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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1km 해상도의 격자형 일 기상자료 생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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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have produced daily maximum temperature, daily mean temperature, daily
minimum, and daily precipitation data with 1 km horizontal resolution in daily time scale for 10 years
from 2001 to 2010 using MK(Modified Korean)-PRISM(Parameter-elevation Regressions an Independent
Slopes Model). Using the data produced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opographic effect and data
histogram, and we have verified MK-PRISM using cross validation and grid point validation.
Dai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estimated by MK-PRISM have topographic effect which shows an
decrease of daily mean temperature and an increase of daily precipitation at higher altitude. Histogram
analysis result for daily mean temperature shows the distribution shift toward colder temperature due
to temperature lapse rate with altitude at mountain area compared to observed daily mean temperature.
On the other hand, no precipitation and light rain less than 1mm per day occur less frequently than
observation due to rain shadow effect, while precipitation over 1mm per day occur more frequently than
observation due to topographic effect.
Key Words : MK-PRISM, DEM altitude, topographic effect, daily data, rain shadow effect

1. 서론

를 동반하는 등 피해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
다. 따라서 극한 기후에 따른 지역적 영향을 파악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가 사회경제적

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자료가 절대적으로 중요

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현상들이 자주

한 영향을 미친다. 관측망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은 전력수급에 결정

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의 관측망

적인 영향을 미치며, 태풍은 바람 피해와 수 재해

하에서 고해상도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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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필요하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최근 10km 또는 그보다 더 조밀한 해상도의 자
료를 생산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관측한 최근 10년

(홍기옥 외, 2007; 신성철 외, 2008; 김맹기 외,

(2001~2010년) 기온 3종(일최고, 일최저, 일평

2012).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PRISM(Parameter-

균)과 일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GIS자

elevation Regressions an Independent Slopes

료(DEM 고도, 사면방향, 해양도)는 김맹기 외

Model) 기술은 오레곤 주립대를 중심으로 오랫동

(2012)의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GIS

안 개발하였으며(Daly et al., 1994, 2002, 2003,

자료의 구축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

2008),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Kittel et al.,

다. 우선, 디지털고도(DEM)자료는 NASA에서

1997; Daly et al., 2000, 2001; Matthew et al.,

제공하는 30m 해상도의 ASTER GDEM을 1km

2004). 한국의 경우도 2000년대 후반부터 PRISM

해상도로 재배열하여 GRID 포맷으로 작성하였

에 기반하여 K-PRISM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

으며, 사면방향은 DEM자료를 이용하여 8개 방

용하여 5km, 10km 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졌다(홍

위와 평지의 총 9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기옥 외, 2007; 신성철 외, 2008). 또한 최근에는

사면의 경사도와 방향은 Gibson et al. (1997) 방

K-PRISM에 기반하여 일일 시간규모에서 1km 해

법으로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해양도 자료는 해

상도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MK-PRISM이 개

양으로부터의 거리와 해발고도를 고려하여 육지

발되었으며(김맹기 외, 2012), 이 자료는 미래 기

를 총 6가지로 세분하여 표현하였다. 1km 해상도

후변화 전망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모

의 자료를 생산하는 기법은 기본적으로 김맹기 외

델의 계통오차를 보정하는데 활용되어 왔다(김맹

(2012)에 제시한 MK-PRISM 방법을 이용하였으

기 외, 2012). 계통오차를 보정하고 활용하기 위

며, 일일 시간규모에서 1km 해상도로 기온 3종과

해서는 양질의 격자자료 추정이 필요하며, 아울

일강수량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한 관측

러 일일 시간규모의 격자자료를 추정할 필요가 있

지점의 수는 ASOS 75개소와 AWS 462개소를 합

다. 김맹기 외(2012)는 일강수량 추정에 있어서

하여 총 537개 지점이며, 자료의 품질 검사를 통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강수

과한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품질 검사는

와 무강수의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 고도에 따른

나득균 외(2007)의 방법을 따랐으며, 이 방법은

기울기의 임계값을 설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제

시간적 연속성 및 공간적 연속성을 모두 고려한

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일 시간규모에

비교적 까다로운 품질검사 방법에 해당한다. 아

서 기온 및 강수량 추정값의 특성, 검증 등이 이루

울러 이 연구에서 사용한 MK-PRISM 기법의 가

어 지지 않았다.

