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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시공간자료에 내재된 결측치(缺測値, missing values)는 자료를 이용한 

향후 기술적, 추론적 통계 분석의 결과 해석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시공간자료에 내재된 결측치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 조사연구에서의 결측치 연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자료의 결측치를 대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공간 모형의 하나인 시공간 크리깅과 재표집 방법을 결합한 

결측대치 모형을 제시하고, 이 방법을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측정된 

미세먼지 자료에 적용하였다. 모형의 구성을 위하여 크리깅의 일반 이론과 

시공간 크리깅, 기존 결측대치(代置, imputation) 모형, 그리고 통계적 학습 

이론을 검토하였다. 시공간 크리깅에 통계적 학습(statistical learning) 이론을 

융합하는 작업이 미진한 바, 시공간 크리깅의 학습을 실증할 필요성과 학습을 

통해 결측대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서로 다른 

2개의 시공간 프로세스 모의 자료로 실험한 결과, 결측이 있는 자료에서 

재표집을 수행함으로써 자료의 결측을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표집법이 시공간모형 강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방증한다.  

서울특별시 일대 54개 측정소에 대하여 2010년-2014년의 5년 간 

24시간 이상 연속 시계열을 갖는 총 17개의 집합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자료에서 나타난 측정소별 결측 비율과 5%~30%의 결측 

비율 등 5가지 비율을 이용하여 각 집합에 임의로 결측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표집 기반 시공간크리깅 결측대치 모형을 

적용한 후 정확도 지표를 통해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결측대치 모형으로서 선형 모형에 기반한 결측대치 알고리즘 MICE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의 missForest를 이용한 대치 결과와 

정확도를 서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재표집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결측대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학습의 효과는 재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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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가 3회 또는 5회일 때 크게 나타났으며, 재표집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대치 정확도가 최대 11%까지 향상되었다. 이로써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시공간 크리깅에서의 학습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시공간 자료에 유효한 결측대치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제안된 방법은 선형 모형에 비해서 대치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과 유사한 수준의 대치 정확도를 보였다. 이로써 

자료의 고유한 시공간적 의존성(spatio-temporal dependency)를 반영하는 

알고리즘이 원자료를 복원하는 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된 방법이 

자료의 시공간 구조를 요약하는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이용해 모형을 

학습시키므로, 설명과 예측에 모두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다. 다만 

사례연구에서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이 정확도 면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알고리즘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에서 자료의 시공간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계량지리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결측치의 

문제를 재조명하였으며, 시공간모형 자체의 학습 가능성을 실제 사례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시공간 자료의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시공간 크리깅, 결측치, 대치, 통계적 학습, 재표집, 미세먼지 

학  번 : 2015-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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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에 들어 정보기술 발전이 심화되면서, 정보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정보 대부분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가 

상징하는 정보기술의 개인화의 결과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성되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Crampton, 2011). 따라서 오늘날 

데이터의 양적인 증가는 시간에 따른 공간정보의 축적과 직결된다.  

그런데 정보량이 정보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질의 

문제 또한 정보량의 문제만큼 중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보량이 많더라도 개개 정보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적 추론의 신뢰성 또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 

통계자료가 가지는 근원적 특성인 표본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sample)을 구성하고 그로부터 통계적 추론을 수행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그러나 표본으로부터 조사한 자료가 불완전하여 자료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자료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보의 질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양적 분석에서 자료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측정되지 않은 값인 결측치(missing data)의 존재 

여부이다(Wang et al., 1993; Wang et al., 1995). 

시공간자료의 결측치는 시공간 분석의 주요한 장애물이다. 결측치가 

자료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단절시켜 공간적 현상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Bennett et al., 1984). 만일 연구 대상 공간에 속한 

일부 지역의 속성값이 결측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이용한 대상공간 전체에 

대한 통계적 추론은 완전한 자료를 이용할 때에 비해서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결측이 발생한 어떤 시점의 공간표본이 다른 시점의 

공간표본들로부터 얻은 값들과 다른 특이성을 가진다면, 공간분석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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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공간자료의 결측치를 효과적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재표집 기반 시공간크리깅 모형을 이용한 결측대치 방법을 제안한다. 주요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간 자료의 결측치는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 방법은 결측대치 모형으로서 

유효한가? 

셋째,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 방법은 기존의 결측대치법에 

비해 어떤 이점을 가지는가?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데이터에 존재하는 결측치를 시공간 자료의 

의존성을 바탕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재표집 기반의 시공간 크리깅 대치 

모형을 적용하고 평가한다. 시공간 크리깅 모형은 지리통계학적 방법 가운데 

하나인 크리깅(kriging)에 시간 차원을 반영하여 확장한 모형이다. 이 연구는 

시공간 크리깅에 통계적 학습(statistical learning) 방법을 결합하여 

결측대치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결측치 및 그 추정 

방법론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시공간 자료의 결측치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로부터 개선점을 도출한다. 결측치 분석 및 처리의 통계적 방법론 

전반에 관한 문헌들을 일별함으로써 기존에 진행되어 온 결측치 분석 및 

추정 방법들이 가지는 특성과 한계점을 조명한다. 그리고 시공간 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시공간 자료의 결측치 추정 방법들을 

검토함으로써 본고가 제안하는 방법론이 필요하게 된 연원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시공간 크리깅에 의한 결측치 추정 

방법의 실행 과정을 설명하고,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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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을 논증할 것이다.  

또한 시공간 크리깅 기반 결측 대치 모형의 적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사례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미세먼지(PM10, particulate matters finer than 10μm in aerodynamic diameter) 

시간당 측정자료를 이용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 자료의 결측으로 

인한 자료 손실은 특히 보건지리학 분야에서 단기간(short-term) 노출 1 

연구를 수행할 때 제한 요인이 되므로 결측 대치가 필요하다. 결측치로 인해 

공간-시간표본 자료가 불완전해지면 연구 대상자들의 정밀한 노출 산정 및 

노출의 위험성 평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Karahalios et al., 2013). 

마지막으로 시공간 크리깅 모형을 이용한 미세먼지 자료의 결측치 추정 

결과로부터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고 해석한 후, 그 함의를 고찰한다. 

