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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statistical Simulation of Compositional Data
Using Multiple Data Trans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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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 conditional simulation framework based on multiple data transformations for geostatistical

simulation of compositional data. First, log-ratio transformation is applied to original compositional data in order to apply

conventional statistical methodologies. As for the next transformations that follow, minimum/maximum autocorrelation

factors (MAF) and indicator transformations are sequentially applied. MAF transformation is applied to generate

independent new variables and as a result, an independent simulation of individual variables can be applied. Indicator

transformation is also applied to non-parametric condition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modeling of variables that do

not follow multi-Gaussian random function models. Finally, inverse transformations are applied in the reverse order of

those transformations that are applied. A case study with surface sediment compositions in tidal flats is carried out to

illustr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ented simulation framework. All simulation results satisfied the constraints of

compositional data and reproduced well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data. Through surface sediment

classification based on multiple simulation results of compositions, the probabilistic evaluation of classification results was

possible, an evaluation unavailable in a conventional kriging approach.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ed

simulation framework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geostatistical simulation of various compositi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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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구성 자료의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을 위해 다중 자료 변환 기반 조건부 시뮬레이션 틀을 제

안하였다. 우선 일반적인 통계 기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자료에 로그비 변환을 적용하였다. 다음 변환들로는 최

소/최대 자기상관 인자 변환과 지시자 변환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독립적인 새로운 변수의 생성을 위해 최소/최대

자기상관 인자 변환을 적용하였으며, 적용 결과 개별 변수들의 독립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다중 가우시

안 확률 모델을 따르지 않는 변수들의 비모수적 조건부 누적 확률 분포 모델링을 위해 지시자 변환을 적용하였다. 최

종적으로는 적용한 변환 방법들의 역순으로 역 변환을 적용하였다. 간석지 표층 퇴적물 성분 자료를 대상으로 제안 시

뮬레이션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예시하였다.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구성 자료의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샘플 자료

의 통계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 구성 자료의 다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이용한 표층 퇴적물 분류를 통해 기존 크리

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분류 결과의 확률론적 평가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제안 시뮬레이션 틀은 다양한 구성 자료의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조건부 시뮬레이션, 구성 자료, 불확실성 모델링, 자료 변환

서 론

지구과학의 많은 응용 분야에서 수행되는 현장 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연구지역의 분석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대부분 공간 내삽(interpolation)을 수행

한다. 이러한 공간 내삽과 관련해서 크리깅으로 대표

되어온 지구통계학은 다양한 부가 자료를 통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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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불확실성 모델링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지구

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Kyriakidis et

al., 2004; Oh, 2005; Goovaerts, 2010; Park, 2010;

Park, 2011). 특히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은 단일

위치나 동시에 여러 위치에서 고려하고 있는 속성값의

불확실성 추정에 활용될 수 있다(Goovaerts, 1997;

Deutsch and Journel, 1998; Chilès and Delfiner,

2012).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측정 단위보다 큰

블록 단위에서 오염 임계치를 초과할 확률을 계산하

거나, 2차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에 입력 자료의 불확

실성 전파 등을 정량적으로 모델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Kyriakidis and Dungan, 2001; Saito and

Goovaerts, 2003; Wang et al., 2003; Park and Oh,

2006; Goovaerts et al., 2008; Oh and Han, 2010).

지구과학 자료는 값 자체의 연산이 가능한 연속형

자료와 서로 구별이 되는 몇 개의 범주로 구성된 범

주형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Davis, 2002). 연속형 자

료 중에서 퇴적물 혹은 토양의 성분 자료는 전체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 정보를 제공하는 구성 자료

(compositional data)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간석지

표층 퇴적물이나 토양 시료의 모래, 실트, 점토 비율

값들이 구성 자료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성 자료는

일반적인 연속형 자료와 달리 몇 가지 고유한 제한

조건을 가진다. 즉 각 성분들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으며, 전체 합은 일정 상수가 되야 한다. 예를 들

어 상대적인 비율로 표현할 경우, 전체 합은 1 혹은

100%이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 자료를 대상으로 일

반적인 통계 분석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전술한 제

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분석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대표적인 공간 내삽 기법인 크리깅은 샘플 자

료 범위 안에서 속성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non-

convex 내삽 기법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음의 값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전체 합이 일정 상

수인 제한 조건으로 인해 특정 성분들의 절대적인

값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더라도 특정 성분의 비

율값이 증가하면 다른 성분 중 일부는 반드시 감소

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인 연속

형 자료와 다른 이러한 특성들은 구성 자료들이 심

플렉스(simplex)라는 제한된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이

다(Aitchison, 1986). 일반적으로 다변량 통계 기법은

특정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자료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값을 가지는 구성 자료

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wlowsky-Glahn and Buccianti, 2011).

