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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월강수량의 내삽을 위해 PRISM-KNU(Parameter-elevation Regressions on 

Independent Slopes Model-Kongju National University)를 개발하였다. PRISM-KNU의 특징

은 강수량과 지형고도 사이의 선형관계의 공식에서 기울기의 허용 범위를 지형 기복량을 토대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 모델의 매개변수 값은 최적화 기법에 의해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2000~ 

2014년, 공간 해상도 1×1km의 남한  강수량 자료를 생산하는데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모

의 효율, Kling-Gupta Efficiency는 총 모의 사례의 86%에서 0.7 이상이었다. 또한 Modified 

Korean PRISM에 의해 생산된 기존의 강수량 자료에서는 공간적 패턴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PRISM-KNU에 의해 생산된 자료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PRISM-KNU가 타당하게 개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구 결과는 또한 그 모델에 의해 생산

된 자료의 공간적 일관성이 Modified Korean PRISM의 자료에 비해 향상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PRISM-KNU와 그 모델의 산출물은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공간적 일관성, 내삽, 월강수량, PRISM-KNU

ABSTRACT

In this study, the parameter-elevation regressions on independent slopes model- 

Kongju National University(PRISM-KNU) system was developed to interpolate monthly 

precipitation data. One of the features of PRISM-KNU is that it can adjust the allowable 

range of slope according to the elevation range in the equation representing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ipitation and elevation. The parameter value of the model 

was determined by using the optimization technique, and the result was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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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 monthly precipitation data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1km from 2000 to 2014 

in South Korea. In the result, the Kling-Gupta Efficiency for model evaluation was over 

0.7 in 86% of the total cases simulated. In addition, a dramatic change in the spatial 

pattern of precipitation data was observed in the output of the Modified Korean PRISM, 

but such a phenomenon did not occur in the output of the PRISM-KNU. This study 

confirm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ISM-KNU,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 spatial 

consistency of the data produced by the model improved compared with that produced by 

the Modified Korean PRISM. It is expected that the PRISM-KNU and its output will be 

utilized in various studies in the future.

KEYWORDS : Spatial Consistency, Interpolation, Monthly Precipitation, PRISM-KNU 

서  론

기후의 공간적인 분포를 표현하는 정규격자 

형태의 자료들은 다양한 연구에서 기후와 연관

된 지역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

다(Park et al., 2012). 예를 들어 기후변화 하

에서 식생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추정하기 위

해 활용되고(Park et al., 2010), 자연재해 취

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된다(Kang and 

Lee, 2012). 기후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하며(Kim and Kim, 

2013), 미기상과 토지피복과의 관계 연구에도 

활용된다(Park and Tak, 2013; Park et al., 
2013). 군에서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합성자연환경을 구축할 때 활용되기도 한다(Jo 

et al., 2010).

정규격자 형태의 기후 자료는 일반적으로 위

성영상(Ha et al., 2002; Park et al., 2008; 

Jee and Lee, 2010), 역학적 모델링(Yi et 
al., 2012; Lee and Sung, 2013) 그리고 내

삽(Yun et al., 2000; Hwang and Ham, 

2013; Park and Kim, 2013) 등을 통해 획득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기상관측지점으로부터 

획득한 값을 이용하여 미지점의 값을 추정하는 

내삽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

다. 이는 연구에 활용 가능한 기상관측지점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Robert et al., 2013). 

한국에서 역시 1997년 이후 기상관측지점이 

크게 증가하면서 내삽을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

들이 수행되고 있다(Park and Jang, 2015).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후 자료를 생산하

기 위한 내삽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 변수만을 활용하는 방법

이고, 다른 하나는 지형고도분포와 같은 부 변

수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 변수만을 활용하는 방법들로는 inverse 

distance weight, kriging, natural neighbor, 

spline,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등이 

있다(Kim et al., 1999; Lee et al., 2007; 

Kim et al., 2010; Jeong and Choi, 2011). 

그러나 주 변수만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의해 

산출된 기후 자료들은 몇몇 한계를 가지고 있

다. 관측 자료만을 활용했을 때는 산지의 기후 

분포를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에 활

용되는 관측지점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지

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Daly et al., 1994; 

Park and Jang, 2015). 특히 지형성 강수에 

의해 발생하는 산지의 높은 강수량과 풍상층과 

풍하층에 의해 나타나는 비그늘 현상 등을 재현

하는데 한계가 있다(Daly et al., 2002; Park 

and Kim, 2013).