세부적으로는 모형 세부 구성 요소에 가한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모형 적용 

결과들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모형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우수한 결측 대치 성능을 보였던 대표적 모형들의 대치 결과들을 

종합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갖는 유효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흐름을 도시하면 [그림 1-

1]과 같다.  

 

                                                           
1 외부 물질에 14일 이내의 짧은 기간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급성 노출(acute 

exposure)라고도 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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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5 

제 2 장 문헌 연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할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에 의한 

결측대치모형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대상 분야는 결측대치, 시공간 크리깅, 통계적 학습 이론 등 세 

가지이다. 결측대치 문헌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통계분석에서 가지는 의미와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이어서 시공간 자료에서의 결측치의 의미와 그 대치 

방법들을 일별한다. 시공간 크리깅은 시공간 속성의 고유 프로세스와 두 속성 

간의 결합 프로세스를 모두 반영하여 미지의 시공간 상의 변수 값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공간 크리깅은 시공간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간하는 

모형으로서, 그리고 모형 구성 요소인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이용해 자료에 

내재된 시공간적 구조를 시각화하는 탐색적 분석 도구로서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학습 방법은 이용하는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 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기존 시공간 자료 결측대치 

연구들은 시공간 보간 알고리즘들을 결측대치 사례에 적용하고 그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통계적 학습 방법론을 시공간 크리깅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공간 모형의 학습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 왔다. 이로부터 후술할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 1 절 시공간 자료의 결측치 대치 
 

 

1. 결측치의 정의와 분석 방법론 

 

결측치(缺測値, missing values)는 자료에서 측정되지 않은 값을 뜻한다. 

광의의 결측치는 자료집합에서 개별 자료, 예컨대 어떤 행 또는 열 번호와 

같이 정해진 색인(index)이 있지만 측정되거나 보고된 값이 없음을 뜻하고, 

협의의 결측치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려는 현상과 직접 연관된 자료 

일부가 결손된 경우를 뜻한다(Rubin and Little, 2002; McKnigh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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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측치는 주로 사회학이나 보건학 등에서 일정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데이터(survey data)나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 분석에서 주목받아 

온 문제이다. 사회 조사 데이터는 보통 제한된 수의 연구 대상자에 대해 

수행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다. 그러므로 결측된 

자료는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측치 문제는 표본의 수가 작아질수록 심화된다. 표본 수가 작아질수록 

각 피조사자가 표본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적 지속성이 중요시되는 연구자료에서 결측치는 자료의 질을 

저해한다. 연속적인 추적이 필요한 코호트 연구나 종단 연구에서의 결측치가 

이전까지의 관찰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결측치는 처리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보통 무시되거나 사전 단계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결측치가 원래 가져야 할 

값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서 결측치를 제거한 나머지 데이터의 분포나 

요약통계량 등의 통계적 속성은 편의(biased)될 수 있다(Nakagawa and 

Freckleton, 2008). 편의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모집단에 대한 추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결측치가 궁극적으로 통계분석 결과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Dong and Peng, 2013). 

결측치 분석 이론은 결측치의 발생 패턴과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기제(mechanism)를 파악하는 탐색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결측치의 대치 

(代置, imputation)방법을 제시하는 일련의 방법들을 다룬다. 결측치의 발생 

패턴을 고찰하는 작업이 곧 이후 결측치 대치 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결측 발생 패턴은 결측치를 분석하고 대치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이다. 

결측 발생 패턴은 결측치와 측정된 값을 생성해 낸 프로세스와 결부되어 

분류되는데, 기존 문헌들은 대개 Rubin(1976)의 분류를 따른다(Little and 

Rubin, 2002; McKnight et al., 2007). Rubin(1976)은 결측치가 나타나는 패턴을 

임의결측(Missing At Random, MAR), 완전임의결측(Missing Completely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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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MCAR), 비임의결측(Missing Not At Random, MNAR)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들 세 가지 결측치 패턴은 각각 다른 가정을 취한다. 먼저 

MCAR은 결측치와 관찰치 모두가 무작위한 프로세스를 따르는 경우로, 

관찰치가 결측치 추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MAR은 결측치가 관찰치에 

의존하여 추정될 수 있는 경우로, 대부분의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MNAR은 결측치들이 패턴 상의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경우로, 주로 자료 수집 후의 의도적 누락(censoring) 등에 의해서 

나타나며 무시할 수 없는 결측(non-ignorable missingness)이라고도 

한다(Little, 1992; Little and Rubin, 2002). 이에 더하여 Gelman and 

Hill(2006)은 MNAR를 미지의 잠재 변수(latent variable)가 결측치와 연관된 

경우와 변수들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결측 패턴 

검정법은 세 가지 패턴들 가운데 완전한 무작위성에 대한 가정이 있는 

MCAR에 대하여 고안되었다. MCAR 충족 검정은 자료의 분포를 다변량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결측치와 관찰치가 서로 완전히 독립인지를 

확인한다(Little, 1988). 최근에 들어서는 정규분포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모수 MCAR 검정도 제안되고 있다(Jamshidian 

and Jalal, 2010). 통상 MCAR 검정이 기각되면 자료가 MAR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크게 소거법(deletion)과 

대치법(imputation)으로 나뉜다. 대치법은 다시 결측치를 추정하는 횟수에 

따라서 단일대치(single imputation)과 다중대치(multiple imputation)로 

구분되고, 결측 대치한 결과를 연쇄적으로 이용하여 점차 완성된 데이터를 

얻는 데이터 강화(data augmentation)법도 있다(McKnight et al., 2007; Schafer, 

1997). 소거법은 완전한 자료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변량 자료에 

대해서는 결측이 있는 행을 제외하고 분석하고, 다변량 자료에서는 결측이 

있는 변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 행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다변량자료에서 소거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각 사례에서 특정 변수의 결측 비율이 낮더라도, 그 

패턴이 여러 변수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모든 변수가 관찰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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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진다. 둘째, 완전한 데이터를 갖춘 사례가 전체 표집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표성 결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Schafer and Olsen, 1998). 따라서 

원자료를 결측 대치 모형으로 최대한 복원한 후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소거법이나 대치법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소거법 또는 

