자료와소수의정 관측

자료와의 통합에 가변적 지역 평균 기반 단순 크리깅을 적용한다. 제안 기법은 저해상도 부가 자료의 상세화

를 통해 해상도 차이에 따른 정 관측 자료와 부가 자료와의 통계적 연관성을 반 할 수 있으며, 정 조사

접수일(2013년 1월4일), 수정일(1차 : 2013년 1월31일), 게재확정일(2013년2월9일).
†교신저자: 박노욱(nwpark@inha.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9, No.1, 2013, pp.69~79

http://dx.doi.org/10.7780/kjrs.2013.29.1.7

–69–



1. 서론

공간 자료를 이용하는 많은 응용 분야들은 대부분

다양한해상도에서얻어진공간자료를분석에사용한

다. 예를들어기온, 강수등을포함한다양한기후요소

들은 MODIS와 같은 저해상도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추된 정보를 이용한다. 그리고 유인/무

인 기상관측소 등으로부터 얻어진 정 관측 자료는

고해상도 혹은 일종의 포인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

한 서로 다른 해상도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자료 이용

측면과제공정보의질적측면에서상호보완적인성격

을내포한다. 저해상도원격탐사자료는시계열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의 모든 지점에서 광역 정보를 제공하

지만, 상세분석에직접적으로이용하기에는해상도가

낮은단점이있다. 반면, 정 관측자료는상세정보를

제공하지만, 자료획득비용차원에서다량의정보획

득이제한적이어서소수의지점에서만정보획득이가

능하다.

이렇게 소수의 지점에서 획득된 정 관측 자료는

일반적으로 공간 예측 혹은 공간 보간의 과정을 통해

일단 격자형 주제 정보를 생성한 이후에 분석에 이용

된다. 이러한공간예측과정에서대상지역의모든지

점에서 값을 제공하는 원격탐사 자료는 유용한 정보

제공원으로 이용가능하다. 이러한 정 관측 자료의

공간예측과정에부가자료를이용하는데있어서, 지

구통계학은전통적인결정론적공간예측방법론과달

리다양한형태의부가자료를통합할수있는확률론

적틀을제공한다(Goovaerts, 1997). 대표적인다변량크

리깅 기법들로는 공동 크리깅(cokriging), 가변적 지역

평균 기반 단순 크리깅(simple kriging with local means),

외부추세크리깅(kriging with an external drift) 등이있으

며(Deutsch and Journel, 1998),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다양한분야에서의주제도작성연구가활발하게진행

되어왔다(Chung and Lee, 1995; Goovaerts, 1999; Simbahan

et al., 2006; Sales et al., 2007; Park et al., 2009; Oh, 2009).

이러한다변량크리깅기법들의실제응용과관련하

여 여러 기술적인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대표

적인것이정 관측자료와부가자료등과의해상도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술한 다

변량 크리깅 기법들은 부가 자료의 해상도에서 공간

통합이이루어지기때문에, 저해상도원격탐사자료를

부가자료로이용할경우최종공간예측결과는저해

상도수준에서제공된다. 또한정 관측자료와부가

자료와의상관정보를추출하는과정에서부가자료의

해상도가너무낮은경우, 저해상도격자위치에다량

의 정 관측 자료가 포함되면 상관 정보가 저추정될

가능성이있다. 따라서부가자료의해상도보다더높

은해상도에서의주제정보를추출하는과정인상세화

(downscaling)를 위해서는 사용 자료의 해상도 차이를

적절히고려할필요가있다. 가장간단한방법은저해

상도 부가 자료를 일종의 포인트 자료로 간주하여 목

표 해상도에서의 고해상도 부가 정보를 미리 생성한

이후에 부가 자료와 목표 해상도에서 통합하는 것이

다. 이방법론은저해상도격자내에서의속성변화가

매우 작다는 내재적인 가정을 포함하는데, 이 가정이

항상유효하다고간주할수는없는데일반적으로정

관측 자료와 저해상도 부가 자료의 통계적 연관성은

해상도에따라차이가날수있기때문이다(Park, 2011).