소수의 지점에서 획득된 구성 자료의 공간 내삽

혹은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구통계학 기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화된 기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구성 자료에

자료 변환 기법을 적용하여 심플렉스 공간에서 자료

값의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변환함으로써 일반적인

다변량 통계기법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Pawlowsky-Glahn and Olea, 2004; Pawlowsky-

Glahn and Buccianti, 2011). 대표적인 자료 변환 기

법으로 로그비(log-ratio) 변환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대상 자료에 공동 크리깅(cokriging)과 같은 다변량

크리깅 기법을 적용한 후에 적절한 역변환을 수행하

게 되면 구성 자료의 제한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로그비 변환과 결합된 크리깅 기법은

주로 토양학의 토성 자료, 연안 퇴적물 입도 자료,

저류층 퇴적물 특성 자료 등에 적용되어 왔다(Odeh

et al., 2003; Lark and Bishop, 2007; Lark et al.,

2012). 그러나 국내에서는 구성 자료의 제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성분에 독립적으로 공간 내삽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Oh and Kum,

2001; Shin et al., 2004), 이러한 구성 자료에 특화된

방법론을 공간 내삽에 적용한 사례는 최근 Park and

Jang (2014)에 의해 수행되었을 뿐 매우 드문 상황이

다. 그리고 로그비 변환 자료에 대해 공동 크리깅을

적용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원 자료 스케일로 변환할

경우, 편향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wlowsky-Glahn and Olea, 2004). 크리깅은 최소

자승 관점에서 최적의 선형 비편향 예측자(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BLUE)이지만, 로그비 변환

자료에 대해 적용할 경우 로그의 특성상 선형 결합

즉 산술 평균이 아닌 기하 평균이 비편향 예측값이

기 때문이다. 공간 내삽 이외에 지구통계학적 시뮬레

이션을 적용한 사례로는 최근 Emery and Gálvez

(2012)이 plurigaussian 모델을 적용한 사례와 토양

유실 인자의 공간 불확실성 모델링에 적용한 사례

(Buttafuoco et al., 2012) 이외에는 국외와 국내 모두

드문 상황이다. 또한 전술된 연구들은 적용이 상대적

으로 간편한 다중 가우시안 확률 모델을 적용하였는

데, 이 모델에 사용된 다점 가우스 분포 가정의 적합

성은 이론적으로 검증이 힘들고 양이나 음으로 치우

친 분포를 가진 자료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경

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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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구성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예측과 더불어 공간 불확실성 모델링이 가능한 지구

통계학적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Fig.

1). 우선 구성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로그비

변환 방법으로 가산 로그비(additive log-ratio, alr) 변

환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로그비 변환된 변수들을 직

접적으로 시뮬레이션을에 적용하지 않고, 로그비 변

환 자료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상관성을 없애기

위해 최소/최대 자기상관 인자(minimum/maximum

autocorrelation factor, MAF) 변환을 적용하였다.

MAF 변환을 적용할 경우, 모든 이격거리에서 상관

성이 없는 변수가 생성되기 때문에 공동 시뮬레이션

이 아닌 독립적인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Rondon, 2012). 그리고 다중 가우시안 확

률 모델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서 비모수적

지시자 변환(indicator transformation) 기반 순차적 지

시자 시뮬레이션(sequential indicator simulation)을 개

별 MAF 변수들에 적용하였다. 순차적 지시자 시뮬

레이션 결과들은 MAF 변수들의 일종의 분위수를 나

타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자료 변환 적용 순서의

반대로 역 MAF 변환 및 역 가산 로그비 변환을 적

용하면 원 구성 자료 스케일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를 얻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일종의 분위수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구성 자료의 예측값,

분산 등과 더불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할 확률 등의

계산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사례연구로는 안면도 남

단의 간석지에서 획득된 표층 퇴적물 입도성분 비율

자료를 활용하며, 제안 시뮬레이션 기법의 적용 절차

와 적용 가능성을 예시하였다.

다중 자료 변환 기반 시뮬레이션

로그비 변환

구성 자료에 로그비 변환을 적용하면 심플렉스 공

간은 자료값의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변환된다. 로그

변환을 적용하면 (−∞, +∞) 범위의 자료값을 얻게

되므로 자료값의 제한 없이 일반적인 다변량 통계

분석 기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성 자료의

특정 성분들이 로그비 변환시 모두 사용되므로 자료

변환을 통한 정보 손실이 없는 장점이 있다

(Aitchison, 1986). 이 연구에서는 구성 자료의 변환

에 가산 로그비 변환을 적용하였다.

M차원 심플렉스 S
M
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으

로 표현될 수 있다.

S
M

=[x1, x2, ···, xm]: xi>0; i=1, ···, M; (1)

여기서 C는 일정 상수로, %로 표현할 경우 100이

된다.

위의 M차원 구성 자료의 가산 로그비 변환은 식

(2)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가산 로그비 변환을 적용하

면, M차원 심플렉스 S
M
는 M -1차원으로 변수 1개

가 줄어든 실수 공간으로 변환된다.