대치법의 적용 기준이 일부 제안되었는데, Schafer(1999)에서는 

다변량자료에서 결측 비율이 5% 이내일 때에는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를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Harrell(2015)은 보다 

세부적인 기준으로, 적어도 하나의 변수가 결측인 자료 비율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3%까지는 측정된 값의 중앙값(median)으로 

결측 대치하고, 5% 미만은 후술할 기증자 기반 대치법을 이용하며, 5% 

이상은 다중대치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측대치 방법은 크게 평균/최빈값 대치, k-인접 이웃 대치, 조건부 

최대우도 대치, 예측 모델 기반 대치법으로 나눌 수 있다(Kang, 2012). 어떤 

대치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는 자료의 결측 패턴이 Rubin(1987)의 세 가지 

패턴 분류 가운데 어떤 분류를 따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발견된 

결측치가 MCAR을 따른다고 할 때, 무작위하게 값을 대치하더라도 완성된 

데이터로 수행한 통계분석 결과에 왜곡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McKnight et al., 

2007). 무작위 대치는 매우 간편하기는 하나, 현실의 데이터에서 MCAR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MCAR이 아닌 경우에는 상술하였듯이 

자료가 MAR 가정을 만족한다고 간주하여 관찰된 값을 이용한 결측 대치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단일대치법은 결측치를 하나의 믿을 만한 값으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는 결측이 있는 데이터 행 또는 열의 평균이나 최빈값(mode), 

중앙값을 이용한다. 다변량 자료에서는 참조의 대상이 더 넓어지므로 결측이 

없는 완전한 자료인 기증자(donor)의 개념이 제안되었다. 기증자가 어떤 

데이터 집합에서 추출되는가에 따라서 핫덱(hot-deck)과 콜드덱(cold-deck) 

방법으로 나뉜다(Harrell, 2015). 핫덱 방법은 현재 분석 중인 자료 안에서 

기증자를 찾는 방식인 반면 콜드덱 방법은 현재 이용 중인 자료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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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예컨대 매년 시행되는 조사의 경우 이전의 조사 결과를 참조하는 

것이다.  

다중대치법(multiple imputation)은 199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았으며, 

단일대치법보다 나은 대치값을 낸다는 장점이 있어 근래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결측된 값이 반드시 관찰된 값의 분포로부터 나왔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결측치의 확률분포는 관찰치의 조건부 예측 확률분포이다. 

Rubin(1987)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다중결측대치법을 제안하였다. 

다중결측대치법의 핵심은 결측 대치를 여러 번 수행하여 결측대치 

자료집합(imputed datasets)을 얻은 뒤 본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결측대치 알고리즘을 3-10회만 반복 수행하더라도 본 분석 

결과의 정밀성이 제고된다고 알려져 있다(Little and Rubin, 2002). 

결측대치를 수행한 후에는 그 결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평가하여 

대치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결측 대치 후의 실제 통계적 추론 

단계에서 대치된 값이 전체 데이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요약통계량 등의 최종 분석 산물이 결측 대치로 가지게 된 불확실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결측 대치를 1회만 시행하는 알고리즘만을 

이용하면 완성된 자료 집합이 단일하므로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다중대치법을 이용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측대치를 수행한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van Buuren(2012)은 결측대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다중결측대치 

알고리즘의 근원에서부터 고찰하였다. 다중결측대치는 불완전한 자료의 

완전성을 확보하여 통계적으로 유효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행한다. 

한편 결측 대치에서는 대치된 값이 곧 완성된 표집으로 추정한 모수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결측대치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에는 비단 

개별 대치 값들의 정확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표집을 

이용한 분석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van Buuren, 

2012). 

 

 



 

 
10 

2. 보간과 결측대치 

 

지리학에서 보간법(interpolation)은 결측대치와 혼동을 일으키는 

개념이다. 두 방법 모두가 미지의 값을 추정하는 개념적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간법의 하나인 크리깅을 결측대치 모형으로 

도입하는데, 이후 논의를 전개할 때 개념적 유사성에 의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목에서는 보간법과 결측대치법 간의 개념적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보간법과 결측대치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추정(대치)하려는 대상이 

표집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가(sampled)의 여부이다(Robinson and Hamann, 

2011). 보간법에서는 추정 대상이 표집에 포함되지 않지만 결측대치법에서는 

추정 대상이 표집에 포함되어 있다. 보간법은 일반적으로 대상공간에 한정된 

개수의 표집이 있을 때, 조사된 값을 토대로 전체 대상공간의 분포를 추정 

또는 재현하는 일련의 방법을 뜻한다(Lloyd, 2010). 따라서 추정 대상은 

조사되지 않은 임의의 공간좌표에서의 변수 값이다. 그러나 결측대치법은 

표집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측정된 값이 없는 특정 자료 점(data point)의 

변수 값을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달리 말하면 결측대치법을 이용할 때에는 

추정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간법과 결측대치법의 차이로 들 수 있는 또다른 기준은 추정의 기반이 

되는 값이다. 보간법은 추정을 위해 여러 개의 공간좌표에서 조사된 값을 

필요로 한다. 어떤 보간법을 이용하더라도 조사된 값들로부터 거리에 따른 

값들의 관계를 추출해야만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결측대치법은 보간법과 달리 추정의 기반이 되는 값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결측의 패턴이 MCAR이면 결측치를 무작위하게 

대치해도 무방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결측 패턴이 MCAR이 아니면, 

보간법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측정된 다른 값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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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간 자료 결측대치 연구 

 

공간이나 시간 속성을 포함한 데이터의 결측치 분석은 각각 전술한 

조사연구 분야에서의 관심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Bennett et al.(1984)이 처음으로 공간자료에서의 결측치에 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저자들은 공간자료에서 결측치가 나타나는 원인을 크게 공간 

측면, 시간 측면, 삭제 프로세스(deletion process)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공간자료의 결측치가 가지는 문제점을 다시 장소 정보의 측면과 통계적 

정보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간자료의 결측치에 대한 

해법으로서 보간법(interpolation methods)이나 공간필터링 기법 등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 보간법과 결측대치법은 뚜렷한 개념 구분 없이 

이용되었으며, 결측대치법이 보간법의 일종으로 취급되었다.  