다변량크리깅기법들은공간예측을위해정 및부

가 자료 사이의 통계적 상관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저해상도 부가 자료를 포인트 자료로 단순화 시키

는방법론은이러한차이를제대로설명할수없다.

이러한사용자료의해상도차이를고려하면서고해

상도에서의주제정보를생성하는상세화와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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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의통합을통해부가자료의오류를보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제안기법의적용성평가를위해, 지

상관측강수자료와TRMM 자료와의통합을이용한고해상도강수주제도제작연구를수행하 다. 실험결

과, 역-점변환크리깅을통해원자료스케일의TRMM 강수값을재생산할수있는다양한목표고해상도

에서의 상세 정보 추출이 가능하 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정 관측 자료와 통합함으로써 정 관측 자료만을

이용하는단변량공간예측기법에비해향상된예측정확도를보 다. 따라서제안기법은서로다른해상도

를가지는자료를대상으로저해상도부가자료의상세화에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최근지구통계학기반방법론들이개발되어왔다. Liu

and Journel (2009)과 Park (2010)은 소수의 지점에서 획

득된 고해상도 포인트 자료와 저해상도 부가 자료의

통합을 위해 블록 크리깅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

하 다. 그리고 Goovaerts (2010)은 마찬가지 기법을

area-and-point 크리깅으로 명명하여 중금속 자료 오염

분포도 작성과 질병 위험도 분포도 작성에 적용하

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부가 자료들은 상세화된 자료

의 선형 결합이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상세화

된결과를원저해상도로업스케일링하면원저해상도

부가 자료의 값을 재생산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자료 통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가 자료는 정

관측자료보다정확도가떨어지고오류를포함하기때

문에, 최종 통합 결과에서 오류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자료의재생산이항상필요한것은아니다. 오히려이

러한 재생산 특성으로 인해 최종 결과에 오류가 포함

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

는 과정에서 부가 자료에 포함된 오류를 수정할 필요

성이있다.

이논문에서는다변량크리깅기법의분석틀안에서

전술한이용자료들의해상도차이를적절하게설명할

수있는 2단계로구성된상세화방법론을제안하 다

(Fig. 1). 우선첫번째단계에서는 역-점변환크리깅

(area-to-point kriging)을이용하여자료통합의목표해상

도에서의 상세화를 수행한다. 이 단계를 통해 상세화

된부가자료와정 관측자료와의통계적연관성분

석이목표해상도에서수행될수있다. 이후두번째단

계에서는 상세화된 부가 자료와 소수의 정 관측 자

료를 통합하는 다변량 크리깅을 적용한다. 오류를 포

함할수있는부가자료의속성값자체를직접이용하

지않고, 전반적인평균성분추출에이용하기위해가

변적지역평균기반단순크리깅기법을다변량크리

깅기법으로적용한다. 이과정을통해부가자료에포

함될수있는오류를정 관측자료를이용하여보정

(calibration)할수있다. 최근Kaheil et al. (2008)은토양수

분 분포도 작성을 위해 우선 저해상도 원격탐사 자료

를 목표 해상도에서 상세화를 수행한 이후에 이 결과

와 현장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support vector machine

regression을적용하여보정하는상세화방법론을제안

하 다. 이방법론도이연구에서제안하는 2단계방법

론을 적용하 지만 다음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

다. 우선 Kaheil et al. (2008)에서는 저해상도 원격탐사

자료의상세화과정에서저해상도자료의베리오그램

을 기반으로 목표 해상도에서 확률 필드를 생성한 이

후재배치와정규화를수행하 다. 그러나저해상도에

서의공간패턴과상대적으로고해상도인목표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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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stage geostatistical approach presented in this paper.



