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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3 가지 보간 방법으로 생산한 남한 강수 자료에서 강수 분포의 차이를 비교

하는 것이다. 보간된 강수 자료를 생태환경모델링, 수문모델링,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의 연구에서 

이용할 때 보간 방법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연구에는 기후변화정보

센터에서 PRISM(Precipitation-elevation Regressions on Independent Slopes Model)으로 

작성한 강수 자료와 본 연구에서 공동크리깅과 역거리가중법으로 작성한 강수 자료가 사용되었다. 

보간된 강수 자료의 공간해상도는 1㎞이다. 보간 방법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강수량의 차이는 대

체로 산지 유역의 자료에서 크다. 특히 군사분계선 주변과 소백산, 월악산, 덕유산, 지리산, 태백산

지의 강수 자료에서 보간 방법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월강수량의 차이는 약 10~20%, 또는 그 

이상이었다. 이는 이 지역의 연구에 보간된 강수 자료를 이용할 때 연구에 채택한 보간 방법에 따

라 최종 결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어 : 보간, 강수량, 남한, PRISM, 공동크리깅, 역거리가중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precipitation distributions in precipitation 

data sets over South Korea produced by three interpolation methods. Th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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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ecipitation caused by interpolation methods is an important information when the 

interpolated precipitation data sets were used in researches such as ecological and 

hydrological modeling as well as regional climate impact studies. In this study, the 

precipitation data sets were produced by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 and 

Cokriging in this study and the PRISM(Precipitation-elevation Regressions on 

Independent Slopes Model) data set obtained from Climate Change Information Center 

of Korea. The spatial resolution of the precipitation data is 1㎞. As a result, there was 

a great precipitation difference caused by interpolation methods in data of mountainous 

watersheds in general. Especially the difference of monthly precipitation was 10~20% 

or more in the mountainous watershed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dividing 

North and South Korea, Mt. Sobaik, Mt. Worak, Mt. Deogyu, Mt. Jiri and Taeback 

Mountain Range. It means that a final result of a research can be affected by adopted 

interpolation method when an interpolated precipitation data set is used in the research 

for the these study sites.

KEYWORDS : Interpolation, Precipitation, South Korea, PRISM, Cokriging, IDW

서  론

기후의 공간적인 분포는 기후학, 수문학, 지

리학, 농공학 등의 연구에서 중요한 정보로 이

용되고 있다. 특히 정규격자 형태와 같은 분포

형 강수 자료는 생태환경모델링, 수문모델링,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다양한 연구에서 기후와 

연관된 지역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Chang and Jung, 2010; Bae et al., 
2011). 

분포형 강수 자료는 모델링을 통해 생산할 

수도 있고 보간 방법을 이용해 생산할 수도 있

다. 보간 방법은 지점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분

포형 강수 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 보간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모델링에 비

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수의 보간에는 Thiessen(1911)의 티쎈 

폴리곤, Shepard(1968)의 역거리가중법

(Inverse Distance Weighting), Krige(1951)

의 크리깅(Kriging), Lyche and Schumaker 

(1972)의 스플라인(Spline) 등이 활용되어 왔

다. 티쎈 폴리곤은 특정 지역의 면적평균강수량

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역거리가중법은 가까운 

거리의 관측소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중치를 부

여하여 보간 지점의 강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 역거리가중법은 통계적 보간 방법 중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분야 및 실무에

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크리깅은 베리오그

램이나 공분산을 통해 내재하는 관계식을 이용

하여 관심 지점의 값을 추정한다(Choe, 

2007). 크리깅 보간 방법은 지질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강수의 보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e.g., Lee and Lee, 2005; Kim et al., 
2005; Lee, 2008; Kim, 2010a, 2010b; Lee, 

2010; Park et al., 2012)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강수 보간 결과는 

역거리가중법 또는 스플라인을 이용했을 때 보다 

크리깅을 이용하였을 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Hevesi et al., 1992; Briggs and Cogley, 

1996; Goovaerts, 2000; Lee, 2003; Cho and 

Jeong, 2006). 그러나 이 방법들은 지형에 따른 

강수의 분포 차이를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강수 보간에 이용되는 관측소들이 상

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높은 

고도의 강수 분포를 적절하게 재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보간 방법이 공동크리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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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ers, 1982)과 PRISM(Precipitation 

-elevation Regressions on Independent 

Slopes Model, Daly et al., 1994)이다. 