, i=1, ···, M-1 (2)

이렇게 가산 로그비 변환 자료를 대상으로 공간 내

삽 혹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한 후에, 초기 구성

자료 공간으로 재변환 시키기 위해서는 구성 자료의

합이 상수가 되는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

(3)과 같이 역 가산 로지스틱 변환을 적용한다.

, i=1, ···, M-1 (3)

이러한 가산 로그비 변환 이외에도 Egozcue et al.

(2003)에 의해 제안된 직교정규(orthonormal) 좌표계

기반 변환을 이용하여 심플렉스 공간과 실수 공간

모두에서 기하학적 특성(거리와 각도)을 유지하는 등

xi C=

i 1=

M

∑

alri ln
xi
xM
-----=

alri
1– alri( )exp

alri( )exp

i 1=

M 1–

∑ 1+

-------------------------------------=

alrM
1– 1

alri( )exp

i 1=

M 1–

∑ 1+

-------------------------------------=

Fig. 1. The work flows applied for conditional simulation of

compositi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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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로그비(isometric log-ratio) 변환도 적용할 수 있

다. 가산 로그비 변환과 등거리 로그비 변환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직교정규 단위벡터로의 투영 행

렬과 M-1 차원의 단위 행렬과의 곱으로 표현할 경우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Egozcue et al., 2003). 이 두

가지 로그비 변환을 상호 비교하면, 우선 가산 로그

비 변환은 변환 수식이 특정 고정된 성분에 대한 비

율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환된 변수의 해

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등거리 로그비 변

환과 달리 기하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등거리 속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하는 성분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itchison (1986)에 의해 논의

된 것처럼 크리깅과 같은 선형 통계 분석 기법을 적

용할 경우에는 분모 성분의 선택이 이후 분석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등거리

로그비 변환은 등거리 속성을 유지하지만, 변환 식

자체에 여러 성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변환된

변수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가산 로그비 변환을 적

용하였다.

MAF 변환

구성 자료는 전체 합이 일정 상수인 제한 조건 때

문에 특정 성분값이 증가(감소)하면 다른 성분 중 일

부는 반드시 감소(증가)하는 spurious 상관관계를 보

인다. 구성 자료에 가산 로그비 변환을 적용하더라

도, 때에 따라서는 변환된 자료들의 일부에서는 상관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상관관계를 보이는 자료의

시뮬레이션에는 공동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다수의 베리오그램 모델링과 교차 베리오그

램 모델링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만약

N개의 변수들이 존재할 경우, N(N +1)/2개의 베리오

그램과 교차 베리오그램값의 모델링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순차적 시뮬레

이션을 적용할 경우, 크리깅과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자료수가 점차 증가하므로 많은 계산량을 요구된다.

따라서 서로 상관성이 존재하는 변수들에 대한 시뮬레

이션에는 원 자료들을 서로 상관성이 없는 변수로의

변환을 적용한 후에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

는 경우가 많다(Desbarats and Dimitrakopoulos, 2000;

Boucher and Dimitrakopoulos, 2009).

다변량 자료들을 서로 상관성이 없는 자료로의 변

환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방법론은 주성분

변환(principal component transformation)이다. 그러나

주성분 변환은 이격 거리가 ‘0’인 경우에만 상관성이

없는 변수들로 변환을 수행하고, 다른 이격 거리에서

는 상관성이 존재하는 단점이 있다(Goovaerts, 1993).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격 거리가 ‘0’인 경우

와 또 다른 이격 거리에서 상관성이 없는 변수로의 선

형 변환을 수행하는 MAF 변환이 제안되었고(Switzer

and Green, 1984), 이후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에

많이 적용되어 왔다(Desbarats and Dimitrakopoulos,

2000; Vargas-Guzmán and Dimitrakopoulos, 2003;

Boucher and Dimitrakopoulos, 2009).

MAF 변환은 고려하고 있는 변수들의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표준 주성분 변환을 적용한 후에 주

성분 요소들을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직교

좌표로 회전시키는 2단계를 거친다(Rondon, 2012).

MAF 변환의 자세한 사항 및 적용 절차는 Rondon

(2012)를 참조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주요 사항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N개의 변수들 Y(u)={Y1(u), ···,

YN(u)}가 있을 때, MAF 변환 변수들 M(u)={M1(u),

···, MN(u)}은 아래와 같이 직교 계수로 구성된 행렬

A를 가중치로 하는 Y의 선형결합으로 정의된다.

M(u)=A
T
Y(u) (4)

직교화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고유치 분석에 의한

고유벡터들로 구성된다(Boucher and Dimitrakopoulos,

2009).