에서의공간자기상관성정보가달라질수있다. 또한

두 번째 단계에서 현장 조사 자료와의 회귀분석을 적

용하 으나, 회귀분석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잔차

(residual) 성분에대한고려가없었다. 반면이연구에서

제안하는방법론은저해상도자료로부터목표해상도

에서의공간자기상관성정보를추정함으로써해상도

차이를상세화과정에서고려할수있으며, 잔차성분

의 공간 상관성 정보를 공간 예측 과정에서 반 하여

예측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 제안기

법의 성능 검증을 위해 고해상도 강수 주제도 작성을

목적으로 저해상도 TRMM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자료와정 기상관측자료를이용한사례연

구를수행하 다.

2. 방법론

1) 지구통계학 기반 상세화

이논문에서첫단계에서적용한저해상도부가자

료의지구통계학기반상세화기법은 역-점변환크

리깅이다. 역-점 변환 크리깅은 저해상도 자료로부

터 고해상도 격자 위치에서 값을 예측하는 블록 크리

깅의변형기법에해당한다(Kyriakidis, 2004).

연구지역에중심좌표가uk인K개의블록으로구성

된저해상도자료 { y(uk), k = 1, …, K}가있다고했을때

(여기서블록자료는형태가격자형이거나행정구역과

같은불규칙한형태여도상관이없음), 역-점변환정

규크리깅은식 (1)과같이이웃한주변블록자료의선

형결합을통해상대적으로고해상도인위치 u에서의

속성값 y*(u)를예측한다.

y*(u) = lk(u)y (uk) (1)

여기서 lk(u)는 이웃한 저해상도 블록 자료에 할당되

는정규크리깅가중치를나타낸다.

식 (1)의정규크리깅가중치는식 (2)의정규크리깅

시스템을통해계산된다.

lk(u) 
_
C(uk, uk’) + m(u) = 

_
C(uk, u)   k = 1, …, K

(2)
lk(u) = 1

여기서m(u)는라그랑지안상수를나타내며,
_
C(uk, uk’)

와
_
C(uk, u)는 2개의블록 uk와 uk’사이의블록-블록평

균공분산과블록 uk와예측위치 u 사이의블록-점평

균공분산을각각나타낸다.

식 (2)에서 정규 크리깅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블록-블록평균공분산과블록-점평균공분산을필

요로한다. 이연구에서블록-블록평균공분산은개별

블록을이산화시킨블록내점들사이의점기반공분

산값들의평균을통해계산하고, 블록-점평균공분산

은전통적인블록크리깅과마찬가지로블록을이산화

시킨점들과예측위치u사이의점기반공분산값들의

평균을통해계산하 다.

일반적으로지구통계학에서는고려하는변수의베

리오그램을모델링한이후에, 2차정상성가정을이용

하여베리오그램모델을공분산으로변환하여이용한

다. 따라서블록-블록평균공분산과블록-점평균공분

산의 계산을 위해서는 점 기반 베리오그램 모델을 필

요로한다. 그러나블록형식의저해상도자료만존재

하므로, 점 기반 베리오그램 모델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없다. 점기반베리오그램모델을구하는가장간

단한 방법은 해상도와 상관없이 동일 속성 정보를 나

타내므로고해상도에서의베리오그램모델과블록자

료의베리오그램모델이같다고전제하여고해상도현

장자료의베리오그램모델을직접적으로이용하는것

이다. 그러나 Park(2011)에서논의한것처럼, 동일속성

이더라도 해상도에 따라 통계적 특성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고해상도 현장 자료의 점 기반 베리오그램

모델을직접적으로이용할수는없다. 대신이연구에

서는 베리오그램 디컨볼류션(variogram deconvolution)

기법을이용하여식 (2)의공분산계산에필요한점기

반 베리오그램 모델을 블록 자료로부터 유추하 다.