중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김맹기 외, 2012).

이 연구에서는 일일 시간규모에서 MK-PRISM
으로 추정한 자료의 특성과 MK-PRISM의 성능을

2

2 1/2

W=[FdW(d) +FzW(z) ] W(f )W(p)

(1)

조사하고자 한다.
전체 가중치 W는 거리 가중치(W(d)), 고도 가
중치(W(z)), 사면방향 가중치(W(f)), 해양도 가중
치(W(p))를 고려하여 나타낸다. 각각의 가중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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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식은 신성철 외(2008)와 같다. 또한 FZ 와 Fd

를 나타내며, R은 반응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각

모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측소사이의 평균거

각 0.8과 0.2이다. 대상격자의 추정치를 계산하는

리를 고려하여 R값으로 남한 관측소 평균거리(약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은 김맹기 외(2012)를

12km)의 1.5배인 18km를 사용하였다(Stephens et

참고하기 바란다.

al., 1970). 이 방법은 대상격자를 중심으로 영향

한편, Barnes의 방안은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반경 안에 들어오는 각 관측소들을 대상으로 거리

거리만의 함수로 구성된다(Krishnamurti et al.,

와 식 (2)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한 후 대상격

1996).

자의 값은 영향 반경안의 모든 관측소 값들의 가
중합으로 계산한다.

2

-4d
W=exp
2 
R

(2)

여기서 d는 대상격자와 각 관측소사이의 거리

(a)

(c)

그림 1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관측 자료의 위
치, DEM 고도, 해양도, 사면방향의 분포를 나타
낸다. 일평균기온,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 일강

(b)

(d)

그림 1. 관측소와 지리정보의 공간분포 (a) 관측소(파란점: AWS, 붉은점: ASOS), (b) DEM 고도, (c) 해양도, (d) 지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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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관측 자료는 기상청 ASOS와 AWS자료를 사

유는 없으며, 단순히 연구자가 사는 주변 지역으

용하였으며, 평지, 도시, 산악 지역에 걸쳐 광범

로, 고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한

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매우 조

것이다. 그림 2는 대전·충남지역의 관측망, 고

밀한 관측망을 보여준다. 사면방향은 대부분의

도, 해양도, 사면방향을 보여준다. 대전광역시의

지역에서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제주의

관측소는 구별로 한 개 정도, 충남지역의 경우 군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게 N, S계열이 주를 이루며,

별로 1~3개 정도의 관측망을 보여준다. 고도분

일부 W, E 계열이 나타난다. 해양도는 해안선에

포는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에 이르는 평야지대,

대체로 평행하게 해양도가 나타나지만 해안으로

우측에 노령산맥의 일부와 NE-SW 방향으로 뻗

부터의 거리가 20km 이상 되는 내륙에서는 고도

어있는 차령산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잡

에 따라서 매우 다른 해양도를 나타낸다.

한 형태의 사면방향과 비교적 간단한 해양도도 잘

이 연구에서는 고도, 사면방향 등의 영향을 좀

나타나 있다. 그림 2에서 제시한 상세한 특성이

더 자세히 고찰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역을 선

그림 1에서 제시한 한국 전체에 대한 분포에서는

정하여 조사하였다. 이 지역을 선정한 특별한 이

같은 해상도 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

(a)

(c)

(b)

(d)

그림 2. 충청남도의 관측소와 지리정보의 공간분포
(a) 관측소(파란점: AWS, 붉은점: ASOS), (b) DEM 고도, (c) 해양도, (d) 지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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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2는 나중에 설명한 1km

추정한 1km 해상도의 일평균기온의 공간분포를

기상 변수 값의 추정에서 고도 등에 의한 영향을

보여준다. Barnes의 객관분석법은 너무 많이 알려

이해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을 밝힌

져 있어서(Koch et al., 1983) 여기서는 자세한 설

다.