2ΓY (h)B
−1

=A
T
ΛA (5)

with B=cov[Y(u), Y(u)],

2ΓY (h)=cov[Y(u)−Y(u+h), Y(u+h)] (6)

여기서 B는 Y(u)의 분산-공분산 행렬을 나타내며,

ΓY (h), Λ 및 cov는 Y(u)의 베리오그램 행렬, 고유값

으로 구성된 대각 행렬 및 공분산 함수를 각각 나타

낸다.

만약 고려하고 있는 변수 Y의 베리오그램과 교차

베리오그램이 2개의 모델로 구성된 a linear model

of coregionalization (LMC)로 표현된다면 모든 이격

거리에서 MAF 변환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사

라진다. 그리고 3개 이상의 모델로 구성되었을 경우

에는 이격거리가 0인 경우와 적어도 다른 하나의 이

격 거리에서 상관관계가 사라지게 된다(Vargas-

Guzmán and Dimitrakopoulos, 2003; Boucher and



다중 자료 변환을 이용한 구성 자료의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 73

Dimitrakopoulos, 2009). 역변환은 변환 행렬 A와 B

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Y(u)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수 자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원 자료 스케일로 변환한다.

순차적 지시자 시뮬레이션

공간 자료의 지구통계학적 조건부 시뮬레이션은 크

리깅과 같이 최소자승 관점에서의 최적의 단일 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몬테카를로 시

뮬레이션을 적용하여 미지의 속성값에 대한 대안적인

다량의 값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

서 통계 특성과 공간 패턴을 재생산한다(Goovaerts,

1997).

이 연구에서는 기존 조건부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순차적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으며,

조건부 누적 확률 분포(conditional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모델링에는 지시자 크리깅을 이

용하였다. 구성 자료는 특정 성분값이 매우 우세하여

다른 성분들이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거나, 전처리

과정에서 탐지 한계 미만의 값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로그비 변환과 MAF 변환을

적용해도 극단적으로 큰 값이나 작은 값이 많이 나

타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순차

적 가우시안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경우, 정규 점수

변환(normal score transformation)을 적용하여 정규

분포를 강제로 따르게 하는 과정에서 같은 자료값들

이 변환 결과 서로 다른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정규 분포의 대칭 특성으로 인해 매우 작거나 큰 값

들이 서로 유사한 공간 패턴을 보인다는 내재적인

가정으로 인해 실제 자료의 공간 패턴과는 다른 양

상을 보일 수 있어서 매우 높거나 낮은 값들의 시뮬

레이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중 가우시안 확률 모델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순차적 지시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순차적 지시자 시뮬레이션에서는 조건부 누적 확률

분포 모델링에 비모수적 접근으로 지시자 크리깅을

이용한다(Goovaerts, 1997; Deutsch and Journel,

1998).

지시자 크리깅에 의한 조건부 누적 확률 분포 모

델링을 위해서는 우선 원 자료에 대해 지시자 변환

을 수행한 후에 크리깅을 수행하여 특정 임계치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부 확률을 계산한다. 지시자 변환은

연속형 자료값을 K개의 특정 임계치 zk에 의해 0과

1의 이진 값을 가지게 하는 변환이다.

k=1, ···, K (7)

원 자료의 범위를 이산화시킨 일련의 임계치 zk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지시자 정규 크리깅을 통해 얻

게 되며, 이로부터 원자료의 조건부 누적 확률 분포

를 모델링한다.

(8)

여기서 (n)은 특정 위치 u 주변의 자료값을 의미하

며, F(•)는 특정 임계치 zk에서의 조건부 누적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 λα는 탐색창 내의 샘플 자료에 부

여되는 정규 크리깅 가중치를 나타난다. 그리고 지시

자 크리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K개의 임계치별로

지시자 변환된 값에 대한 베리오그램 모델이 필요

하다.

순차적 지시자 시뮬레이션의 실제 적용 절차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각

예측 위치를 한번씩 순차적으로 방문할 임의의 경로

를 정의한다. 그리고 임의의 경로를 따라 개별 예측

위치에서 주변 자료를 이용하여 지시자 크리깅을 적

용하여 조건부 누적 확률 분포를 모델링한다. 이 조

건부 누적 확률 분포를 대상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

이션을 적용하여 임의로 생성한 난수에 대응되는 분

위수를 계산한다. 이 분위수값을 자료에 포함시킨 후

에 다른 예측 위치를 임의의 경로에 따라 방문하고,

전술한 과정을 모든 예측 위치에서 시뮬레이션을 마

칠 때까지 반복한다. 새로운 시뮬레이션값은 임의의

경로를 다르게 지정하여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얻어

지며, 미리 정해놓은 시뮬레이션 회수에 따라 확률적

으로 등가인 다량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얻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MAF 변환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순

차적 지시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변수들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개별 변수

들의 지시자 시뮬레이션 결과는 개별 예측 위치에서

의 분위수에 해당하므로, 이 값들을 대상으로 역

MAF 변환을 수행하면 로그비 스케일에서의 해당 분

위수를 얻게 되며 마지막으로 식 (3)의 역 가산 로그

i u
α
zk;( ) 1 if z u

α
( ) zk≤

0 otherwise⎩
⎨
⎧

=

i u zk;( )[ ]* F u zk n( );{ }[ ]* Prob Z u( ) zk n( )≤{ }[ ]=
*

=

λ
α
u zk;( )i u

α
zk;( )

α 1=

n 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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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변환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원 구성 자료 스케

일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게 된다.