Haining et al.(1989)은 실제 격자형(lattice) 자료에 대한 조건부 1차 

자기상관 모형(first-order conditional autoregressive model)을 적용하여 결측 

대치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공간자료에 내재된 자기상관을 반영했을 때 더 

효과적인 결측 대치가 가능함을 보여 공간자료 고유의 결측대치 방법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밝혔다. 1990년대까지 공간자료의 결측치 연구는 래스터 

자료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Wilson et al., 2012), 이는 래스터 자료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자료를 저장하여 비교 평가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래에는 자료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공간적 속성뿐 아니라 내재적인 

공간적 정보를 이용하여 결측 대치에 반영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Mengersen(2014)은 속성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대치 알고리즘 적용 전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하여 환자기록의 결측대치를 수행하였다. 또한 Kornelsen 

and Coulibaly(2014)는 토양 습도 측정자료에 포함된 결측치를 대치하기 

위하여 평균대치법, 3차 보간법(cubic interpolation), 인공신경망법 등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시계열 자료에서의 결측은 곧 시계열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과 결측 처리는 직결되어 있다. 시계열 자료의 결측 대치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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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시계열적 자기상관에 의한 결측 

대치였다(Dunsmuir and Robinson, 1981). 한편 기존의 결측대치 알고리즘에 

시계열의 특성을 적용한 방법들도 제안되었다. 예컨대 변수 값의 상관관계에 

기반한 참조 시계열을 이용하여 최대가능도방법과 베이지안 방법을 비교한 

연구(이성덕 외, 2009)나, Junger and Ponce de Leon(2015)과 같이 기댓값 

최대화(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과 ARIMA 모형을 혼합하여 기후 

자료의 결측 자료를 대치하는 방법도 고안되었다. 시계열 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결측대치법으로는 벡터자기상관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이용하여 다변량 시계열 자료의 결측 대치 모형을 제시한 Liu and 

Molenaar(2014)의 연구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모델의 

오설계(misspecification) 문제를 피하고자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도 도입되고 

있다. Brakel et al.(2013)은 에너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라 

수집되는 비디오 자료의 결손 프레임을 대치하였다. Anava et al.(2015)는 

자료를 관찰 시점에 따라 점진적으로 모델에 반영하는 순차 추정 기반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 by sequential prediction) 결측대치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이분산성이 있는 시계열에서 기존 방법론보다 더 정확한 대치값을 

구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공간통계 기법을 원용하여 기후자료나 

대기오염자료 등 일정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측정된 자료에 대한 결측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측정자료가 시공간 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이전에 제시된 회귀분석 대치법, 단순평균법 등을 

이용하였다(Smith et al., 2003; Xia et al., 1999). 일부 연구는 데이터과학적 

접근을 채택하여 다중레이어퍼셉트론(MLP), 인공신경망 등을 적용하기도 

하였다(Junninen et al., 2004).  

결측치의 시공간 차원에 주목한 초기의 연구는 Schneider(2001)로, 기존 

결측치 추정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과 시간 및 공간의 공분산 구조를 연결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러 이론적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김병식 외(2011)는 강우 자료를 사례로 

관측소의 결측치들을 역거리 가중치법(IDW), 역지수 가중치법(IE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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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가중치법(CCWM), 인공신경망법(ANN) 등 네 가지 서로 다른 

추정기법으로 대치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역거리 가중치법과 

상관계수 가중치법이 다른 대치 방법들에 비해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했다. Feng et al.(2014)의 연구는 수문 측정 데이터의 결측치를 대치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시공간 데이터 부분집합을 구성한 뒤, 결측 대치에 

이용할 측정점들을 측정되었던 값들의 상관관계에 따라 필터링하는 CUTOFF 

결측 대치법을 제안하였다. Li and Parker(2014)는 여러 위치에 설치된 센서 

네트워크에서 측정되는 자료에서 발생하는 결측치를 대치하는 방법으로 k-

최근접이웃법(k-Nearest Neighbor, k-NN)을 적용하여 기존의 이동평균법이나 

EM 알고리즘보다 계산상 더 효율적이면서도 오차가 작은 대치값을 얻었다. 

Deng et al.(2016)은 중국 내 기상측정소에서 수집된 기온과 강수량 자료의 

결측치를 대치하기 위하여 속성값의 등질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여러 

군집으로 나누고, 각 지역 군집의 자료에 시공간 복합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측 대치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통계 기법을 시공간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STIDW(Spatio-temporal Inverse Distance Weighting)와 시공간 

크리깅, 시공간 공분산구조 융합(spatio-temporal hybrid covariance) 모형 

등을 적용하였다. 

시공간 자료에 내재된 의존성을 반영한 모형들이 일반 통계자료에 대한 

결측대치 모형들에 비해서 더 나은 대치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시공간 모형을 단순 

적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시공간 모형은 

후술할 교차검증법(cross-validation) 등의 방식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등 단순 

적용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근래의 기계학습 접근은 같은 데이터 

안에서도 모형이 다양한 패턴을 학습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시공간 모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결측대치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공간 모형 

자체를 학습하여 원자료의 구조를 재현해내는 재표집 기반의 시공간 크리깅 

결측 대치 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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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공간 크리깅 이론 
 

 

1. 크리깅과 베리오그램 

 

 

크리깅은 자료의 거리에 대한 공분산 구조를 이용하여 관찰된 값과 

관찰되지 않은 값을 적합, 추정하는 지리통계학적(geostatistical) 

모형이다(Cressie, 1993). 공분산 함수는 공간적 거리에 따른 변수 내 또는 

변수들 간의 의존 관계인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요약한다. 여기서 회귀계수는 공간상의 거리(주로 유클리드 거리)에 대한 

속성값의 공분산 함수로 계산한 가중치로 구할 수 있다. 인접관계와 공분산 

함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지리학 이외의 문헌에서는 가우시안 과정에 의한 

선형회귀(gaussian process linear regression)로 부르기도 한다(Rasmussen 

and Williams, 2005). 