명은 피하기로 한다. 다만 객관분석법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중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가까운 값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며, 고도 등

3. 결과

과 같은 다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객관 분석
한 공간분포는 겉보기에 그림 3a의 공간분포와 매

1) 고도 효과

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MK-PRISM으

일별 자료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영향

로 추정한 분포(그림 3c)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그

을 고찰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역의 일평균 기

차이를 알 수 있다. MK-PRISM으로 추정한 일평

온 추정의 예를 제시하였다(그림 3). 사례에서 해

균 기온의 공간분포는 큰 규모로 보면 객관분석

안지역의 일평균기온은 높은 반면 내륙에서는 대

법으로 추정한 일평균 기온의 분포와 대체로 잘

체로 일평균 기온이 낮은 분포를 보여준다(그림

일치한다. 하지만 상세한 구조를 보면 상당히 많

3a). 그림 3b는 등위경도의 격자자료를 얻기 위해

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 두 추정방법의 차이를 자

통상 사용하는 객관분석법(Barnes’s scheme)으로

세히 고찰하기 위하여 그 차이를 그림 3d에 나타

(a)

(b)

(c)

(d)

그림 3. 2010년 12월 31일의 일평균기온 공간분포 (a) OBS(관측), (b) Barnes’s scheme, (c) MK-PRISM, (d) (c)와 (b)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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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 계열이 대부분을 차지

은 값을 보이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낮은 기온이

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청색계열(편차가 음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MK-PRISM이 거리뿐

값)이 일부지역에서는 적색계열(편차가 양의 값)

만 아니라 고도, 사면방향, 해양도 등 여러 가지

이 나타난다. 편차가 음인 지역, 즉, MK-PRISM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

이 낮게 추정하고 있는 지역은 북동쪽에서 남서쪽

려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반면, 그림 2b와

으로 이어지는 대각선 지역과 우측 하단의 내륙

그림 3b에서 산악지역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산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은 그림 2b에서

악지역에서의 낮은 기온 패턴이 관측과 Barnes 방

보여주는 것처럼 고도가 높은 산악지역에 해당한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Barnes 방안에서는 관

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도가 높은 산악지역에서

측소 값에 기반 하여 거리가중치를 고려하여 격

MK-PRISM으로 추정한 일평균 기온이 Barnes 방

자 자료를 생산하였지만 고도의 영향을 반영하기

안으로 추정한 것보다 낮게 추정하며, 지대가 낮

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MK-PRISM에 의한 추정

은 평야지대에서는 편차가 작게 나타난다. 한편

치는 고도 분포와 상당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두 지역 (적색계열 지역)에서 MK-PRISM 추정값

알 수 있다. 이것은 MK-PRISM에 의한 추정방법

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Barnes 방안에서

이 고도 효과 등을 보정하여 추정하도록 하는 합

격자점 값을 추정할 때 거리 가중치만을 사용하기

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관측망

때문에 영향 반경 안에 들어있는 낮은 기온값의

이 높은 고도, 중간고도, 저고도 지역에 적절하게

영향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

분포하지 않더라도, MK-PRISM은 관측값과 GIS

이다 (그림 3b).

정보에 기반 하여 이를 적절하게 보정할 수 있도

뚜렷한 양의 편차를 보이는 지점 A는 서산군과

록 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군의 경계에 위치한 가야산 원효봉(지점번

충남 지역에 걸쳐 강수량이 있었던 사례를 기

호 694, 고도 647m)이다. 지점 A의 경우를 보면,

준으로 강수량의 추정에 따른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림 3b와 그림 3c의 추정값이 확연하게 다른 규

(그림 4). 그림 4a에서 알 수 있듯이 관측 강수량

모로 나타난다. Barnes방안으로 추정한 기온값이

은 태안군 주변의 해안지대에서 20mm/day로 많

MK-PRISM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규모로 나타나

았으며, 내륙 산악지역에서 많은 분포를 보였다.