크리깅이 하나의 변수를 사용하는 반면, 공동

크리깅은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사용하는 크리

깅이다. 공동크리깅은 보간 대상 변수의 자료수

가 부족할 때 그 변수보다 자료가 많으면서 보

간 대상 변수와 선형관계를 가지는 부변수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강수의 보간에서는 높

은 고도에서 부족한 관측지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수와 선형관계가 있는 지형고도가 부변수로 

사용되곤 하였다. 그리고 지형고도를 부변수로 

사용한 공동크리깅은 크리깅 보다 좋은 보간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vesi 

et al., 1992; Park and Jang, 2008; Park 

and Kim, 2009). 

PRISM은 공동크리깅을 사용하여도 강수의 

우산효과(rain shadow effect)와 같은 사면방향

에 따른 강수 분포의 특성을 재현하는데 어려움

이 있고, 해양의 영향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한하여 제안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정 

지점의 값을 결정할 때 주변 관측소와의 거리, 

지형고도, 해양도, 사면방향 등의 유사성을 토대

로 기지점의 값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Daly et 
al.(2002)은 그 과정을“A knowledge -based 

approach to the statistical mapping of 

climate”으로 지칭하였다.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작성된 분포

형 강수 자료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기초자료

로 이용된다. 특히 과학적인 결론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모델과 통계 분석을 이용하

는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때 강수의 공

간적인 분포는 모델과 통계 분석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Hattermann et al., 2005; Merritt et al., 
2006; Park, 2009; Cho et al., 2010; Kling 

et al., 2012). 이에 따라 분포형 강수 자료의 

생산 요구와 더불어 그 자료를 생산하는 방법

에 따른 자료의 차이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의 요구도 함께 증가해 왔다.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정보센터(climate.go.kr)

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

에서 제공하는 강수 자료가 공공기관에서 제공

하는 대표적인 보간된 강수 자료이다. 국가수자

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티쎈 폴리곤을 이

용하여 1966년 이후의 일별 강수자료를 유역

별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기상청 기후변화정

보센터는 2100년까지의 일별, 월별 강수량을 1

㎞ 정규격자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중 

2001~2010년 자료가 PRISM으로 보간된 강

수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국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정보센터의 강수 

자료는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의 강수 자료

와 달리 격자형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자

료가 다른 보간 방법으로 작성한 강수 자료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다양한 보간 방법이 제안되어 왔고 

가장 최근에 제안된 PRISM이 한국의 기상청에

서 채택되어 강수 자료를 작성하는데 활용되었

다. 하지만 이 강수 자료가 기존 연구들에서 강

수 보간에 좋은 효과를 보였던 공동크리깅 또는 

일선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역거리가중

법으로 생산한 강수 자료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ISM으로 작성한 기후

변화정보센터의 강수 자료와 PRISM 외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어오던 보간 방법들로 작성한 강

수 자료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간된 강수 자료가 연구에 활용될 

때 보간 방법에 의해 연구 결과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에 사용한 보간 방법

이 연구는 역거리가중법, 공동크리깅, 그리고 

PRISM으로 작성한 강수 분포를 비교하였다. 

역거리가중법은 사용이 쉽기 때문에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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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강수 보간에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연구에 채택하였다. 공동크리깅은 지형고도를 

고려하여 강수를 보간할 수 있는 방법으로 

Park and Jang(2008), Park and Kim(2009) 

등의 연구에서 좋은 보간 결과를 보였기에 연

구에 채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보간 방법으로 작성한 1㎞ 공간해상도의 정규

격자 강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PRISM으로 작성한 강수 분포는 기상청 기후

변화정보센터로부터 획득하였다. PRISM은 

Daly et al.(1994)에 의해 제안된 이후 알고리

즘이 수정되어 왔다. 기상청에서는 MK- 

PRISM(Kim et al., 2012) 모델을 개발하여 1 

㎞ 공간해상도의 정규격자 강수 자료를 작성하

였다. 이 모델은 Daly et al.,(2002)이 제안한 

식 (1)에 이론적 근간을 두고 있으며, 7개 인

자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간에 사용할 기지점의 

가중치(W)를 결정한다.