위와 같은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

용되고 있는 방법이 부 변수를 함께 활용하는 것

이며 cokriging, Artificial Neurual Network 

(ANN), Parameter-elevation Regressions on 

Independent Slopes Model(PRISM)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이 방법들은 주 변수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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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부 변수를 활용하여 

보완하며 강수량의 내삽에서는 주로 지형고도

분포가 부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

에 의하면 cokriging이 모의 효율 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에서 주 변수만을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더욱 향상된 강수량 분포도를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and Jang, 

2008; Park and Kim, 2009; Baek et al., 
2011). 그리고 Daly et al.(2008), Park and 

Kim(2013), Hwang and Ham(2013) 등에 

의하면, 미지점의 기후 값을 결정하기 위해 주 

변수 외에도 지형고도, 사면방향, 해양도 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PRISM이 지형성 강수

와 비그늘 현상의 재현에서는 cokriging에 비

해 더욱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PRISM은 cokriging과 ANN 등 다른 방법들

처럼 범용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 방법을 지원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없으며 이 방법을 내

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참고문헌

들을 토대로 모델을 구현해야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아직까지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활

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Shin et al.(2008)이 Korean- 

PRISM(K-PRISM)을 구현하여 남한의 월강수

량 자료를 산출하였고, Kim et al.(2012)이 

Modified Korean-PRISM(MK-PRISM)을 구

현하여 2000~2010년 일별 남한 강수량 분포

도를 산출하였다. Kim and Yun(2011)은 

PRISM을 구현하고 공간해상도 2.4km의 북한 

강수량 분포도를 산출한 바 있으며, Kim et 
al.(2014)은 공간해상도 1km의 남한 강수량 

분포도를 산출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Shin et 
al.(2008)과 Kim et al.(2012)에 의해 생산된 

자료는 기상청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 

go.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다

양한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획

득할 수 있는 PRISM 자료는 몇몇 측면에서 개

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는 자료에서 공간적

인 일관성(spatial consistency)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Daly et al.(2008)에 의하면 PRISM

은 각 격자에서의 강수량을 독립적으로 추정하

기 때문에 인접 격자임에도 과도한 강수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료 산출 

이후에 Inter-cell processing 과정을 수행하

여 이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Hwang and 

Ham(2013)은 기후정보포털의 자료에서 강수

량의 공간적 변동성이 과도하게 큰 사례들을 

발견하고 자료의 공간적인 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는 Daly et al.(2008)이 

지적하였던 문제점이 국내에서 생산된 PRISM 

자료에서도 나타났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PRISM이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점을 고

려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

의 개발과 검증을 동반한 자료 개선 연구가 필

요한 상황이다. 둘째는 자료의 최신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상정보포털에서 서비스되는 자

료의 주요 활용 목적은 미래 기후 자료의 통계

적 다운스케일링에 있다(http://www.climate. 

go.kr). 이 때문에 미래 기후 자료의 통계적 다

운스케일링 이후 자료의 갱신이 추가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0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료의 기간을 보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의 두 가지 측면을 개선

한 남한의 PRISM 월강수량 자료를 생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자료의 공간적 일관성을 개

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PRISM을 직

접 구현하고, 그 모델을 활용하여 2000~2014

년의 월별 강수량 자료를 생산하는 한편 모델

과 생산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직접 구현된 모델은 PRISM-KNU 

(Kongju National University)라고 명명하였다.

연구 자료 및 방법

1. 연구 자료

연구 지역은 남한의 도서 지역과 내륙 전체

이고, 본 연구에서는 2000~2014년에 대한 공

간해상도 1×1km의 월강수량 분포도를 생산하

고자 하였다. 내삽을 위한 입력 자료로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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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and locations of weather 

stations (Dec, 2014)

~2014년 기상청의 월강수량 관측 자료를 사용

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기상청의 관측지점 수는 

434~573개이며 종관기상관측장비와 무인기상

관측장비를 합친 개수이다. 2000년 1월에 가장 

적은 434개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2014년 6

월~12월에는 가장 많은 573개의 자료를 이용

하였다. 이 중 무인기상관측장비의 자료는 Kim 

et al.(2012)에 의해 일변동 특성과 공간적 일

치성 검사 등의 품질검사(Hong et al., 2007)