   

 𝐳0 = 𝛌𝐳 [수식 2-1] 

𝐳𝟎: 값을 포함하지 않은 원소들의 벡터 

𝐳: 값이 있는 원소들의 벡터 

 

[수식 2-1]은 크리깅을 선형모형으로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식에서 

𝛌 는 선형 가중치로서 거리에 대한 변수의 비유사도(dissimilarity)를 

매개변수로 하는 모수적 또는 비모수적 함수로 구할 수 있다. 비유사도는 

위에서 언급된 공분산 함수로 표현되며, 계산의 편의 상 공분산을 변형한 

세미베리오그램(semivariogram, 𝛾)2을 이용한다.  

베리오그램은 분석의 단계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데이터의 

구조 분석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공간좌표 간의 거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구한 

자료의 실제 베리오그램 분포를 세미베리오그램 산점도(semivariogram 

cloud)라 하고 이를 일정한 간격(bin)에 따라 요약한 것을 경험적 

                                                           
2 세미베리오그램은 접두어 세미(semi-, 半)에서 보듯이 베리오그램을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다만 본문에서는 세미베리오그램과 베리오그램을 구분 없이 사용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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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베리오그램(empirical semivariogram)이라 한다. 예측 단계에서는 경험적 

세미베리오그램으로부터 이론적 세미베리오그램 (theoretical 

semivariogram)을 적합시켜야 한다(Wackernagel, 2006). 

분리거리(𝐡, spatial lag)3와 임의의 공간좌표를 나타내는 벡터 𝐱에 대하여 

[수식 2-2]가 성립한다([수식 2-2]~[수식 2-5]는 Wackernagel(2006), pp.51-

55에서 인용). 

 

 

γ(𝐡) =
1

2
[E(Z(𝐱 + 𝐡) −  Z(𝐱))

2
]

γ(𝟎) = 𝜎2

γ(𝐡) ≥ 0

γ(−𝐡) = γ(𝐡)

 

 

[수식 2-2] 

세미베리오그램은 분리거리가 0일 때 너겟(nugget, σ2 ) 값을 갖고, 

분리거리가 0이 아닐 때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수식 2-2]에서 마지막 

조건은 선택적인 조건으로, 거리의 절댓값이 같을 때 세미베리오그램의 값이 

동일해야 함을 뜻한다. 이는 곧 방향이 세미베리오그램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를 구역 등방성 조건(zonal isotropy condition)이라 한다. 

세미베리오그램과 공분산 함수 간의 관계는 [수식 2-3]과 같다. 

 

 

E[Z(𝐗)] = m ∀ 𝐱 ∈ 𝒟

E[Z(𝐗) − Z(𝐱 − 𝐡)] − m2 = 𝐶(𝐱) ∀ 𝐱 , 𝐱 + 𝐡 ∈ 𝒟
 

 

[수식 2-3] 

한편, 세미베리오그램은 공분산 함수로부터 유도된다. 

 

 γ(𝐡) = 𝐶(𝟎) − 𝐶(𝐡) [수식 2-4] 

 

만약 세미베리오그램이 상한(上限, supremum)을 가지면 [수식 2-5]의 

관계가 성립한다. 

                                                           
3 분리거리 h는 2차원 공간좌표 P1(𝑥1, 𝑦1)와 P2(𝑥2, 𝑦2)의 유클리드 거리를 기준으로 

𝐡 = √(𝑥1 − 𝑥2)2 + (𝑦1 − 𝑦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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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𝐶(𝐡) = γ(∞) − γ(𝐡) [수식 2-5] 

 

상한에 근사(近似)하는 함수를 이론적 베리오그램의 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Wackernagel, 2006) 4 . 이때 상한을 문턱값(sill)이라 한다. 상한에 

근사하는 함수는 다양하지만, 널리 쓰이는 형태로 가우시안, 지수형, 구형, 

그리고 함수형은 보다 복잡하나 조절모수를 포함하여 유연한 특성이 있는 

마텐(Matérn) 세미베리오그램 등이 있다(<표 2-1>). 

크리깅은 계산 시 부여하는 초기 가정에 따라서 단순크리깅(simple 

kriging), 정규크리깅(ordinary kriging), 일반크리깅(universal kriging, 

회귀크리깅이라고도 한다) 등으로 나뉜다. 정규크리깅은 단순크리깅과 달리 

가변적 국지 평균(local mean)을 상정하는 크리깅 모형이다(Wackernagel, 

2006). 한편 단순크리깅은 전역 평균(global mean)이 선험적으로 주어진 

크리깅 모형이고, 일반크리깅은 국지 평균을 결정론적 모형에 의해 추정하고 

그 잔차를 크리깅하는 모형이다. 

  

                                                           
4 상한조건은 엄밀한 조건은 아니며, 거리와 베리오그램 값 사이에 강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 단조 증가하는 형태의 1차 직선형(linear) 이론적 베리오그램 함수도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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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분산 함수의 주요 형태 

가우시안형, 지수형, 구형 공분산 함수 수식은 Wackernagel(2006, pp.334-

335), 마텐형 공분산 함수 수식은 Rasmussen and Williams(2006, p.84)에서 

인용 

‖𝐡‖ = (ℎ1
2 + ℎ2

2 + ⋯ + ℎ𝑛
2)

1

2, 단, |𝐡| = 𝑛 

  

함수형태 수식 

가우시안형 𝐶Gauss(𝐡) = 𝑏 exp (−
‖𝐡‖2

𝑎
)  𝑎, 𝑏 > 0 

지수형 𝐶exp(𝐡) = 𝑏 exp (−
‖𝐡‖

𝑎
)  𝑎, 𝑏 > 0 

구형 𝐶sph(𝐡) {
𝑏 (

3

2

‖𝐡‖

𝑎
+

1

2
(

‖𝐡‖

𝑎
)

3

) ,  for 0 ≤ ‖𝐡‖ < 𝑎

b,  for ‖𝐡‖ > 𝑎

 

마텐형 
𝐶Mat,ν(𝐡) = 𝑏 (

21−𝜈

Γ(𝜈)
(

√2𝜈

𝜌
‖𝐡‖)

𝜈

𝐾𝜈 (
√2𝜈

𝜌
‖𝐡‖))  𝑏, 𝜌, 𝜈 ≥ 0 

(Γ(ν)는 감마 함수이고 Kν는 베셀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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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간 크리깅 

 

시공간 크리깅은 크리깅의 확장형으로, 변수가 공간적 및 시간적 

인접성에 따라 비슷한 값을 나타낼 때, 그 구조를 시공간 공분산 함수로 

파악하여 설명, 예측하는 모형이다. 시공간 크리깅을 이용하면 미지의 시간 

및 공간 좌표의 변수 값을 수집된 자료의 시공간 구조를 토대로 추정하고 

추정치의 불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Cressie and Wikle, 2011). 시공간 

크리깅을 요소 별로 분해하여 간략하게 나타내면 [수식 2-6]과 

같다(Heuvelink and Griffith, 2010). 