며, 기온이 더 낮다. 그림 2b의 고도분포에서 알

Barnes 방안에서는 그러한 분포를 잘 반영하여

수 있듯이 이 지역에 고도가 높은 작은 산악지대

추정하고 있으며, 겉보기에 MK-PRISM의 경우

(원효봉)가 존재하는데 그 산악지대가 크지 않기

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그림 4b, c). 하지만 그

때문에 산악에서 좀 더 멀어지면 사실상 평야지대

림 4d에서 보여주는 차이를 보면, MK-PRISM이

에 가깝다. 하지만 Barnes 방안은 고도를 고려하

Barnes 방안에 비하여 산악지역에서는 많게, 고도

지 않기 때문에 산악지대에 위치한 A지점의 낮은

가 낮은 지대에서는 적게 추정하는 것을 보여준

기온의 영향이 평야지대에 위치한 가까운 다른 지

다. 이것은 MK-PRISM이 고도 등 효과를 충분히

역의 기온을 추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그

잘 반영하여 지형적인 강수를 잘 표현해 준다는

로 인하여 기온 추정값이 낮아지게 된다. 반면,

것을 의미하며, Barnes 방안은 전체적으로 그 패

그림 2b와 그림 3c의 비교로 알 수 있듯이 MK-

턴을 완곡한 패턴으로만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한

PRISM에 의해 추정한 기온은 산악지대에서만 낮

다.

남한 1km 해상도의 격자형 일 기상자료 생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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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0년 8월 25일의 일강수량 공간분포 (a) OBS(관측), (b) Barnes’s scheme, (c) MK-PRISM, (d) (c)와 (b)의 차이.

2) 일 자료의 히스토그램 특성

한편 일 강수량의 히스토그램의 경우(그림 6),

그림 5는 관측값(OBS)과 MK-PRISM 추정값의

전체적으로 세 개의 강수량 범위로 나타난 그림

확률밀도함수를 고찰하기 위하여 일평균기온의

6a에서는 MK-PRISM 추정치가 관측과 상당히

히스토그램을 조사하였다. 두 경우 모두 2℃ 내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강수량의 구간을 1mm/

외와 21℃ 내외에서 빈도가 높은 두 개의 봉우리

day 간격으로 세분해 보면(그림 6b), 무강수를 제

를 나타낸다. 위쪽 봉우리는 봄과 가을의 기온의

외한 1mm/day 이하의 강수일수는 MK-PRISM

유사성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관측에 비해 연간 7일 이상 적게 나타났다. 반

MK-PRISM에 의해 추정한 기온은 관측값에 비해

면, 1mm/day 초과하는 강수량을 갖는 일수는 전

서 전체적으로 낮은 온도 쪽으로 평행 이동한 것

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강수량

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온이 다

10mm 이상인 날수도 관측에 비해 MK-PRISM

소 낮아진 이유는 관측값의 경우 약 12km 해상도

이 더 많이 나타났다. 다만 일 강수량 80mm 이

이지만 MK-PRISM의 경우 1km 해상도이므로 상

상인 경우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MK-

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지점이 훨씬 더 많아졌기

PRISM 강수량이 1mm/day 이하를 제외하고 대

때문에 고도에 따른 기온 감소 효과가 잘 반영되

부분의 범위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고도효

어 나타난 결과이다.

과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MK-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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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0년 동안(2001~2010년) OBS(파란선)와 MK-PRISM(붉은선)의 일평균기온 히스토그램.

에서 무강수를 포함하여 1mm/day 이하인 강수가

다. RMSE의 경우, 일최저기온에서 1.31℃로 가

더 많이 나타는 이유는 비그늘 효과(rain shadow

장 크고, 일최고기온에서 1.03℃, 일평균기온에

effect)가 잘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 0.86℃로 비교적 작다. 일 최고기온은 여름에
RMSE가 크고, 일최저기온은 겨울에 RMSE가 더

3) 검증 및 기후값 분포

큰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변동성이 큰 계절에 추정

MK-PRISM 추정오차를 제시하기 위하여 두 가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 방식으로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교차검증