W=f{Wd, Wz, Wc, Wl, Wf, Wp, We} (1)

W : 보간에 사용할 기지점의 가중치

Wd : 보간 지점으로부터 기지점까지의 거리

Wz : 기지점의 지형고도

Wc : 기지점의 군집성

Wl : 해양도의 영향이 미치는 지형고도

Wf : 사면방향

Wp : 해양도(해양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및 

강도)

We : 지형의 영향 가중치

역거리가중법, 공동크리깅은 Visual Basic 

6.0으로 직접 구현하여 사용하였다. 역거리가중

법은 Shepard(1968)의 이론을 토대로 구현하

였으며, Shepard(1968)가 정의한 역거리가중

법의 수식은 식 (2)과 같다. 는 보간할 지점

이고  는 보간에 사용할 알려진 포인트이다. 

 는 의 값을 결정할 때 사용한  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이다. 는 로부터  까지

의 거리이며 메트릭스 형태로 표현된다. N은 

보간에 사용되는 포인트의 전체 개수이고, 는 

power라고 불리는 양의 실수이다. 

  
  






  





 
               (2)

where 

 
 





공동크리깅은 Deutsch and Journel(1992)

의 GSLIB(Geostatistical Software LIBrary)

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수정·보완하여 구현하

였다. 공동크리깅의 일반식은 식 (3)과 같다. 

여기서 는 위치가 알려진 지점에서 크리깅을 

이용한 예측치, 는 주변수, 은 사용된 주변

수의 총자료수, 는 사용된 부변수의 총개수, 

는 j번째 부변수, 는 j번째 부변수의 총자

료수, 는 가중치, 그리고 는 각 자료의 위치

이다. 주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하여 총 

 의 변수와   × 개의 자료가 

사용된다. 공동크리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my et al.(2009)과 Choe(200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GSLIB에서 제공하는 소스에

는 부변수의 사용이 실용화되어 있지 않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부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를 수정·보완하였다.

 
  




  




  

 

       (3)

2. 연구지역 및 사용자료

본 연구에서 비교한 강수 분포의 공간적 범

위는 남한 내륙이다.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 

지역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역거리가중법과 

공동크리깅을 이용한 강수 분포 작성에는 기상

청에서 운영하는 439개 지점의 자동기상관측

(Automatic Weather Station) 자료를 사용하

였다(그림 1).



PRISM, 역거리가중법, 공동크리깅으로 작성한 1㎞ 공간해상도의 남한 강수 자료에서 강수 분포의 비교 / 박종철 ·김만규 151

FIGURE 1. Automatic Weather Stations used in this 

study

이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3년)의 

1월 평균강수의 공간적 분포가 보간 방법에 따

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

고, 7월 평균강수의 공간적 분포도 비교하였다. 

강수량이 적을 때와 많을 때에 보간된 강수의 

분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월과 7월 두 시기

를 연구에 채택하였다. 

월평균 강수 분포는 월별로 보간을 수행한 

후 이를 평균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기상청 기

후변화정보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본 연

구에서 역거리가중법과 공동크리깅으로 작성한 

월평균 강수량의 작성과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정보센터는 월별 강수 분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매년 월 

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평균하여 월평균 자료

를 작성하였다.

공동크리깅에서는 강수량을 주변수로 사용하

고 수치고도모형을 부변수로 사용하였다. 수치

고도모형은 1㎞ 공간해상도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Park et al.(2012)의 연구에 의하면 강수관

측지점의 고도 정보를 1㎞ 공간해상도의 수치고

도모형에서 추출했을 때 강수와 지형고도 사이

에 선형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1㎞ 공간해상도의 수치고도모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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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간 방법 매개변수 값의 탐색 범위

역거리가중법
Power 0.1~2.0

자료탐색반경 (㎞) 15~100

공동크리깅

상관거리 (㎞) 15~100

주변수베리오그램

(강수량)

너깃 (㎜/month) 0.0~200

문턱값 (㎜/month) 10~500

부변수베리오그램

(지형표고)

너깃 (m) 0.0~100

문턱값 (m) 10~1000

교차베리오그램
너깃 주·부변수 합의 50%

문턱값 0.0~1000

TABLE 1. Search range of the each value in parameter optimization

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수치고도모형은 ASTER 

GDEM(www.jspacesystems.or.jp)이다.