Y(𝑠, 𝑡) = 𝜇(𝑠; 𝑡) + 𝛽(𝑠) + 𝛾(𝑡) + 𝜅(𝑠; 𝑡) + 𝛿(𝑠; 𝑡) 𝑠 ∈ 𝐷𝑠, 𝑡 ∈ 𝐷𝑡 [수식 2-6] 

𝜇(𝑠; 𝑡): 공간좌표 s와 시간 t에서의 평균 추정치 

𝛽(𝑠): 장소특수성을 가진 랜덤 효과 

γ(𝑡): 시간특수성을 가진 랜덤 효과 

𝜅(𝑠; 𝑡): 시공간 상호작용항 

𝛿(𝑠; 𝑡): 작은 스케일에서의 시공간 변이 

𝐷𝑠, 𝐷𝑡: 공간 및 시간 데이터 집합 

 

[수식 2-11]은 어떤 시점 𝑡 와 어떤 공간단위 s에서의 변수 값을 특정 

시간과 공간의 평균 프로세스와 나머지의 프로세스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𝜇(𝑠; 𝑡) 가 가변이라고 가정하면 앞선 절에서 설명한 

정규크리깅의 형태를 따르고 [수식 2-7]가 성립한다(Cressie and Wikle, 2011, 

p.324에서 인용). 

 

�̂�(𝐬0; 𝑡0) ≡ �̂�𝑔𝑙𝑠 + 𝐜0
′ 𝐂𝑍

−1(𝐙 − �̂�𝑔𝑙𝑠𝟏) ∀𝑖 = 1, ⋯ , 𝑛

≡ 𝝀′𝐙  
 [수식 2-7] 

�̂�𝑔𝑙𝑠: 일반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s)으로 구한 평균 추정치 

𝐙: 속성값과 좌표, 시점 등을 포함한 행렬 

𝐂𝑍 = var(𝐙)  

𝐜0
′ ≡ cov(𝑌(𝐬0; 𝑡0), 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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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크리깅 모형을 적합하려면 먼저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으로 적합시켜야 한다.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은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에서 시차와 거리가 각각 0인 

경우를 분리한 경계 베리오그램(marginal variograms)을 이론적 베리오그램 

형태로 적합한 뒤, 공간과 시간 차원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시공간 베리오그램은 비단 시공간 크리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뿐 

아니라 시공간 자료의 변이를 요약하는 구조적 분석 도구이기도 

하다(Montero et al., 2015). 시공간 베리오그램은 거리와 시차, 그리고 

베리오그램 값을 각 차원으로 하는 3차원의 그림으로 시각화된다. 시공간 

베리오그램은 공간 크리깅 모형에서 베리오그램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료 변수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강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자료의 시공간적 변이 구조가 미측정된 위치 및 시점에서의 변수 

값을 결정하는 선형 가중치를 구하는 데 이용되므로, 시공간 베리오그램은 

자료를 이해하고 모형의 구성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한편, 시공간 베리오그램의 형태 상 특징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모형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베리오그램 모형에 

필요한 모수들과 다른 계수들의 개수가 모형 설계(specification)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근래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시공간 베리오그램 

모형에서의 상호작용 관계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모형화된다(De Iaco et al., 

2001; Pebesma and Gräler, 2015; Gräler et al., 2016). 

 

1) 분리가능형(separable) 

 

시공간 공분산 함수가 공간 차원의 공분산 함수와 시간 차원의 공분산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이하 [수식 2-8]~[수식 2-12]은 Gräler et 

al.(2016, pp.2-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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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parable(𝐡, 𝑢) = Cs(𝐡)Ct(𝑢)

𝛾separable(𝐡, 𝑢) = sill ⋅ (�̅�s(𝐡) + �̅�t(𝑢) − �̅�s(𝐡)�̅�t(𝑢))
 [수식 2-8] 

sill: 시공간 통합 문턱값 

 

분리가능형은 시공간 베리오그램은 공분산 함수 형태로는 시간과 공간 

차원 공분산 함수의 곱으로 단순하게 정의되지만, 베리오그램으로 나타내면 

시간과 공간 베리오그램 간의 상호작용항이 각자의 합에서 차감되는 형태를 

띤다. 분리가능형 베리오그램은 경계 베리오그램들을 표준화하여 취하므로 

후술할 다른 시공간 베리오그램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수식 2-8]의 아래 

식에서 공간과 시간 베리오그램 �̅�s, �̅�𝑡 을 적합할 때에는 너겟, 문턱값 등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하고, 스케일 매개변수인 통합 문턱값을 이용하여 

두 경계 베리오그램의 합성 함숫값들을 실제 자료의 값 크기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분리가능형 베리오그램은 다만 시공간 공분산 함수가 상호 독립이라는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술할 시공간 공분산(베리오그램) 함수 형태들은 분리가능형 시공간 

상호작용 프로세스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2) 곱-합형(product-sum) 

 

곱-합형 시공간 공분산 함수는 분리가능형에서 포함된 스케일 

매개변수(문턱값)를 각 차원 베리오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의하고, 각 경계 

베리오그램을 재차 비례적으로 조절하는 공통의 매개변수 𝑘 를 포함한다. 

통합 공분산 함수는 [수식 2-9]와 같다. 

 

Cproduct−sum(𝐡, 𝑢) = 𝑘Cs(𝐡)Ct(𝑢) + Cs(𝐡) + Ct(𝑢)

γproduct−sum(𝐡, 𝑢) = (𝑘 ⋅ sillt + 1)𝛾s(𝐡) + (𝑘 ⋅ sills + 1)𝛾t(𝑢) − 𝑘𝛾s(𝐡)𝛾𝑡(𝑢)
 

[수식 2-9] 

sills, sillt: 공간 및 시간 공간 베리오그램의 문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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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트릭형(metric) 

 

시공간 이방성이 교정되어 거리와 시차가 상호 호환되는 단일한 

거리단위(metric)로 표현되는 형태의 베리오그램이다. 