Journel and Huijbregts (1978)에의해제안되고, Goovaerts

(2008)에 의해 구체화된 베리오그램 디컨볼류션 기법

은반복연산을통해초기추정된점기반베리오그램

모델로부터 계산되는 정규 베리오그램(regularized

variogram)과 블록 자료의 역 기반 베리오그램 사이

의 차이를 줄여가면서 최적의 점 기반 베리오그램 모

델을찾는일종의역산(inversion) 기법에해당한다.

Journel and Huijbregts (1978, p.77)과정상성의가정에

따른 간략화에 의해 점 기반 베리오그램과 블록 기반

KS
k=1

KS
k=1

KS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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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베리오그램은식 (3)의관계가성립한다.

gu(h) = gp(h) _
_g(u, u) (3)

여기서 gu와 gp는블록및점기반베리오그램을각각

나타내며,
_g(u, u)는블록을이산화시킨점들사이의평

균베리오그램을나타낸다.

우선특정베리오그램모델의형태와파라미터를초

기화시킨후에, 식 (3)을이용하여초기점기반베리오

그램을 역기반베리오그램으로정규화시킨다. 그리

고이정규화된베리오그램모델과원블록자료의베

리오그램 모델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특정 임계값보

다작을때까지초기베리오그램모델의형태및파라

미터들을바꾸어가면서반복연산을수행하여차이를

최소화하는점기반베리오그램모델을찾게된다. 이

러한 베리오그램 디컨볼류션을 통해 유추된 점 기반

베리오그램모델을식 (2)에적용하여 역-점기반정

규크리깅의가중치를계산하여저해상도부가자료의

상세화를수행한다.

역-점기반정규크리깅의결과는식 (4)와같이상

세화된 결과를 원 자료의 해상도로 업스케일링 할 경

우 그대로 값이 재생산되는 coherency 특성을 가진다

(Goovaerts, 2008).

y(uk) = y(ul) (4)

여기서 n(uk)는 k번째 블록 자료를 이산화시키는 점들

의개수를나타낸다.

이 조건은 동일한 개수의 블록 자료를 이산화하는

데 점 위치에서의 공간 예측에 사용할 경우 만족하므

로, 별도의정규화과정을수행할필요가없는장점이

있다.

2) 자료 통합

일단저해상도부가자료를목표해상도로의상세화

를수행한이후, 목표해상도에서정 관측자료와상

세화된 부가 자료를 통합하여 공간 예측을 수행한다.

이논문에서는이러한지상및부가자료의통합에가

변적지역평균기반단순크리깅기법을적용하 다.

연구지역에 n개의정 관측자료 {z(ua), a = 1, …,

n}가있다고했을때, 연구지역의목표해상도의모든

위치 u에서의속성값 z*(u)은상세화된부가자료 y*(u)

를통합하여얻어진다. 가변적지역평균기반단순크

리깅기법은단순크리깅에서가정하는일정한평균값

을예측위치별로변하는지역평균 m*(u)으로대체하

여 부가 자료를 통합한다. 이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식 (5)와같다.

z*(u) = laSK [z(ua) _ m*(ua)] + m*(u) (5)

여기서 n(u)는탐색창내에포함되는정 관측자료의

수를나타낸다.

연구지역의모든예측위치에서의지역평균 m*(u)

을구하기위해우선정 관측자료위치에서의속성

값과상세화된부가자료를대상으로회귀분석을적용

하 다. 부가자료는이미연구지역의모든위치에서

알고있으므로, 이회귀관계식을적용하여연구지역

의모든위치에서지역평균을구하게된다. 회귀분석

으로설명되지않는부분인잔차성분은지상관측자

료의위치에서만얻을수있으므로, 이자료들을대상

으로평균 0인단순크리깅을적용하여연구지역의모

든 위치에서의 잔차 성분을 유추한다. 최종적으로 지

역 평균값과 잔차 성분을 더함으로써 연구 지역의 모

든위치에서의속성예측값을얻게된다. 자료통합을

위한가변적지역평균기반단순크리깅은확률변수

를평균과잔차성분으로분해하여개별적으로처리를

하게되는데(Goovaerts, 1997), 공간예측을위한크리깅

기법의적용은잔차성분에한정된다. 따라서실제이

기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원속성값의베리오그램모

델을필요로하지않고, 잔차성분의베리오그램모델

을필요로한다.