3. 매개변수 값의 결정

이 연구에서 역거리가중법과 공동크리깅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 값은 전역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 결정하였다. 최적화 기법은 보간 결과 

간의 비교에 앞서 각 보간 결과의 질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하였다. 연구

에서 사용한 최적화 기법은 Duan et al. 
(1992)이 제안한 SCE-UA(Shuffled Complex 

Evolution-University of Arizona)이다. SCE 

-UA 기법은 목적함수 값이 가장 좋은 값에 수

렴될 때까지 매개변수 값을 반복적으로 조정한

다. 이 연구에서는 Kling-Gupta efficiency 

(Gupta et al., 2009)를 목적함수 값으로 이용

하였다. 

매개변수 값 최적화 과정에서는 연구에 사용

한 전체 자동기상관측 자료 중 69개의 유인기

상관측 자료를 검증군으로 사용하였고, 370개

의 무인기상관측 자료를 실험군으로 사용하였

다. 일반적으로 유인기상관측 자료의 질이 무인

기상관측 자료에 비해 좋기 때문에 유인기상관

측 자료를 검증군으로 사용하였다.

각 보간 방법에서 최적화를 수행한 매개변수

와 값의 탐색 범위는 표 1과 같다. 역거리가중

법에서는 power(식 2에서 )와 자료탐색반경

을 최적화하였다. power는 기지점의 가중치에 

대한 차수이다. 역거리가중법의 보간 값은 가중

치의 차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보간 값은 

power가 증가할수록 가까운 관측소의 값에 더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연구에 앞서 실험한 결과 power가 2보다 크

면 보간에 사용할 포인트의 영향력이 커져서 보

간 결과가 티쎈 폴리곤에 가깝게 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power의 최대값을 2로 결정하였다. 

자료탐색반경은 보간에 사용할 기지점을 선택

하는 변수이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점의 분포

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15~20㎞ 간격으로 분

포해 있어 최소 15㎞, 최대 100㎞ 범위 안에서 

보간에 이용할 자료를 탐색하도록 설정하였다.

공동크리깅은 상관거리, 너깃(nugget), 그리

고 문턱값(sill)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공동크리깅은 크리깅의 종류와 베리오그램 인

자에 의해 보간 값이 결정된다. 베리오그램 인

자들로는 모델, 상관거리, 너깃 그리고 문턱값

이 있다. 

본 연구에서 크리깅의 종류는 정규크리깅

(ordinary kriging)을 사용하였다. 기존 강수량 

보간 연구(Park and Jang, 2008; Park and 

Kim, 2009; Cho et al., 2010)에서 좋은 결과

를 도출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베리오그램 모델

은 강수량 자료의 개략적인 관찰을 통해 구형

모델로 선정하였다.

상관거리의 탐색범위는 역거리가중법과 마찬

가지로 기지점의 분포 간격을 고려하여 설정하

였고, 주변수와 부변수의 너깃 탐색 범위는 1㎞ 

이내에서 값이 달라질 수 있는 최대 범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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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개변수 및 모델효율 2008년 2009년 2010년

1월

매개변수
Power 0.2 0.3 1.7

자료탐색반경 (㎞) 26 24 18

모델효율
KGE 0.93 0.75 0.75

RMSE (㎜/month) 7.3 4.2 8.0

7월

매개변수
Power 0.2 0.6 0.9

자료탐색반경 (㎞) 16 20 20

모델효율
KGE 0.94 0.86 0.86

RMSE (㎜/month) 48.2 63.4 50.3

TABLE 2. The result of parameter optimization for IDW and the model efficiency

려하여 결정하였다. 주변수와 부변수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교차베리오그램에서 너깃은 주

변수와 부변수 합의 50%를 사용하였다. 이는 

교차베리오그램의 모델링에서 공분산행렬이 양

의 정부호를 만족(Choe, 2007)하도록 하기 위

한 설정이다. 문턱값의 범위는 최대상관거리

(100㎞)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강수량 및 지

형표고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매개변수 값 최적화 결과

역거리가중법의 power는 0.2에서부터 1.7의 

범위에서 최적화되었고, 2010년 1월을 제외하

면 대체로 1.0 이하이었다(표 2). 자료탐색반경

은 16㎞에서부터 26㎞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이러한 값의 범위를 보았을 때 역거리가중법 