 

 

Cmetric(𝐡, 𝑢) = Cjoint (√𝐡2 + (𝜅 ⋅ 𝑢)𝟐)

γmetric(𝐡, 𝑢) = 𝛾joint (√𝐡2 + (𝜅 ⋅ 𝑢)2)
 

𝜅: 시공간 이방성 환산 비율(spatio-temporal anisotropy ratio) 

 

[수식 2-10] 

[수식 2-10]의 우변에서 𝜅 (kappa)는 한 시간 단위 당 공간 단위이다. 

이에 따라 공간과 시간에 대한 베리오그램을 각각 구하지 않고 결합 

베리오그램만으로 시공간 변이를 모델링할 수 있다.  

 

 

4) 합-메트릭형(sum-metric) 

 

시공간 공분산 함수가 시간 및 공간 차원 공분산 함수 각각의 결합 및 

곱 프로세스의 합인 함수 형태를 뜻한다. 상호작용 프로세스는 메트릭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공간과 시간 단위가 서로 환산되도록 이방성 환산 비율 

κ를 필요로 한다([수식 2-11]). 

  

Csum−metric(𝐡, 𝑢) = Cs(𝐡) + Ct(𝑢) + Cjoint (√𝐡2 + (𝜅 ⋅ 𝑢)2)

𝛾sum−metric(𝐡, 𝑢) = 𝛾s(𝐡) + 𝛾t(𝑢) + 𝛾joint (√𝐡2 + (𝜅 ⋅ 𝑢)2)
 [수식 2-11]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은 경험적 베리오그램의 경계 

베리오그램(marginal variogram)으로부터 결정된다. 경계 베리오그램은 

시공간 베리오그램의 각 차원이 0의 값을 가질 때의 베리오그램이다([수식 

2-12],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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𝛾marginal,s = 𝛾ST(𝐡, 0)

𝛾marginal,t = 𝛾ST(0, 𝑢)
 [수식 2-12] 

𝛾ST: 시공간 베리오그램 

𝛾marginal,s, 𝛾marginal,t: 시간 및 공간 차원의 경계 베리오그램 

 

 

[그림 2-1] 시공간 베리오그램 모델링 예시 

왼  쪽 위 :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 

오른쪽 위 : 공간, 시간 차원의 경계 베리오그램 (위부터 차례대로) 

아     래 : 적합된 합-메트릭형 시공간 베리오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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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베리오그램으로부터 [수식 2-12]로 표현되는 공간 및 시간 차원의 

경계 베리오그램을 적합한 후, 적절한 결합 프로세스를 결정하여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얻을 수 있다. 시공간 크리깅은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그림 2-1]). 

시공간 이방성 환산 비율( 𝜅 )은 이론적 베리오그램 적합 과정에서 경계 

베리오그램들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환산 비율 산정법은 크게 선형(linear), 

범위(range), 베리오그램 모델, 메트릭 법으로 나뉜다. 각 방법들은 경계 

베리오그램들의 값을 서로 비교하여 공간과 시간 사이의 최적 

측도화(optimal scaling) 방법을 찾아 계산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르다(Gräler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공간과 시간 차원의 베리오그램을 이용해 시공간 

이방성 환산비율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 함수를 적합할 때에는 최적화 

방법이 이용된다. 이 방법은 공간 베리오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적 

베리오그램 함수 형태를 결정한 상태에서 경험적 베리오그램 값과 이론적 

베리오그램 함숫값 사이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도록 이론적 베리오그램 값들을 

각 거리와 시차에 대해 최적화한다(Pebesma and Gräler, 2015). 최적화 

알고리즘은 L-BFGS-B(Limited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Box)로, 

모수들의 범위를 상자 형태로 지정하여 후보해집합을 제한한 후 최적해를 

찾는 방식이다. 합-메트릭형의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모수가 총 10개(공간, 시간 및 시공간 통합 차원, 

너겟/문턱값/범위 등 총 9개와 시공간 이방성 환산 비율)이므로, 일거에 

이들의 최적화를 얻으려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각 모수를 

일정한 값의 범위 안에서 계산될 수 있도록 설정하면 연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적합시키는 과정에서는 경험적 

베리오그램 점들의 최솟값과 최댓값 등을 이용하여 후보해집합의 범위를 

제약하는 autofitSTV 프로시저를 작성하였다. 이 프로시저는 통계 

소프트웨어 R의 패키지인 gstat과 spacetime, automap의 프로시저를 

기반으로 시공간 베리오그램 적합에 필요한 기능을 부가하여 

작성되었다(Gräler et al., 2016; Hiemstra et al., 2009; R Core Tea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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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계적 학습 이론 

 

1. 통계적 학습과 재표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에 의한 결측대치법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재표집 방법은 보유한 데이터로부터 

다수의 사례를 만듦으로써 목표하는 값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 목에서는 교차검증법의 배경인 통계적 학습 방법을 간략하게 

일별하고 교차검증법의 논리를 구성하는 재표집 방법을 다룬다. 

통계적 학습 모형은 일반적으로 표본 자료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결과를 얻거나 표본 내에서 적절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learning from data) 모형을 뜻한다. 종래의 통계학은 

표본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표본의 크기를 증대시켜 모집단 분포를 근사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통계적 학습 

패러다임에서는 작은 표본만으로도 다양한 자료에 충분한 성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모형을 일반화하고자 한다(Vapnik, 1999). 

모형을 학습시키는 목적은 모형이 특정한 자료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자료에 대하여 고른 성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일반화 가능성은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미지의 목적함수(unknown target function, 𝑓 )와 

목적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여러 모형의 집합, 소위 

가설집합(hypothesis set, ℋ )의 원소인 개별 후보 모형 ℎ  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수식 2-13]의 회프딩의 부등식(Hoeffding’s inequality)이 만족되면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는 일반화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한다([수식 2-18]은 Abu-

Mostafa et al., 2012, p.24를 일부 변형). 