를 거친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2014년 

12월의 관측지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장비에서 관측된 자료

를 토대로 남한의 30년(1981~2010) 평년 강

수량을 살펴보면 연평균 강수량이 1,350㎜/yr

이며, 월별로는 7월에 293㎜/month로 가장 많

은 강수량이 나타났고 12월에 26.7㎜/month로 

가장 적은 강수량이 나타났다. 강수량은 주로 

5~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시기에 내

린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75%이다. 계절적으로

는 여름(6~8월)에 가장 많은 강수량이 나타났

으며 연강수량의 55%가 내렸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www.kma.go.kr) 지역적으로는 경남해

안 일부지역과 제주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강수

량이 나타났다. 중부지방의 평년 강수량은 

1,200∼1,500㎜/yr이었고, 남부지방은 1,000

∼1,800㎜/yr, 경북지역은 1,000∼1,300㎜/yr, 경

남해안 일부지역에는 1,800㎜/yr의 강수량이 

내렸다. 제주도 지방에는 1,500∼1,900㎜/yr의 

강수량이 내렸다.

2. MK-PRISM의 기본 이론

이 연구는 Kim et al.(2012)이 제안한 

MK-PRISM의 이론을 토대로 PRISM-KNU 

(Kongju National University)를 개발하였다. 

Kim et al.(2012)의 MK-PRISM은 미지점의 

기후요소 값을 식 1과 같은 기후요소 값과 지형

고도 사이의 가중선형회귀식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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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Y는 미지점의 기후요소 값이고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으로 한정한다. β1과 β0는 

각각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이다. X는 

미지점의 지형고도이다. β1m과 β1x는 각각 선

형회귀직선의 기울기가 허용되는 최댓값과 최

젓값이다. MK-PRISM에서 β1은 양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β1이 음의 값이 되면 β1m으로 

수정되고, β1이 β1x을 넘어서면 β1을 β1x로 

수정한다. 최댓값을 설정하는 이유는 작은 지형

고도의 변화에도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

나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Wi는 

각 기지점의 가중치이고, xi와 yi는 각 기지점에

서의 지형고도와 기후요소 값이다.

각 기지점에서의 가중치는 식 2에 의해 결정

된다.

  


     (2)

여기에서 W는 기지점의 가중치이며 Fd는 거

리의 중요도이며 Wd는 거리 가중치이다. Fz는 

지형고도의 중요도이며 Wz는 지형고도의 가중

치이다. Wp는 해양도, 즉 해안선으로부터의 거

리에 따른 가중치이다. Wf는 사면방향에 따른 

가중치이다. 각 가중치의 계산 방법은 Daly et 
al.(2002), Hong et al.(2007), Daly et al. 
(200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PRISM-KNU 개발 및 평가 방법

PRISM-KNU는 공간해상도 1×1㎞의 남한 

전지역 월강수량 분포도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강수량과 지형고도에 대한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 허용 범위를 지형 기복

량을 토대로 조절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PRISM 

모델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남한 전체 월강수량 

자료의 재현에 적합한 매개변수 값들을 매개변

수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추정한 후 사용하

는 것이 특정이다.

PRISM-KNU는 MK-PRISM의 개념을 토

대로 구현되었지만 지형고도와 강수량 사이의 

기울기(β1)에 대한 허용 범위는 지형 기복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하였다. 

Hong et al.(2007)은 모든 지점에서 β1의 최

솟값(β1m)을 0으로 사용하였고, 최댓값(β1x)

은 제주도에서 결정된 기울기를 사용하였다. 