한편 강수량의 Bias는 연평균 0.43mm/day이며,

방법은 실제로는 관측값이 있는 임의 관측지점

RMSE는 6.6mm/day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8

(target point)을 선택하여, 이 지점에 관측값이 없

월의 RMSE가 14.2 mm/day로 가장 컸으며, 12월

다고 가정하고 영향 반경안의 관측값들을 이용하

의 RMSE가 2.2mm/day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여 값을 추정한 후 관측값과 비교한 것을 나타내

여름철 강수량의 RMSE가 큰 것은 강수량이 국지

며(표 1), 격자점 검증은 영향반경 내의 모든 관측

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강 가까운 관측값이 중요한

자료를 사용하여 모든 표적격자(target grid)에 대

데, 교차 검증에서는 그 지점의 영향을 고려하지

해서 추정한 후 관측값과 비교하여 검증한 것을

않고, 관측소간 평균거리가 약 12km 이기 때문에

나타낸다(표 2). 따라서 실제의 추정치의 성능은

근점 지점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2km 정도의

두 검증결과의 중간 어딘가로 생각할 수 있다. 왜

관측값이 지리정보와 연계되어 표적격자의 강수

냐하면, 실제 자료를 1km 해상도로 생산할 때 모

량을 추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K-PRISM에서

든 관측값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는 주변과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관측지점이 추정

교차 검증결과를 보면, 기온에 대한 Bias는 거
의 0에 가까우며, 강수량에 대한 Bias도 매우 작

오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격자점 검증의 결과를 보면, 일별 기온과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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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10년 동안(2001~2010년) OBS(파란선)와 MK-PRISM(붉은선)의 일강수량 히스토그램
(a) 3범위로 분류, (b) 0〈 P ≤ 10 mm per day, (c) P ≥ 10 mm per day

량의 Bias는 거의 0에 가깝다. 기온의 RMSE는 연

우 관측에서 잘 표현해 내지 못하는 고도에 따른

평균 0.27~0.31℃이며, 강수량의 RMSE는 11월

기온 감소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

에 0.75mm/day~8월에 3.68mm/day로 나타났다.

시지역에서의 도시화 승온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

MK-PRISM을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

다. 특히 서울지역이 주변지역보다 약 1℃ 평균기

지 10년간 1km 해상도로 일별 자료를 생산하였

온이 높게 나타나며, 대구, 대전 등에서도 주변지

다. 그림 7은 10년 기후값을 관측과 MK-PRISM

역에 비해서 다소 높은 평균기온을 나타낸다. 연

추정값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평균기온의 경

강수량의 경우 남해안 내륙과 경기 동북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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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평균기온,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 강수량에 대한 교차 검증
Tmean(°C)

Tmax(°C)

Tmin(°C)

Prcp(mm/day)

Bias

RMSE

Bias

RMSE

Bias

RMSE

Bias

RMSE

JAN.

0.03

0.98

0.04

0.93

0.02

1.54

0.32

3.03

FEB.

0.04

0.89

0.04

0.94

0.04

1.44

0.28

3.37

MAR.

0.04

0.80

0.03

0.96

0.05

1.37

0.23

3.23

APR.

0.03

0.83

0.02

1.08

0.04

1.44

0.41

5.15

MAY.

0.02

0.84

0.03

1.18

0.01

1.27

0.42

6.20

JUN.

0.03

0.81

0.03

1.20

0.01

1.11

0.59

8.80

JUL.

0.03

0.78

0.04

1.19

0.02

0.92

0.73

12.89

AUG.

0.04

0.78

0.05

1.15

0.02

0.98

0.85

14.23

SEP.

0.03

0.76

0.04

1.02

0.02

1.12

0.54

11.57

OCT.

0.03

0.90

0.03

0.92

0.02

1.47

0.42

5.08

NOV.

0.03

0.98

0.03

0.88

0.03

1.55

0.16

3.58

DEC.

0.02

0.97

0.03

0.90

0.01

1.50

0.20

2.28

AVE.

0.03

0.86

0.03

1.03

0.02

1.31

0.43

6.63

표 2. 일평균기온,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 강수량에 대한 격자점 검증
Tmean(°C)
Bias

Tmax(°C)

Tmin(°C)

RMSE

Bias

RMSE

Bias

RMSE

Prcp(mm/day)
Bias

RMSE

JAN.