사례연구

대상 지역 및 사용 자료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구성 자료의 지구통계학적 시

뮬레이션의 적용 절차를 예시하기 위해 간석지 표층

퇴적물 입도 비율 자료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

하였다. 대상 지역은 충청남도 안면도 남단의 바람아

래 해변으로부터 남서쪽으로 발달한 바람아래 간석지

로, 사례연구에는 2010년 1월에 수행한 총 215개 지

점의 현장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Fig. 2). 실내 실

험에서는 우선 퇴적물 입도 시료에 과산화수소수

(15%)와 염산(10%)을 차례로 넣어 유기물과 탄산염

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자연 건조를 하였다. 그리고

표준망체(63 µm)를 사용한 습식 분석을 통해 사질과

니질을 분리시켰으며, 분리된 사질 시료는 건조기로

건조후 진탕기를 이용하여 0.5φ 간격으로 체질하여

입도별 중량 백분율을 구하였다. 4φ 이상의 니질 시

료는 확산제 용액에 넣고 초음파 자기진동기로 균일

하게 분산시킨 후 자동입도분석기(Mastersizer 2000)

를 이용하여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Jang et al.,

2010; Lee et al., 2012). 이러한 실내 실험을 거쳐 모

래, 실트 및 점토의 함량 비율을 얻었고, 이 자료를

이후 지구통계학적 분석에 사용하였다.

탐색적 자료 분석 및 베리오그램 모델링 결과

215개 표층 퇴적물의 성분들을 대상으로 가산 로그

비 변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함량에 0%가 없어야 한

다. 원 성분 자료에서 모래 함량이 매우 높은 지점에

서 실트와 점토의 함량이 0%인 지점들이 나타나서 이

러한 지점들은 Martin-Fernandez and Thio-Henestrosa

(2006)의 제안 방법을 따라 0%를 제외한 가장 작은

함량값인 0.02%의 1/2인 0.01%를 측정의 최소 분해

능으로 간주하여 0% 대신 대입시킨 후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정규화시켰다. Table 1은 이렇게 전

처리를 거친 215개 입도 자료의 각 성분별 요약 통

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 지역은 모래 성분의 함

량이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점토의 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래 성분은 실트와 점토 성

분과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실트와

점토 성분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전형

Fig. 2. The location of the sample data and sediment classes by Shepard’ classification rule.

Table 1. Summary statistics of original compositional data

Statistics Sand Silt Clay

Minimum 0.0036 0.0001 0.0001

Maximum 0.9998 0.9235 0.1393

Mean 0.6488 0.3204 0.0308

Std. Dev. 0.3127 0.2832 0.0316

Correlation Sand Silt Clay

Sand 1.0000 -0.9993 -0.9437

Silt - 1.0000 0.9309

Clay -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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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성 자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관

관계는 전체 합이 100%가 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비

율 계산에서 유발된 것으로, 상호 비교시에만 제한적

인 의미를 가진다.

가산 로그비 변환은 식 (2)를 적용하여 수행하였

고, 이 때 분모 성분은 실험적으로 점토 성분으로 하

였다. Fig. 3a는 가산 로그비 변환의 적용 결과 얻어

진 두 개의 성분들의 히스토그램과 요약 통계값을

나타내고 있다. 두 변수에서 각각 매우 큰 값과 매우

작은 값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값들은

모두 실트와 점토 성분이 0.01%로 치환된 지점으로

매우 큰 모래 성분을 보인 지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값들이 나타나는 지점은 모두 51개 지점으로 전체

자료의 23.7%에 해당한다. 만약 이 자료들을 다중

가우시안 확률 모델로 가정할 경우, 정규 점수 변환

과정에서 이 51개 지점들의 값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값으로 변환되어 실제 매우 높거나 낮은 값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가산 로그비 변환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분산-공분

산 행렬을 이용하여 MAF 변환을 수행하였다. 이 때

필요한 이격 거리는 샘플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120 m로 설정하였다. Fig. 3b는 MAF 변환된 변수들

의 히스토그램과 요약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가산

로그비 변환된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0.338이

었는데, MAF 변환을 통해 모든 이격 거리에서 상관

계수가 0이 되는 독립적인 변수들이 생성된다. 개별

Fig. 3. Histograms and summary statistics of transformed variables: (a) alr transformed variables and (b) MAF transformed vari-

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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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평균 0, 분산 1인

분포를 나타내지만 Fig. 3a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

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의 빈도수가 높은 분포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탐색적 자료 분석 결과는 해당 자

료에 대해 다중 가우시안 확률 모델의 적용이 어렵

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순차적 지시자 시뮬레이

션의 적용이 이론적으로 타당함을 지시한다.