Shin et al.(2008) 역시 β1m을 0으로 사용하

였고, β1x는 제주도에서의 월별 강수량 측정값

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제주도에서는 관측소

가 고도에 따라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Park and Jang(2015)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결정된 기울기는 인근 유사 지형에서

도 급변할 수 있으며 내삽 결과에서 강수량의 

공간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

하였다. Daly et al.(2008)은 이러한 결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후처리 과정으로 내삽 값을 

평활화 하였다. 반면 Park and Jang(2015)은 

내삽 과정 중에 지형면 분류 자료를 활용하여 

기울기의 허용 범위를 조절하고, 유사 지형 내

에서 기울기가 급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후

처리 과정 없이 내삽 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킨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의 공간적 일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 Park and Jang(2015)과 

유사한 방식으로 β1의 결정 과정에서 지형 기

복량을 활용하였다. 강수량은 일정 반경 내의 

상대적인 지형 기복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으

므로(Daly et al., 2008; Shin et al., 2008) 

지형 기복이 작은 지역에서는 β1x의 값이 낮아

지고, 지형 기복이 큰 지역에서는 β1x의 값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지형 기

복량을 활용하여 β1의 허용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은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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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levation range 

within 7km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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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β1x는 연구 지역 전체에서 허용 가

능한 β1의 최댓값이고, β1nx와 β1nm은 각 격

자에서 새롭게 결정된 β1의 최댓값과 최솟값이

다. Er은 각 격자점에서의 지형 기복량(m)이며 

P는 그 격자의 내삽에 사용되는 기지점들의 평

균 강수량(㎜/month)이다. 지형 기복량은 기존 

연구들(Sung, 2003; Park and Kim, 2010; 

Tak et al., 2013)을 참고하여 구릉지에 해당

하는 100m 이하와 산지에 해당하는 300m 초

과 그리고 두 지역의 점이 값으로 분류하였다.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적게 관측된 지역에서 산

지의 과도한 강수량 추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P
가 20mm/month 이하일 때의 β1nm은 0을 사

용하였다. 0.5와 0.7 등의 계수는 trial and 

error 과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각 격자에서의 지형 기복량은 식 4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4)

여기에서 Et는 격자의 지형고도(m)이고 Em

은 그 격자로부터 일정반경 내에서의 최소 지

형고도(m)이다. 기복량의 계산에서 반경은 

Tak et al.(2013)의 연구에서 산지 지형 결정

에 적용된 바 있는 7km를 사용하였다. 

그림 2는 연구 지역의 지형 기복량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서쪽 지역의 저지대 및 구릉 지

역, 춘천과 진천 등의 분지 지역,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이 잘 나타나, 연구에 사용된 자료



PRISM-KNU의 개발과 남한 월강수량 분포도 작성 / 박종철· 김만규 33

 

FIGURE 3. Point linear regression beta coefficients between elevation 

and monthly precipitation

가 상대적인 지형고도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β1, β1m, β1x의 값들은 월별로 결정하였고, 

남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찾기 위해 매

개변수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매개변수 최

적화 기법으로는 Shuffled Complex Evolution 

-University of Arizona(SCE-UA: Duan et 
al., 1992)를 활용하였다. 매개변수 최적화 기

법으로는 최소자승 기반의 국소적 방법론과 광

역 최적화 방법 등이 있는데(Kim, 2006), 

SCE-UA는 광역 최적화 방법이면서 오픈 소스

이고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결이 간편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채택하였다. 최적화 과정에서의 

목적함수는 Kling-Gupta Efficiency (KGE: 

Gupta et al., 2009)를 사용하였고, 샘플 자료

는 jackknife 방식(Yates and Warrick, 

1987)으로 작성하였다. jackknife 방식은 입력 

자료를 실험군과 검증군으로 구분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Park et al., 2012). KGE는 식 5에 의해 계

산된다.

    

(5)

여기에서 r은 피어슨 상관계수이고, α는 관

측된 값의 표준편차에 대한 모의된 값의 표준

편차 비율이며, β는 관측된 값의 평균에 대한 

모의된 값의 평균 비율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

된 모델과 생산된 자료의 타당성은 KGE를 활

용한 모의 효율 평가와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

는 기상청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입증하였다.

연구 결과

1. 매개변수 값 결정 및 정량적 평가

PRISM-KNU는 지형성 강수의 재현을 위해 

지형고도와 월강수량 사이에 0 또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기상청 

관측지점의 80% 이상이 해발고도 3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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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istogram of point linear regression beta coefficients

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Park and Jang, 

2015), 월강수량과 지형고도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일 수 있으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지라

도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가 과도하게 추정되

는 지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은 2007년 12월과 2008년 8월의 월

강수량 관측 자료를 토대로 한 강수량(종속 변

수)과 지형고도(독립 변수)의 관계 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두 시기는 극단적인 사례를 피하

기 위하여 2000~2014년의 월평균 강수량 중 

2분위와 3분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정한 것이

다. 이 그림에서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β1)는 

많은 지역에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은 2007년 12월과 2008년 8월에 대한 

β1의 통계 값이다. 2007년 12월의 최솟값은  

–3.970이고, 최댓값은 2.791, 평균은 0.014, 

표준편차는 0.163이다. 2008년 8월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는 각각 –26.058, 

17.206, 0.150, 0.971이다. 