3. 실험

1) 자료

제안기법의적용성평가를위해강수주제도작성

을목적으로, 지상관측자료와저해상도부가자료로

유인기상관측소자료와TRMM 자료를각각이용하

다(Fig. 2). 시범적으로 2005년 4월의 69 지점의유인기

상관측소 누적 강수 자료를 지상 관측 자료로 이용하

다. 그리고부가자료로동일한시기의 TRMM 3B43

자료를이용하 다. 이자료는 0.25°간격의공간해상

n(u)

S
a = 1

n(uk)S
l = 1

1
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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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mm/h 단위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를 TM

좌표계의공간해상도 25 km 자료로변환을하 으며,

지상관측자료의속성값인누적강수량으로변환하여

통합에사용하 다.

지상관측자료와비교하 을때, TRMM 자료는남

부지방의높은누적강수량패턴을나타내고있지만,

지상관측자료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강수량을보이

는충청도지역근방에서는높은값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 차이는 저해상도 TRMM 자료의 처리 과정에

포함되는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오

차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자료가 소수의 지상 관측 자

료의공간예측정확도향상에기여할수있는지를실

험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상세화를 위한 목표 해상도

는실험적으로5 km와1 km의2가지로설정하 다.

2) 지구통계학 기반 상세화 결과

역-점변환정규크리깅의적용에필요한점기반

베리오그램은원시 TRMM 자료로부터베리오그램디

컨볼류션을이용하여추정하 다. 가장고해상도인목

표해상도 1 km를고려하여, 25 km 블록TRMM 자료는

25×25개로이산화시켜추정에이용하 다.

Fig. 3은 TRMM 블록자료의베리오그램모델과베

리오그램디컨볼류션에의해추정된점기반베리오그

램모델을나타내고있다. TRMM 자료의실험적베리

오그램에나타나는근거리에서서서히증가하는양상

과 원거리에서의 선형 증가 양상의 모델링을 위해 서

로 다른 상관거리를 가지는 가우시안 모델과 구형 모

델을각각이용하 다. 베리오그램디컨볼류션에의해

추정된 점 기반 베리오그램 모델은 블록 자료의 스케

일로식 (3)을이용하여정규화시켰을경우원블록기

반 베리오그램 모델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원

블록자료의베리오그램모델과달리근거리에서는지

수 모델로, 원거리에서는 가우시안 모델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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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ogram deconvolution results.

Fig. 2.  Data sets used for precipitation mapping, (a) ground observation stations, (b) TRMM 3B43 data (unit: mm).

(a) (b)



각모델별상관거리가모두다르게나타났다. 또한점

기반자료의일반적인특성으로블록기반베리오그램

모델보다상대적으로큰문턱값을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상도에 따라 동일 속성이더라도 공간 자기

상관구조가바뀔수있음을의미하므로, 실제적용시

목표해상도에서의분석이필요함을지시한다.

Fig. 3에 제시한점기반베리오그램모델을이용하

여식 (1)과 (2)의 역-점변환정규크리깅을수행하

으며, 그결과는 Fig. 4에제시하 다. 두목표해상도에

서의상세화결과는모두 Fig. 2(b)의원시블록 TRMM

자료의전반적인패턴을유지하면서, 국소적인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상세화된 결과를 원래 TRMM

자료의 해상도인 25 km로 업스케일링하 을 때의 값

을비교해보면(Fig. 5), 모두원블록자료의값을그대

로재생산하여 coherency 특성을잘만족하는것을확인

할수있다. 즉 Fig. 4의상세화결과는원블록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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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ownscaling results of TRMM data at the target resolution of (a) 5 km, (b) 1 km.

(a) (b)

Fig. 5.  Coherency property check results; (a) 5 km downscaled result and (b) 1 km downscaled result.