순차적 지시자 시뮬레이션의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변수별 특정 임계값에 따른 베리오그램 모델이 필요

하다. 이 연구에서는 MAF 변환된 변수들을 대상으

로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9개의 임계값을 설정하였는

데, Fig. 3b에서 확인하였듯이 일부 치우친 분포를

나타내어 이를 고려하여 일부 백분위수를 수정한 임

계값을 설정하였다(Table 2). 지시자 변환 변수들의

실험적 베리오그램 계산과 베리오그램 모델링에는

Goovaerts (2009)의 AUTO-IK Fortran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Fig. 4는 두 번째 MAF 변수의 지시자 베

리오그램들을 나타내고 있다. 임계값과 상관없이 서

로 다른 상관거리를 가지는 구형 혹은 지수 모델의

결합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임계값이 커질수록 첫 번

째 모델의 상관거리가 짧게 나타났다. 이러한 임계치

별로 상이한 상관거리를 보이는 구조는 지시자 변환

을 통해 탐지할 수 있는 결과로, 특히 첫 번째 임계

치와 마지막 임계치를 기준으로 지시자 베리오그램

모델이 서로 다른 것은 다중 가우시안 확률 모델의

적용이 적절치 않음을 지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순차적 지시자 시뮬레이션에는 2개의 MAF 변환

변수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지시자 베리오그램 모델들

을 이용하였으며, 실제 적용에는 GSLIB (Deutsch and

Journel, 1998)을 이용하였다. 전체 시뮬레이션 개수

는 시범적으로 50개로 설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지시자 베리오그램 모델을 기반

으로 설정하였다. 50개의 MAF 변환 변수들의 시뮬

레이션 결과를 얻은 후에는 Fig. 1에 제시한 것처럼

다중 변환의 적용의 역순으로 즉 역 MAF 변환, 역

가산 로그비 변환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원래 구성

자료의 스케일에 해당하는 성분별 50개의 시뮬레이

션 결과를 생성하였다.

Fig. 5는 각 성분별 10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역 가산 로그비 변환을 통해 모든 위치

에서 세 성분들의 합은 100%를 만족한다. 시뮬레이

션의 일반적인 특성인 공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크리깅 결과에서 두드러진 평활화 효과가 적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의 주된 목적은 샘플 자료

의 통계값의 재생산에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의 검증은 크리깅처럼 교차 검증 등을 통한 예측 능

력을 제시하지 않고, 이러한 통계값의 재생산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종 변환된 각 성분

별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대상으로 요약 통계값과 베

리오그램을 계산하여 샘플 자료와 비교하였다. Fig.

6은 10번째와 40번째 시뮬레이션 결과와 샘플 자료

와의 분위수-분위수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2번의 자

료 변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샘플 자료의 통계값

을 잘 재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높거나 낮은 값들에

대한 편향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각 성분별 10번째 시뮬레이션 결과의 베

리오그램과 샘플 자료의 베리오그램을 비교한 결과이

다. 요약 통계치와 마찬가지로 샘플 자료의 베리오그

램과 교차 베리오그램 모두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러한 요약 통계치와 베리오그램의 비교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시뮬레이션 기법은 두 번의 자료

변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시뮬레이션

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들로부터 다양한 통계값 계

산이 가능한데, 이 연구에서는 평균과 분산값을 계산

하였다. Fig. 8은 5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들로부터

계산한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조건부 누적 확률

분포의 일종의 분위수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들

을 평균한 값은 최소 자승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를

나타내며, 분위수에 일련의 역변환을 적용하였기 때

Table 2. Thresholding values of MAF transformed vari-

ables for indicator simulation

No

MAF1 MAF2

thresholding 

value

corresponding 

probability

thresholding 

value

corresponding 

probability

1 -1.069 0.1 -0.993 0.2

2 -0.813 0.2 -0.719 0.25

3 -0.653 0.3 -0.477 0.3

4 -0.519 0.4 -0.258 0.4

5 -0.392 0.5 -0.142 0.5

6 -0.146 0.6 0.029 0.6

7 0.936 0.7 0.147 0.7

8 1.192 0.75 0.391 0.8

9 1.446 0.8 0.92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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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비편향된 예측 결과에 해당한다. 연구지역내 표

층 퇴적물 성분들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Fig. 8),

모래 성분의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연구지역 남

서쪽에 위치한 할미섬을 중심으로 주변부에 광범위하

게 분포하며, 만입지와 연구지역 동쪽 남단에서는 함

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트와

점토 성분들은 모래 성분과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

기 때문에 모래 함량이 높은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값을 나타내며, 모래의 함량이 낮은 만입지

와 섬옷섬 동쪽 남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트 성분에 비해 점토 성분은 상

대적으로 매우 낮은 함량을 보이며, 함량이 높은 지

역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특징을 보인다.