β1이 정규분포 한다면 3-시그마 규칙에 의

해 2007년의 β1은 대부분 –0.2~0.2 사이에 

분포해 있으며 2008년 8월의 β1은 –2.0~2.0 

사이에 분포해 있을 수 있다. 또한 두 시기의 

최솟값과 최댓값이 평균으로부터 3-시그마 이

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으므로 튀는 값이 나타

났을 가능성이 있다. 두 시기의 β1 특성은 통

계 값 뿐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통해서도 파악

할 수 있다.

Dec 2007 Aug 2008

Minimum -3.970 -26.058

Maximum 2.791 17.206

Average 0.014 0.150

Standard 0.163 0.971

TABLE 1. Statistics of the beta coefficient 

(㎜/month per meter)

그림 4는 두 시기에 대한 β1의 히스토그램

을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면 2007년 12월의 

β1은 –0.2~0.2 사이에 주로 분포하며 2008년 

8월에는 –2.0~2.0 사이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β1이 음의 값을 보이는 지점

이 연구지역의 약 50%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β1이 양의 값일 때만 본다면 

2007년 1월에는 0~0.05 사이의 값이 빈도가 

높고, 2008년 8월에는 0~0.5 사이의 값이 빈

도가 높다.

β1이 음의 값이면 지형고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강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β1의 값을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β1이 과도하게 큰 양의 

값일 때는 강수량이 저지대에서 과소 추정, 고

지대에서 과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수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β1의 허용 범위, 특히 

최대 허용 값(β1x)을 β1의 통계치 또는 히스

토그램을 기반으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례로 그림 5의 왼쪽 그래프는 2008년 8월

의 히스토그램을 토대로 β1x를 0.5로 결정했을 

때의 모의와 실측 강수량의 비교 결과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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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atter plot between estimated and measured precipitation for the (A) 

β1x=0.5, (B) β1x=0.15 in Oct 2008

를 살펴보면 많은 지점에서 강수량이 과대 추

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매개변수 최적화 기법을 토대로 8월의 β1x

를 0.15로 결정하였으며 그림 5의 오른쪽 그래

프는 그 값을 적용했을 때의 검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KGE는 0.74로 왼쪽 그래프의 0.69

에 비해 향상되었고,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던 

과대 추정 지점들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최적화된 매개변수 값을 사

용하였을 때 강수량 추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측정된 강수

량이 0㎜/month인 지점에서 약 90㎜/month의 

추정 값을 보이는 지점이 나타난다. 이 지점의 

추정 값이 관측 값과 큰 차이를 보인 원인은 

이 관측 지점이 전체 관측 지점들 중에서 유일

하게 무강수를 보였기 때문이다. 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이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소

량의 강수량이라도 관측되었다. 이 지점은 경상

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청덕 관측 지점이고, 반

경 25km 내에 위치한 7개 관측 지점에서 관측

된 강수량은 98.5~151.5㎜/month의 분포를 

보인다. 관측 지점들 간의 지형고도 표준편차는 

23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실제로 

무강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이 차이를 이해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구조적 문제 보다는 관측 자

료의 품질 관리 방법에 대한 보완 또는 이상 

값의 처리에 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그림에서는 측정 강수량이 686㎜/month 

일 때 예측 강수량은 약 350㎜/month에 불과

한 지점도 보인다. 이 지점은 강원도 양구군 해

안면의 해발고도가 448m에 위치해 있어, 주변

의 진부령(600m), 향로봉(1,267m)에 위치한 

관측 지점에 비해 지형고도 낮지만 관측된 강

수량은 진부령의 470㎜/month, 향로봉의 504

㎜/month에 비해 많다. 이 결과는 PRISM 기

반의 내삽이 분지에서 주변 산지에 비해 높은 

강수량을 보일 때, 강수량 분포 재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후 모델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몇몇 지점에서 입력 자료의 문제, 모델 구조