매개변수 값의 최적화는 보간 지점으로부터 인

근의 자료만을 사용하고 가까운 기지점의 값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매개변수 값 최적화에 목적함수로 사용하였던 

Kling-Gupta efficiency(KGE)는 0.75에서부

터 0.94의 값을 나타내었다. RMSE는 1월에 

4.2~8.0㎜/month 이었고, 7월에 48.2~63.4㎜

/month 이었다. 이는 남한 전체에서 관측된 월

강수량의 약 20% 수준이었다.

공동크리깅의 최적화 결과를 살펴보면(표 

3), 상관거리가 대부분 75㎞ 이상이었다. 다만 

2010년 1월의 상관거리는 48㎞로 수렴되었다. 

역거리가중법에서 2010년의 매개변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은 power 값과 짧은 자료탐색

반경으로 수렴된 것을 보았을 때 2010년 1월

의 강수 분포 특성이 다른 시기와는 다른 특성

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 시기의 주변

수, 부변수, 교차베리오그램에서의 너깃과 문턱

값은 표 3과 같이 결정되었다.

한편 매개변수 최적화 시의 KGE는 입력 자

료의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공

간적 자기상관이란 지리공간 상에서 속성의 공

변(co-vari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접한 

객체들 간에 값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다(De Knegt et al., 2010). 공간적 자

기상관성이 높을 때 KGE가 높다는 것은 입력 

자료에서 근거리에 있는 자료 사이의 유사성이 

높을 때 모델효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2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나

타내는 지수 중 하나인 Moran's Index 

(Moran, 1950)와 KGE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Moran's Index는 -1에서 1 사이의 값으

로 표현되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공간적 자기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

은 분석대상이 서로 유사한 값을 갖고 있으며 

군집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간

법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점들 

사이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리학 제1법

칙에 근간을 두기 때문에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나타내는 Moran's Index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림 2에서 Moran's Index가 높은 값

을 나타낼 때 KGE 역시 높은 값을 보였다. 그

리고 7월의 Moran's Index는 평균 0.76으로 

1월의 0.54 보다 높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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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개변수 및 모델효율 2008년 2009년 2010년

1월

매개변수

상관거리 (㎞) 89 86 48

주변수

베리오그램

너깃 (㎜/month) 166 15 6

문턱값 (㎜/month) 288 471 300

부변수

베리오그램

너깃 (m) 70 79 50

문턱값 (m) 903 98 840

교차

베리오그램

너깃 59 24 14

문턱값 45 42 15

모델효율
KGE 0.91 0.81 0.71

RMSE (㎜/month) 8.4 4.5 8.3

7월

매개변수

상관거리 (㎞) 75 82 90

주변수

베리오그램

너깃 (㎜/month) 32 11 32

문턱값 (㎜/month) 452 448 416

부변수

베리오그램

너깃 (m) 45 33 38

문턱값 (m) 59 115 39

교차

베리오그램

너깃 19 11 17

문턱값 4 6 2

모델효율
KGE 0.94 0.81 0.85

RMSE (㎜/month) 43.9 65.5 50.2

TABLE 3. The result of parameter optimization for cokriging and the model efficiency

FIGURE 2. The correlation between Moran's Index of observed 

precipitation data and KGE

월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1월 0.65 0.47 0.49 0.54

7월 0.84 0.68 0.77 0.76

TABLE 4. Moran's Index of observed precipitation data

2. 전반적인 강수 분포의 차이

보간 방법에 따른 강수의 공간적 분포 양상

을 살펴보면 강수 분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보간 방법별 1월 

평균강수량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태백산맥 

동쪽의 해안지역과 목포, 정읍 등의 남서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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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distribution of the monthly average precipitation in January

그리고 지리산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강수가 

있었다. 경기북부와 경남·북의 내륙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다. 