평균값 이외에 5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들로부터

분산을 계산하여 불확실성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만

약 분산값이 큰 경우에는 50개 시뮬레이션 값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한다. 분산 분포를 살펴보면(Fig. 9), 상대적

으로 모래 함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모든 성분들에서

분산값이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50개 시뮬레이

션 결과에서 일관되게 값들이 나타남을 지시한다. 이

지역들은 모래 함량이 매우 우세하여 실트와 점토

함량이 0%에 가까운 지역에 해당된다. 반면 연구지

역 중앙 부분과 만입지와 연구지역 동편에서 상대적

으로 분산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상이한 샘플 자료값들이 존재하는 지역에 해당되어

자료의 변동성으로 인해 분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점토 성분은 원래 함량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분산값의 범위가 매우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들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보강 현장

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한다.

Fig. 4. Indicator variograms of the second MAF transformed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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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10th simulation results: (a) sand, (b) silt, and (c)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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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여러 시

뮬레이션 결과들로부터 특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선택

하거나, 평균과 같은 요약 통계값의 계산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개별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는 확

률 함수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는 구성 자료의 성분

별 미지의 참값을 나타내는 대안적인 결과로 간주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구성 자

료의 공간 예측은 연구지역내 각 성분들의 공간 분

포 파악을 위해 수행되지만, 그 자체가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성분별 공간 예측 결과

를 2차 분석의 입력 자료로 사용한다. 표층 퇴적물

성분들은 특정 분류 규칙에 따라 표층 퇴적물 분류

에 사용되는데(Poppe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Shepard의 분류 규칙(Shepard, 1954)을 적용하여 퇴

적물 분류도를 작성하였다. 만약 크리깅 등의 공간

내삽방법에 의해 퇴적물 분류도를 작성할 경우, 단일

퇴적물 분류도를 얻게 되어 각 성분별 예측에 수반

되는 불확실성 혹은 오차가 퇴적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각 성분

별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생성했기 때문에, 시뮬레이

션 개수만큼 퇴적물 분류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퇴적물 분류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들

을 대상으로 Shepard의 분류 규칙을 적용하여 50개

의 퇴적물 분류 결과를 생성하였으며, Fig. 10은 10

번째와 40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생성된 퇴적

물 분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시뮬레이션된 퇴적물 분류 결과

중에서 실제 퇴적물 분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시뮬

레이션 결과를 찾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물들이 확

률론적으로 등가(equi-probable)인 미지의 퇴적물 분

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물 그 자체가 의미가 있

다는 것이다.

연구지역내 모든 위치에서 50개의 퇴적물 분류결

과로부터 특정 퇴적물로 분류되는 회수를 카운팅하여

확률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Fig. 11은 연구지역 내

존재하는 4개 퇴적물에 대한 확률 분포도를 나타내

는데, 이 확률 분포도는 연구지역내에서 특정 퇴적물

이 우세하게 나타날 확률을 나타낸다. 연구지역내 존

재하는 4개 퇴적물 중에서, 모래 성분이 75%이상인

Fig. 6. Quantile-quantile plots of simulations for each component. The first row is for the 10th simulation the second row for

the 40t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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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해당하는 모래질 퇴적물은 연구지역의 북서쪽

에 광범위하게 확률값이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이

지역은 확실하게 모래질 퇴적물로 분류됨을 지시한

다. 반면, 다른 퇴적물들은 분류 확률값이 상대적으

로 낮으며 분포 범위 역시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나

고 있다. 실트 성분이 75% 이상인 실트 퇴적물은 만

입지 일부와 연구지역의 남동쪽에 우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에 제시한 각 퇴적물의 분류 확률로부터 최

대 사후 확률 규칙을 적용하여 연구지역의 최종 퇴

적물 분류도를 작성하였다(Fig. 12). 즉 특정 위치에

서 개별 퇴적물에 속할 확률이 가장 큰 퇴적물로 할

당하는 과정을 적용하였다. Fig. 11에서 살펴본 것처

럼, 연구지역의 북서쪽과 만입지 북쪽 일부 지역에는

모래질 퇴적물로 분류되며, 만입지로 갈수록 실트질

모래 퇴적물로 전이되었다가 만입지에서는 실트질 퇴

적물이 나타나고 있다. 섬옷섬 동편과 가경주 마을

동쪽에는 모래질 실트 퇴적물이 넓게 나타나며, 바다

에 인접한 연구지역 동쪽 남단과 만 안쪽의 만입지

에서는 미립질인 실트질 퇴적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

러한 다양한 2차 분석 결과는 시뮬레이션을 적용하

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부가 정보에 해당하며, 크

리깅과 대별되는 시뮬레이션의 장점과 동시에 제안

시뮬레이션 기법의 유용함을 나타낸다.