의 한계로 인한 오차들이 관찰되지만 본 연구

에서 개발된 PRISM-KNU와 최적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매개변수 값들은 두 사례의 월강

수량 내삽에서 양호한 모의 효율을 보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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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Fd 0.5 0.6 0.5 0.5 0.5 0.5 0.6 0.6 0.5 0.5 0.5 0.6

Fz 0.5 0.4 0.5 0.5 0.5 0.5 0.4 0.4 0.5 0.5 0.5 0.4

a 0.53 0.54 0.66 0.79 0.74 0.64 0.71 0.70 0.74 0.59 0.78 0.73

b 0.41 0.58 0.43 0.50 0.46 0.52 0.56 0.62 0.46 0.44 0.46 0.58

v 0.83 0.51 0.64 0.49 0.60 0.43 0.76 0.65 0.61 0.62 0.65 0.60

β1x 0.02 0.05 0.03 0.08 0.15 0.12 0.13 0.15 0.05 0.05 0.02 0.03

Fd: Distance weighting importance scalar, Fz: Elevation weighting importance scalar, a: Distance weighting exponent, b: Elevation 
weighting exponent, v: Coastal proximity weighting exponent, β1x: Maximum slope for cell precipitation and elevation regression 
function (mm/month per meter)

TABLE 2. Monthly average parameter values of PRISM-KNU by parameter optimization

FIGURE 6. Model efficiency of PRISM-KNU

지만 모델 개발 결과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

게 판단하기 위해 더 많은 사례 연구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림 6은 2000~2014년 기간에 대한 

PRISM-KNU의 모의 효율을 보여준다. 이 값

들은 2000~2005년 기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매월 최적화를 수행하고, 그 값들을 평균하여 

획득하였다. 그림 6에서 최적화 기간(2000~ 

2005)의 KGE는 매월 최적화 과정을 통해 결

정된 매개변수 값들을 적용했을 때의 KGE를 

보여준다. 검증 기간(2006~2014)의 모의 효

율은 표 2의 매개변수 값들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표 2는 2000~2005년 기간의 자료

를 대상으로 매월 최적화를 수행하고, 그 값들

을 월평균하여 획득한 PRISM-KNU 주요 매

개변수의 값이다. 최적화 기간의 모의 효율, 

KGE는 0.53∼0.93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2006∼2014년에는 0.52∼0.96 사이의 분포를 

보인다. 전체 180개 사례 중 KGE가 0.6 이상

인 사례는 98%이었고, 0.7 이상인 사례는 

86%이었으며 0.8 이상인 사례는 53%이었다. 

모의 효율이 낮게 나타난 일부 사례가 있었지

만 전반적으로는 0.7 이상의 좋은 모의 효율이 

나타났다. 이는 PRISM-KNU가 모든 시기의 

월강수량 내삽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표 2의 값들이 월별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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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djusted beta coefficients between elevation and monthly precipitation 

based on elevation range

값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기존 자료와의 비교

Shin et al.(2008)과 Daly et al.(2008)의 

방법에서는 그림 2에서 β1이 음인 경우 β1이 

β1m으로 수정되며 β1x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β1이 β1x로 수정된다. β1m과 β1x를 어떤 값

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07년 

12월과 2008년 8월의 β1m을 0으로 결정하고 

β1x을 각각 0.03과 0.15로 결정한다면 그림 2

와 같은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 분포가 만들어

진다. 필연적으로 β1이 최솟값인 격자와 β1이 

최댓값인 격자가 인접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에

서 발생하고, 이 현상은 강수량 분포에서 급격

한 변화를 야기한다. 하지만 PRISM-KNU에서

는 β1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지형 기복량에 따라 

조절하기 때문에 그림 7과 같은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 분포가 만들어진다. 그림 3에 비해 기울

기가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연속되는 지형

면에서는 그 기울기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PRISM-KNU 강수량 자료와 기상청 기후정

보포털(http://www.climate.go.kr)에서 제공되

는 MK-PRISM 강수량 자료를 비교해 보면,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 결정 과정의 차이가 내