1월 강수 분포에서 동해안의 경우 3개의 보

간법이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남

서해안 및 소백산지의 강수 표현에는 차이가 

있었다. PRISM과 공동크리깅이 내장산 주변의 

지형성 강수를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역거리가

중법은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소백산지의 

강수 표현에서도 PRISM과 공동크리깅이 31 

㎜/month 이상의 강수 지역을 소백산지에 전체

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에 역거

리가중법은 일부지역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PRISM과 공동크

리깅이 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지지역의 강

수량이 주변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지형의 고려여부는 강수량 20㎜/month 이하 

지역의 공간적 범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거리

가중법에서는 20㎜/month 이하 지역이 경북 

내륙 및 대구 지역, 충청북도까지 광범위하게 

연속되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PRISM과 공

동크리깅에서는 동일 강수량 지역이 대구 북부

지역과 경북내륙 지역에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

다. 20㎜/month 이하의 강수량 지역이 소백산

맥의 영향으로 경기북부 내륙으로 제한되어 나

타났다. 

한편 PRISM에서 10㎜/month 이하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 접경지역에서 나타났

고, 공동크리깅에서는 경기북부 지역에 주로 분

포해 있었다. 역거리가중법에서는 경기북부에서 

강원북서 지역이 모두 10㎜/month 이하의 강

수를 보였다.

PRISM과 공동크리깅의 차이는 강수량 표현

의 연속성에서 나타났다. PRISM에서 41㎜

/month 이상의 강수지역은 지형에 의해 이산

(discrete)되어 나타난다. 이에 반해 공동크리

깅에서는 해당 지역이 연속되어 분포한다. 

그림 4는 보간 방법별 7월 평균강수량의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7월의 강수 분포는 1월에 

비해 보간 방법에 따른 차이가 적었다. 7월 강

수 분포에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1월에 비

해 높았기 때문이다. 

7월에 강수량은 서울, 경기 및 태백산맥 서

쪽의 강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남 내륙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

이 있었다. 7월에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

역은 충청 북부 및 대구, 경상북도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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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distribution of the monthly average precipitation in July

이와 같은 강수 분포의 특성은 모든 보간 결과

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1월의 강수 분포에서와 마찬가지로 

PRISM이 다른 두 보간 방법에 비해 강수의 동

질지역이 이산되어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일

례로 충청남도에서 충청북도에 이르는 201~ 

300㎜/month 사이의 강수량 지역이 PRISM에

서는 점 상으로 분포하는 반면에 다른 두 분포

도에서는 연속된 면으로 분포하고 있다. 경상북

도에서 201㎜/month 이하 지역의 분포, 경기

북부와 지리산 인근의 501㎜/month 이상 지역

의 분포 등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이 잘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PRISM과 공동크리깅으로 작성한 강수 분포에

서 강수량 동질 지역의 광역적인 경계는 큰 산

줄기를 따라 나타나고 있었다. 역거리가중법의 

강수 분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이 잘 나타나

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관측 자료의 공간

적 자기상관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1월의 강수 

분포에서 강하였다. PRISM으로 작성한 강수 

분포의 특징은 강수량 동질 지역이 이산되어 

나타나는 것에 있었다.

PRISM의 강수 분포에서 강수량 동질 지역이 

이산되어 나타나는 것은 PRISM이 갖는 매개변

수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PRISM은 

지형고도, 사면방향, 해양도 등 다양한 인자들

을 보간 과정에서 고려한다. 그리고 연구지역인 

남한은 좁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지형고도와 사

면방향, 해양도를 가지기 있다. 이 때문에 

PRISM은 좁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보간 값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강수 분포에서 강수량 

동질 지역의 이산 현상으로 표출되었다.