(a) (b)



해상도값을그대로유지하면서최소자승의관점에서

블록내부적으로상세한변화양상을나타내는결과임

을의미한다.

3) 자료 통합 결과

일단 저해상도 블록 TRMM 자료를 목표 해상도에

서상세화시킨이후에, 가변적지역평균기반단순크

리깅을 적용하여 지상 관측 자료와 통합을 수행하

다. 우선가변적지역평균을계산하기위해정 관측

자료위치에서의상세화된TRMM 자료를이용하여선

형회귀분석을수행하 다. 선형회귀분석결과, 목표

해상도와 상관없이 TRMM 자료는 정 관측 강수 자

료의약 33.3%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선형회귀

식에서 기울기 계수는 목표 해상도에 따른 차이가 없

이거의유사하게나타났으며, 절편계수는 1 km 목표

해상도에서절대값이더크게나타나서해상도가증가

할수록속성값의변이가커지는일반적인현상을보

다. 이러한해상도별선형회귀분석관계식을연구지

역의모든위치에서의상세화된TRMM 자료에적용하

여지역평균값을계산하 다. 이후정 관측자료위

치에서선형회귀분석으로설명되지않는잔차성분을

대상으로베리오그램모델링을수행하 다. 5 km와 1

km 해상도에서의 선형 회귀분석 관계식의 차이가 절

편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두 해상도에서의 잔

차성분의베리오그램모델은문턱값과상관거리에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가중 최소 자승법을 이

용한 모델링 결과를 잔차 성분의 단순 크리깅에 이용

하 다. 이후연구지역의모든위치별지역평균값에

단순 크리깅에 의해 예측된 잔차 성분을 더하여 연구

지역의최종강수분포도를제작하 다.

Fig. 6은목표해상도 5 km와 1 km에서의최종강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 관측 자료와 저해상도

TRMM의 통합 결과에서는 Fig. 2(a)의 정 관측 자료

의패턴과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즉자료값이존

재하는지역근방에서는남부지방에서의높은강수값

과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연안지역의낮은강수

값을잘반 하고있다. 반면예측위치가정 관측자

료로부터멀어지거나존재하지않는해양지역에서는

Fig. 4의 상세화된 TRMM 자료의 향이 크게 나타나

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제안기법의예측능력을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해

leave-one-out 기반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 다. 69개 기

상관측소지점자료를한개씩고의로제거한이후, 나

머지 68개 자료를 이용하여 제거된 지점의 값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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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eostatistical integration results at the target resolution of (a) 5 km, (b) 1 km.

(a) (b)



하는 과정을 69번 반복하 다. 관측소별로 참값을 가

지고 있으므로 이 값과 추정값의 비교를 통해 오차를

계산하 다. 오차를포함하는저해상도TRMM 자료의

이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상 관측소 자료만을 이

용하는단변량정규크리깅을비교를목적으로적용하

다. 교차검증결과의오차통계치로평균절대오차

(mean absolute error, MAE)를 계산하 으며, 단변량 정

규크리깅에대한상대적인평균절대오차의향상지

수(relative improvement index, RI)를 함께 계산하 다.

Table 1은이러한교차검증결과를나타는데, 상세화된

TRMM 자료를제안기법에의해이용할경우모든목

표 해상도에서 TRMM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정규 크

리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절대 오차를 보

으며, 정량적인 향상도는 31.7%에서 32.1% 정도를 보

다. 이러한정량적검증결과로부터, 오차를포함하

는저해상도부가자료를제안기법에의해지상자료

와 통합할 경우 공간적으로 소수의 지점에서 획득된

정 관측자료의공간예측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

음을확인할수있었다.