삽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8은 2007년 12월과 2008년 8월, 두 

사례에 대한 PRISM-KNU와 MK-PRISM의 

생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2007년 결과를 살

펴보면 두 방법에 의해 생산된 강수량의 분포 

양상은 전반적으로는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서산 지역,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의 덕유산 

지역, 대구와 경북의 경계 지역, 경상북도 내륙 

지역,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 제주도 남쪽 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강수량의 공간적인 패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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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 comparison of the precipitation maps in PRISM-KNU 

and MK-PRISM(unit: mm/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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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ifference between PRISM-KNU and MK-PRISM in average monthly 

precipitation, 2000~2010 (unit: mm/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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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그림에서 화살표 지역들). PRISM 

-KNU에서는 강수량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

는 반면 MK-PRISM에서는 강수량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또렷한 경계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 8월의 강수량 분포에서 역시 MK- 

PRISM의 강수량 패턴이 PRISM-KNU에 비해 

더욱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MK-PRISM의 강수량이 PRISM-KNU에 

비해 고지대의 강수량을 더욱 높게 추정하고 

저지대의 강수량을 더욱 낮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의 사례에서는 PRISM- 

KNU가 MK-PRISM에 비해 강수량의 공간적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8월의 사례에서는 개선 효과를 단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간에 대한 분포 경향

을 월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 9는 PRISM-KNU와 MK-PRISM에 

의해 생산된 2000년부터 2010년 월평균 강수

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양의 값인 격자는 

PRISM-KNU가 MK-PRISM에 비해 강수량을 

높게 추정한 것이고, 음의 값인 격자는 PRISM 

-KNU가 MK-PRISM에 비해 강수량을 낮게 

추정한 것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기에 PRISM 

-KNU가 MK-PRISM에 비해 강수량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4월, 

9월에는 상대적인 저지대에서 PRISM-KNU가 

MK-PRISM에 비해 강수량을 높게 추정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PRISM-KNU가 MK- 

PRISM에 비해 강수량을 낮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6월, 10월에는 PRISM 

-KNU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MK-PRISM에 

비해 강수량을 낮게 추정하고 있으며 7월, 8월, 

9월에는 음의 차이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들이 

나타난다. 

내륙 지역에서 위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림 8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수량의 공간

적 일관성을 개선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PRISM-KNU가 MK-PRISM에 비해 강수량의 

급격한 변화 패턴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PRISM-KNU의 강수량 최젓값은 MK-PRISM

에 비해 높고, PRISM-KNU의 강수량 최댓값

은 MK-PRISM에 비해 낮다. 따라서 최젓값에 

가까운 강수량이 분포하는 저지대에서는 PRISM 

-KNU와 MK-PRISM의 차이가 양의 값을 보

이고, 최댓값에 가까운 강수량이 분포하는 고지

대에서는 음의 차이가 나타난다. 일례로 그림 8

의 8월 자료에서 거제도와 부산 인근의 남동 

해안 지역에서 두 모델의 강수량 차이가 큰 지

역이 띠처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

역에서 MK-PRISM의 8월 월평균 강수량의 

최댓값은 1,100㎜/month이었고 경상남도 남해

군 상주면 남산(해발고도 701m) 정상에서 나

타났다. 그리고 600~800㎜/month에 달하는 

높은 강수량이 이 지점에서부터 부산 인근에 

분포한 500~800m의 산지를 따라 띠처럼 나타

났다. 그러나 이 양은 그 주변의 해안과 저지대

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200~300㎜/month

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으며 제주도 한라산 정

상의 926㎜/month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값이

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수 분포 패턴은 이상치 

성격의 특정 관측 지점으로부터 유도된 선형회

귀직선의 과도한 기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PRISM-KNU는 이 지역의 강수량

을 약 250~350㎜/month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림 9의 8월 자료에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제주도 산지에서 나타나는 음의 차이는 공간

적 일관성의 개선이 아닌, PRISM-KNU의 강

수량 과소 추정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

가 있었다. 남한의 30년 평년 강수량에서 본 

것처럼 제주도의 강수량은 내륙에 비해 높은데, 

남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β1x 값을 찾는 과

정이 제주도의 산지 강수량을 과소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10은 2000~2010년 8월에 제주도 서쪽 해안