3. 표준유역별 강수 분포의 차이

앞서의 결과는 보간 방법에 따른 강수 분포

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강수 분포의 

전반적인 차이가 지역별 월강수량 분포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유역별 강수량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준유역은 

한국의 국토교통부에서 사용하는 유역 구분 중 

가장 세분화된 단위이며 수문학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5를 살펴보면 1월 평균강수량(그림 5a - 

5c)에서 보간 방법에 따라 강수량에 차이가 많

이 나타나는 지역이 군사분계선 주변의 산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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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differences of monthly average precipitation by interpolation 

methods

(IDW - PRISM: IDW minus PRISM; Cokriging - PRISM: Cokriging minus 

PRISM; IDW - Cokriging: IDW minus Cokriging)

역과 태백산지, 계룡산, 덕유산, 지리산 일대의 

산지 유역이었다. 7월 평균강수량(그림 5d - 

5f)에서는 소백산과 월악산, 태백산지의 여러 

유역에서 많은 강수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보간 방법에 따른 표준유역별 1월 평균강수

량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거리가중

법 강수량이 PRISM 강수량에 비해 적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5a). 역거리가중법은 

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반면에 PRISM

은 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PRISM은 높은 지형고도와 강수량이 

많은 지형사면 등에서 역거리가중법 보다 강수

량을 높게 보간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산지 

지역에서는 역거리가중법 강수량이 PRIS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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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PRISM이 

인근에 많은 강수량이 관측된 기지점이 있어도 

사면방향, 해양도, 군집성 등을 고려하여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역거리가중법은 해당 기지점의 가중치를 단순히 

거리에 기반에 부여한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로 

인해 일부 산지 지역에서 역거리가중법 강수량

이 PRISM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공동크리깅과 PRISM 강수량의 차이는 대체

로 군사분계선 주변의 산지유역과 태백산지, 덕

유산 일대의 유역에서 높았다(그림 5b). 공동

크리깅의 강수량이 PRISM의 강수량에 비해 대

체로 많았다. 태백산지 일대에서 공동크리깅 강

수량은 PRISM 강수량에 비해 4~6㎜/month 

가 많았고, 접경지역에서는 7㎜/month 이상 차

이를 보이는 유역이 넓게 나타났다. 덕유산 일

대 산지 유역에서도 7㎜/month 이상 차이를 보

이는 유역들이 나타났다. 

역거리가중법 강수량은 공동크리깅 강수량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그림 5c). 특히 

군사분계선 주변 유역에서 두 보간 방법 사이에 

강수량의 많은 차이를 보였다.

1월 평균강수량에서 3㎜/month 이하의 강수

량은 1월 전국 평균강수량의 약 10%이며, 4~6

㎜/month의 강수량은 약 20%에 해당한다. 따

라서 접경지역과 덕유산, 태백산지 등의 산지 

유역에서는 보간 방법에 따라 1월 강수량에서 

20%, 또는 그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7월 평균강수량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그림 5d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역거리

가중법 강수량과 PRISM 강수량이 대부분의 지

역에서 30㎜/month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가

운데 소백산과 월악산 일대 등 산지 유역에서 

30㎜/month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유역들도 

나타났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주변의 유역에서

도 두 보간 방법 사이에 많은 강수량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5e의 공동크리깅과 PRISM 강수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그림 5d의 역거리

가중법과 공동크리깅에서 차이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이들 유역에서 역거리가중

법과 공동크리깅의 강수량은 PRISM에 비해 강

수량이 적었다. 이는 그림 5f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역거리가중법의 강수량과 공동크리깅

의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7월 평균강수량에서 31~60㎜/month의 강수

량은 전국 평균강수량의 약 10~20%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일부 산지 유역에서 7월 평균강수량

은 보간 방법에 의해 10~20%, 때로는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1월의 산지 유역 강수량은 공동크리깅 

> PRISM > 역거리가중법의 경향이 있었다. 그

리고 7월에는 PRISM > 역거리가중법 > 공동

크리깅의 경향을 보였다. 역거리가중법의 강수

량이 공동크리깅과 PRISM 보다 적은 것은 역

거리가중법이 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해 산

지 지역에서의 많은 강수량을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만 7월에는 관측된 강수량의 

분포 특성과 이로 인해 결정된 각 보간 매개변

수 값의 차이로 의해 공동크리깅의 강수량은 

역거리가중법 강수량보다 낮게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7월의 Moran's Index는 평균 

0.76으로 1월의 0.54 보다 높았다(표 4). 이러

한 입력 자료의 공간적 분포 특성은 보간 매개

변수 값에도 반영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결

정된 공동크리깅의 상대너깃효과(relative 

nugget effect)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너깃과 문턱값의 비(너깃/문턱값)인 상대너

깃효과는 자료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이

다. 상대너깃효과가 클수록 입력 자료의 변동성

이 크다(Choe, 2007). 이는 인접한 거리에 있

는 자료들의 값도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상대너깃효과가 작을수록 자료

들은 거리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한다. 