0.01

0.27

0.01

0.32

0.00

0.28

0.27

0.98

FEB.

0.01

0.28

0.01

0.32

0.00

0.28

0.23

1.07

MAR.

0.00

0.29

0.01

0.33

0.00

0.28

0.16

0.85

APR.

0.00

0.27

0.01

0.30

–0.01

0.26

0.28

1.57

MAY.

0.00

0.25

0.01

0.29

0.00

0.25

0.28

1.69

JUN.

0.00

0.26

0.01

0.29

0.00

0.26

0.50

2.57

JUL.

0.01

0.28

0.01

0.32

0.00

0.26

0.60

3.37

AUG.

0.01

0.29

0.01

0.34

0.00

0.27

0.67

3.68

SEP.

0.00

0.28

0.01

0.32

–0.01

0.26

0.47

2.88

OCT.

0.00

0.26

0.01

0.32

–0.01

0.25

0.36

1.56

NOV.

0.01

0.26

0.01

0.32

0.00

0.26

0.14

0.75

DEC.

0.01

0.27

0.01

0.32

0.00

0.27

0.17

0.64

AVE.

0.01

0.27

0.01

0.31

0.00

0.27

0.34

1.80

영동지역 일부에서 1500mm 이상을 보이며, 일부

평균기온에 대해서 MK-PR ISM으로 추정한

산악 지역을 제외한 충청지역 및 호남지역에서 적

1km 자료의 10년 평균-한반도 평균 기후값은 약

고, 영남지역에서는 비그늘효과 등에 의해 연강

11.57℃이며, 관측 기후값 12.42℃보다 0.85℃ 낮

수량이 1300mm 이하를 보인다.

게 나타났다. 강수량은 MK-PRISM 연강수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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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0년 기간동안(2001~2010년) OBS(왼쪽)와 MK-PRISM(오른쪽)의 연평균기온(위)과 연강수량(아래)의 공간분포.

후값은 1422.3mm이며, 관측 기후값 1356.3mm

MK-PRISM에 의해 일 시간규모에서 추정한 기

보다 약 66.0mm 더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1km

온 및 강수량은 고도의 효과를 매우 잘 반영하여

해상도의 경우 고도의 효과에 의해 기온은 낮게,

산악지형에서의 낮은 기온과 지형효과에 따른 강

강수량은 더 많게 나타난다.

수량 증가를 잘 나타냈다. 기온 및 강수량의 히스
토그램을 분석한 결과 기온의 경우 산악지역에서
의 고도에 따른 기온 감소 효과로 인하여 관측보

4. 결론

다 다소 낮은 분포쪽으로 히스토그램이 치우쳐 나
타났으며, 강수량의 경우 지형효과와 비그늘 효

이 연구에서는 김맹기 외(2012)의 연구에 기반

과에 의해서 무강수와 1mm/day 이하의 약한비는

하여 일일 시간규모에서 1km 해상도의 격자자료

더 적게 나타난 반면, 1mm/day를 넘는 강수는 전

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생산

체적으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였으며, 생산된 자료를 관측값과 비교하여 특

이유 때문에 1km 해상도 자료의 10년 기후값의

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두 가지 방식의 검증결

경우 평균기온은 11.57℃로 관측보다 0.85℃ 낮

과를 제시하였다.

고, 연강수량은 1422.3mm로 관측보다 6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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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았다.

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차 검증과 격자점 검증 결과, Bias는 일평균
기온과 일강수량 모두 계절에 상관없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RMSE는 교차검증의 경우에 0.86℃

사사

(일평균기온), 1.03℃(일최고기온), 1.31℃(일최저
기온), 6.63mm/day(일강수량)로 나타났으며, 격
자점 검증의 경우에는 각각 0.27℃(일평균기온),

본 연구는 기상청 기상기술개발관리단(CATER
2012-308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0.31℃(일최고기온), 0.27℃(일최저기온), 1.80
mm/day(일강수량)로 나타났다. 여기서 제시한
Bias와 RMSE는 기존의 월 자료에 대한 검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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