4. 토의및결론

공간예측을목적으로다양한해상도에서얻어진자

료를효과적으로통합하기위해서는자료간의해상도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통합 방법론을 필요

로한다. 이논문에서는저해상도부가자료를상대적

으로 고해상도에서 정 관측 자료와 통합하기 위해

자료상세화및통합의 2단계로구성된다변량크리깅

기법을제안하 다. 제안기법의주안점은첫번째단

계에서적용한저해상도부가자료의지구통계학기반

상세화과정이다. 저해상도부가자료는고려하고있는

속성혹은변수값과연관성이높으나유추혹은모델링

과정에서오차를포함할수있으며, 목표변수와의해

상도 차이로 자료 변이가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해상도차이를고려하지않고직접적으로정

관측 자료와의 보정을 수행하거나 통합할 경우, 해상

도 차이에 따른 변수간 통계적 연관성의 차이를 제대

로설명할수없다. 이러한배경에서이연구에서는저

해상도 자료를 우선 목표 해상도로의 상세화를 먼저

수행한이후에지상자료와의통합을수행하 다.

강수 분포도 작성을 목적으로 저해상도 TRMM 자

료와정 관측기상자료와의통합사례연구를통해

제안 기법은 효율적으로 서로 다른 해상도의 자료를

통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오차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부가 자료라도 제안 기법을 통해 통합할 경

우, 정 관측자료만을이용하여생성된주제도에비

해향상된예측정확도를얻을수있음을확인할수있

었다. 그러나우리나라강수특성상고도, 사면방향, 해

안선으로부터의 거리 등과 같은 다양한 지형 효과가

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상세화된 TRMM 자료와

정 관측자료와더불어이러한지형자료를함께통

합할필요가있다.

이연구에서적용한최소자승기반크리깅을이용

한저해상도공간자료의상세화는기본적으로자료의

저해상도 자료의 공간 분포에 의존한 해상도 향상에

해당한다. 그러나근원부근에서멀어질수록급격하게

변하는 지화학 자료나 기타 불연속성이 강한 공간 자

료에의 적용시에는 최소 자승 기반 오차 분산의 최소

화방식은적합하지않을수있다. 저해상도공간자료

의상세화는일종의 under-determined 역산과정으로간

주할수있기때문에다양한해가존재한다. 따라서평

활화 효과보다는 공간 상관성 정보를 보다 잘 반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상세화 결

과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얻어진 상세화 결과들에 대해 이 연구에서 제안

한정 관측자료를이용한보정및통합을수행할경

우, 보다현실적인상세화된주제도생성이가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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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oss validation results

5 km resolution 1 km resolution

MAE RI (%) MAE RI (%)

Ordinary kriging(without TRMM data) 12.19 - 13.03 -

Proposed method(with TRMM data) 8.32 31.70 8.84 32.16

5 km resolution 1 km resolution

MAE RI (%) MAE RI (%)



으로판단되며추가연구를수행할예정이다.

이연구에서는정 관측자료가존재한다는전제하

에 저해상도 부가 자료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론을 제

안하 다. 그러나때로는동일시기의정 관측자료

가존재하지않고, 저해상도부가자료만존재하는경

우도있을수있다. 이러한경우, 저해상도부가자료의

직접적인상세화만으로는원하는수준의예측정확도

를얻지못할수도있다. 이렇게대상속성에대한저해

상도 주제 정보만 존재하지만 대상 속성과 연관성이

높은부가자료가존재할경우, 이를효과적으로통합

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강수주제정보를제공하는

저해상도TRMM 자료이외에강수와연관성이높은전

술한 지형 자료(고해상도 수치표고모델 등)의 이용이

가능할 경우, 저해상도 TRMM 자료의 상세화에 이러

한고해상도주제정보를이용할수있다. 이연구에서

는저해상도 TRMM 자료의상세화에 역-점변환정

규 크리깅을 적용하 으나, 이러한 상세화 과정에서

해상도차이를고려한다변량크리깅기법으로의확장

이가능하다. 앞으로이렇게정 관측자료가존재하

지않고, 전역적인고해상도부가정보가존재할경우

를 대상으로 저해상도 자료의 상세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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