에서부터 한라산 정상을 지나 제주도의 동쪽 

해안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의 수평적인 강수

량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해안에서부터 해발고

도 약 300m 이하 지역에서는 MK-PRISM과 

PRISM-KNU의 강수량이 약 50㎜/month의 

차이를 보이다가 한라산 산정부로 갈수록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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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Horizontal profile of average monthly precipitation in August (2000~2010) 

in Jeju Island. (a) Witse-Oreum, (b) Jindalae-bat, and (c) Seongpanak are 

automatic weather stations

그 차이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산정부에서는 

300㎜/month 이상 차이를 보인다. 한라산 산

정부에서 PRISM-KNU의 강수량은 약 543㎜

/month이고, MK-PRISM의 강수량은 926㎜

/month이다. 이 때 수평 단면에 인접한 세 기

상관측점, (a)윗세오름(1,673m), (b)진달래밭

(1,490m), (c)성판악(757.4m)에서 2003~ 

2009년 관측된 8월 평균 강수량은 각각 518.6 

㎜/month, 501.7㎜/month, 432.6㎜/month이

었다. 비록 관측 시작 시기와 결측 등에 의해 

2000~2010년, 전체 기간에 대한 세 지점에서

의 강수량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8월 한라산 

산정부에서의 강수량 분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세 관측 지점의 강수량과 내삽된 값을 비

교해 보면 MK-PRISM의 강수량은 실제에 비

해 산정부에서 강수량을 과대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PRISM- KNU의 

강수량은 관측 값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으

며 산정부에서의 상대적인 강수량 증가도 잘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도

의 산정부에서 나타난 두 모델의 강수량 차이

(그림 9) 역시 내륙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PRISM-KNU의 알고리즘 수정과 이를 통한 

강수량 자료의 공간적 일관성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RISM-KNU를 개발하고 이

를 활용하여 남한 전체에 대한 2000~2014년

의 월강수량 자료를 생산하였다. 생산된 강수량 

자료의 공간해상도는 1×1km이고, 입력 강수

량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434~573개의 기상

관측지점으로부터 획득된 강수량 자료를 활용

하였다. 

이 연구가 이전의 PRISM 관련 연구들과 뚜

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 연구에서 개발된 

PRISM-KNU가 강수량과 지형고도 사이에 대

한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 허용 범위를 지형 기

복량을 토대로 조절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매

개변수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남한 전체의 월

강수량 자료의 재현에 적합한 PRISM-KNU의 

주요 매개변수 값들을 도출한 것도 특징이다.

PRISM-KNU를 이용하여 jackknife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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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수행한 결과 2000~2014년 월별 모의 

효율, Kling-Gupta Efficiency는 0.52~0.96

의 분포를 보였고, 총 사례의 86%가 0.7 이상

의 모의 효율을 보였다. PRISM-KNU에 의해 

생산된 강수량 패턴에서는 기존 자료에서 보이

던 강수량의 급격한 경계면이 나타나지 않았으

며, 기존 자료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던 강수

량의 과대, 과소 추정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PRISM-KNU가 타당하게 개발되었고, 

그 매개변수 값들이 적절하게 결정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PRISM-KNU에 적용

한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 제어 방법이 기존 

자료에 비해 강수량 패턴에서 공간적 일관성이 

향상된 자료를 생산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 과정에서 강수량 입력 자료의 추

가적인 품질 관리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입력 자료 중에서 강수량이 0㎜/month인 지점

들이 나타나는데 그 지점으로부터 반경 25km 

내의 7개 관측지점 모두에서 98.5㎜/month 이

상의 강수량이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MK-PRISM 자료의 남동 해안 지역에서 이상

치로 판단되는 높은 강수량 분포 지역이 나타

나는데 그 원인이 특정 관측치에 의한 과대 추

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입력 자료에서 탐색하고, 제거 및 수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선형회귀직선의 기울기 

허용 범위 조절 방식은 PRISM 기술을 다른 환

경 자료의 내삽에 적용하고자 할 때 중요한 기

술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월별 

매개변수 값들은 PRISM을 활용한 월강수량 자

료 생산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PRISM-KNU는 남

한의 월별 강수량 자료를 생산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들은 기후와 연관된 다양한 연구, 예를 들

어 식생의 공간적 분포,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 

수문학적 연구, 고해상도 수치기상 예측모델의 

검증 및 통계적 다운스케일 등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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