표 5의 시기별 상대너깃효과를 살펴보면 1월 

보다는 7월의 상대너깃효과가 대체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월보다는 7월의 강수

분포가 거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매개변수가 최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각 시기에 강수의 공간적 자

기상관성이 매개변수 값의 최적화 과정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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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8년 2009년 2010년

1월 57.6 3.2 2.0

7월 7.1 2.5 7.7

TABLE 5. The relative nugget effect of the precipitation variogram(unit : %)

이와 같은 입력 자료의 공간적 분포 특성은 

공동크리깅의 부변수인 지형고도의 영향을 고

려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표 3에서 교차

베리오그램의 너깃과 문턱값을 살펴보면 1월의 

값이 7월의 값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월에 지형고도의 영향을 더욱 강조하도록 매

개변수가 최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7월에는 보간 과정에서 지형고도의 영향이 강

조되지 않도록 매개변수가 최적화되었다. 즉 1

월에 공동크리깅에서 지형고도의 영향이 강조

된 결과는 공동크리깅으로 작성한 강수 분포에

서 산지 지역의 강수량이 다른 두 보간 방법으

로 작성한 강수량 보다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7월에 공동크리깅에서 지형의 영향이 약

화된 결과는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역거리가중

법의 결과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역거리가중법

의 강수량이 더욱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7월에는 PRISM에서 추정한 강수량이 다

른 보간 방법으로 작성한 강수량 보다 높은 경

향을 보였다. 7월의 매개변수 최적화가 이와 같

은 형태로 이루어 진 것은 주변수의 공간적 자

기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수의 영향을 강조

하고 부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했을 때 KGE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토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는 남한을 대상으로 한 강수 보간 

결과에서 보간 방법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강

수분포의 차이를 잘 보여주었으며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수 분포에서 나타나는 강수량의 동질 

지역은 보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상

청 기후변화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PRISM 강

수 자료는 역거리가중법, 공동크리깅으로 작성

한 자료에 비해 강수량 동질 지역이 이산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이산은 산지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PRISM으로 

작성한 강수량이 매우 짧은 거리에서도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PRISM으로 작성한 강수 자료를 수문, 생태 모

델 등의 입력 자료로 사용했을 때 최종 결과의 

지역적인 변화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지역에 

대해 PRISM이 아닌 역거리가중법 또는 공동크

리깅으로 작성한 강수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최종 결과의 지역적인 변화가 감소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역거리가중법과 공동크리깅의 강

수량 동질 지역은 연속성이 좋기 때문이다. 

둘째, 보간 방법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는 산

지 유역에서 많았다. 산지 유역의 강수량은 보

간 방법에 따라 10~20%, 때로는 그 이상의 차

이를 보였다. 그 원인은 역거리가중법이 지형의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공동크리깅에서 산

지 유역의 강수량이 부변수인 지형고도의 영향

을 얼마나 고려하는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지 지역의 연구결과는 

연구에 채택하는 강수 분포 자료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군사분계

선 주변의 산지 유역과 소백산, 월악산, 덕유산, 

지리산, 태백산지 일대의 산지 유역에서 강수 

자료의 작성 방법에 의한 연구 결과의 불확실

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연구는 SCE-UA 기법을 보간을 위

한 매개변수 값 최적화 기법으로 채택했을 때

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매개변수 값 최적화 과

정이 강수량 분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목적함수의 향상 여부에만 초점이 맞추

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7월과 같이 강수분

포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높은 시기에 공동크

리깅을 수행할 때 지형의 영향을 얼마나 고려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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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레

이더, 위성영상 자료 등과 같이 강수의 실제적

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보간 기법으

로 작성한 강수 분포를 비교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생태환경모델링, 수문모델링, 기후

변화 영향평가 등 보간된 강수 자료를 사용하

는 많은 연구들이 대체로 한 가지 보간 방법으

로 작성된 강수 자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

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산지와 여러 산지 지역

에서는 강수량이 보간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이들 지역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는 여러 가지 보간 방법으로 

생산한 강수 자료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최종 

결과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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