Fig. 7. Comparison of variograms of sample data and the 10th simulation. Lines and dots denote the experimental variogram of

sample data and that of the simulation resul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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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verage values of 50 simulation results: (a) sand, (b) silt, and (c)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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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ditional variance values of 50 simulation results: (a) sand, (b) silt, and (c)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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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토양 혹은 퇴적물의 성분 자료는 특정 제한조건을

만족해야하는 구성 자료에 해당하며, 이러한 구성 자

료의 공간 예측에는 구성 자료에 특화된 자료 처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구성 자료의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을 목적으로 일련의 다중 자

료 변환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 틀을 제안하였다. 우

선 simplex 공간내에 위치하는 구성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다변량 통계 분석 기법의 적용을

위해 가산 로그비 변환을 적용하였다. 가산 로그비

변환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시뮬레이션을 적용

하고 역 변환을 수행하면 구성 자료의 제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고려한 자료 변환은

MAF 변환으로, 가산 로그비 변환된 변수들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할 경우 공동 시뮬레이션을 적용시 요

구되는 계산량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MAF

변환이 적용된 변수들은 서로 상관성이 없어지므로,

독립적인 시뮬레이션의 적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고

려한 자료 변환은 지시자 변환으로 MAF 변환된 변

수들이 다중 가우시안 확률 모델을 따르지 않는 경

우를 고려해서 적용하였다. 지시자 변환이전에 MAF

변환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서로 다른 지시자 변환

변수들의 임계치별로 공동 크리깅을 적용해야하는 번

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지시자 변환을 조건부 누적

확률 분포 모델링에 사용하기 위해 두 번째 자료 변

환인 MAF 변환은 반드시 수행해야한다. 이러한 자

료 변환을 기반으로 조건부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순

Fig. 10. Surface sediment classification results: (a) 10th simulation and (b) 40t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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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ditional probability that a certain sediment class prevails: (a) sand, (b) sandy silt, (c) silty sand, and (d) s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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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지시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고, 이후 자료 변

환의 역순으로 역 MAF 변환과 역 가산 로그비 변환

을 적용하면 다수의 원 구성 자료의 성분별 시뮬레

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탐지 분해능의 한계

로 구성 자료에 대부분 포함되는 탐지 한계 이하의

값들을 고려할 때, 다중 가우시안 확률 모델에 비해

계산량은 많더라도 비모수적 지시자 접근이 더 적합

하다.

간석지 표층 퇴적물의 성분 자료를 대상으로 제안

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 제안 기법에 의한 시

뮬레이션 결과들은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의 특징

인 샘플 자료의 통계값과 공간 패턴을 잘 재생산하

면서 구성 자료의 제한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각 성분별

일종의 분위수에 해당하므로 이들로부터 계산되는 시

뮬레이션의 평균값은 비편향된 성분 분포도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은 크리깅과 같이 단일 주

제도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대안적 주제도

생성이 가능하므로, 이후 성분 자료를 입력으로 하는

2차 분석인 표층 퇴적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

론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다수의 성분 자료를

대상으로 특정 분류 체계에 따라 표층 퇴적물 분류

를 수행할 경우, 시뮬레이션 회수만큼 다수의 표층

퇴적물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층

퇴적물 분류 결과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Fig. 11. Continued.

Fig. 12. Surface sediment class with the maximum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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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로그비 변환 및 MAF 변환 자료가

다중 가우시안 확률 모델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고

려해서 순차적 지시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는데,

지시자 접근의 특성상 다수의 베리오그램 모델링을

요구한다. 직접 순차적 시뮬레이션(direct sequential

simulation)은 지시자 변환 등을 수행하지 않고 원 자

료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적용이 간편하다. 다만 이 시뮬레이션 기법은

입력으로 사용한 베리오그램 모델을 재생산할 수 있

지만 히스토그램과 같은 요약 통계값을 완전히 재생

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Oz et al. (2003)

이 제안한 히스토그램 재생산이 가능한 직접 순차적

시뮬레이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추후 순차적 지시

자 시뮬레이션 대신 이 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할 예

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성 자료 자체만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는데, 구성 자료와 상관성이

존재하면서 보다 많은 위치에서 자료가 획득된 부가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보다 신뢰성 높은 시뮬레

이션이 가능하다. 표층 퇴적물 구성 자료의 경우에는

고해상도 원격탐사 자료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데(Lee et al., 2012), 다중 자료 변환을 거친 상태

에서 다변량 크리깅을 이용하여 조건부 누적 확률

분포의 모델링 과정에 이러한 부가 자료를 통합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단변량 구성 자

료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다변량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확장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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