 

 ℙ[|Ein(ℎ) − Eout(ℎ)| > ϵ] ≤ 2|ℋ|𝑒−2ϵ2𝑁 [수식 2-13] 

|ℋ|: 가설집합의 원소 개수=후보모형의 개수 

 

위 식에서 Ein(ℎ) 는 어떤 자료(표집)를 이용할 때 후보 모형 ℎ 와 

목적함수 사이의 오차로 정의되며, 표집 내 오류(in-sample error) 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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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수식 2-14]; [수식 2-14]-[수식 2-15]는 Abu-Mostafa et al.(2012, 

p.84)에서 인용). 크리깅이 일종의 선형 모형임이 [수식 2-1]에서 

제시되었으므로, 후술할 수식표기(notation)는 선형모형에 준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in(ℎ) =
1

N
∑(ℎ(𝐱𝑛) − 𝑦𝑛)2

𝑁

𝑛=1

 [수식 2-14] 

 

[수식 2-14]는 선형모형의 평균제곱오차를 표집 내 오차로 정의한다. 한편 

표집 외 오류(out-of-sample error) Eout(ℎ) 는 현재 이용 중인 표집 외의 

일반적인 자료(𝐱)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다([수식 2-15]). 

 

 Eout(ℎ) = 𝔼[(ℎ(𝐱) − 𝑦)2] [수식 2-15] 

 

[수식 2-14]와 [수식 2-15]의 정의로부터 [수식 2-13]의 회프딩의 부등식을 

해석하면, 임의의 임계치 ϵ과 표집의 원소 개수 𝑁을 알 때, 학습 알고리즘은 

궁극적으로 특정 표집에서의 오류와 일반적인 데이터에서의 오류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Abu-Mostafa et al., 2012). 학습 이론을 엄밀하게 

적용하려면 표집의 원소 개수, 각 자료에서의 모형 오차 등을 고려한 

확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재표집법(resampling)은 통계적 학습의 한 방법이다. 재표집법은 작은 

수의 표집을 이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편향(bias)을 방지하고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표집을 다시 생성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재표집법으로는 잭나이프(jackknife) 방법과 무작위추출법(bootstrapping), 

교차검증법(cross-validation) 등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적용할 교차검증법은 표본집합을 훈련집합과 

검증집합으로 나누고, 훈련집합에 대해 모형을 적합하여 검증집합에 대해 

성능을 반복적으로 측정한 후 그 오차를 종합(pooling)하는 방법이다([그림 

2-1]). 교차검증법은 보편적인 학습 방법으로, 표본 전체를 이용하여 적합한 

통계모형이 내포할 수 있는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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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교차검증법으로 얻는 추정치는 불편향 추정치(unbiased 

estimate)이다(Hastie, 2009; Abu-Mostafa et al., 2012). 

 

 

2. 지리통계모형에 대한 통계적 학습 이론 적용 

 

크리깅을 위시한 지리통계모형에 대한 재표집 방법은 주로 

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한 베리오그램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되었다(Pardo-Igúzquiza and Olea, 2012). 그러나 지리통계모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표집 방법을 이용하는 데에는 비판이 있었다. 크리깅은 

주어진 데이터에 최적화된 베리오그램을 이용하여 최적공간추정치(Optimal 

Spatial Predictor)를 계산한다. 그런데 재표집법을 적용하면 원래 자료와는 

다른 여러 개의 표집으로부터 베리오그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베리오그램은 원래의 자료 전체를 이용하여 계산한 베리오그램과 비교할 때 

최적이 아닌 베리오그램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여러 검증집합의 결과를 

종합하거나 각각의 결과를 분석하더라도 그 결과가 최적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Davis, 1987). 이러한 이유로, 공간모형에서 교차검증법은 

예측값이 불편추정량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ressie, 1993). Falivene et al.(2010)은 30년 간 15개 연구를 

비교하여 교차검증법을 이용한 공간 모형의 강화 또는 평가에 대해 

조사하기도 하였다. 

크리깅 모형에 재표집법을 적용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시공간 

크리깅을 이용한 근래의 연구들에서는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교차검증법을 이용하고 있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 교차검증법이 

이용되었는데, 불완전한 자료를 이용한 외래환자 치료 부담 예측(Gething et 

al., 2007; Gething et al., 2008), 지상관측자료 및 MODIS 위성자료를 이용한 일 

단위 기온 추이 예측(Hengl et al., 2012), 초미세먼지(PM2.5) 농도 보간(Liang 

and Kumar, 2013),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의 시공간적 전염 양상과 

환경변수 간의 영향 분석(Hu et al., 2015), 다중 시점의 원격탐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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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이산화탄소 농도 예측(Guo et al., 2015) 등의 성과들이 있다.  

상기 선행 연구들은 교차검증법을 대개 단일한 시공간 크리깅 모형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거나 단순 크리깅 등 다른 모형들과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교차검증법과 같은 재표집 

기반의 기법들이 시공간 크리깅 모형을 강화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크리깅 모형에 재표집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비판으로 되돌아가면, 

이러한 비판에는 어떤 공간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속성값의 공간적 변이 

구조가 주어진 자료에 의존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간자료의 

시간적 적층인 시공간 자료에서 의존성 구조(베리오그램)는 고유하게 

나타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음으로써 본 연구가 제안하는 

재표집법에 의한 시공간 크리깅 학습 모형의 유효성을 판별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의된 시공간 프로세스 

자료로부터 재표집이 자료의 시공간 구조를 얼마나 변형시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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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에 의한 

결측대치 모형 
 

 

 

본 장에서는 시공간 데이터의 결측 추정을 위해 시공간 크리깅과 통계적 

학습 방법을 결합한 모형을 적용하고 그 합리성을 논증한다. 또한 제안한 

방법의 기반이 되는 재표집 방법의 적합성을 모의된 시공간 프로세스 

데이터로부터 확인한다. 

 

 

제 1 절 재표집 방법과 시공간크리깅, 결측대치법의 통합 

 

본 연구가 제시하는 재표집 기반의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법은 재표집 

으로 학습된 시공간 크리깅 모형으로 결측치를 대치한다. 시공간 크리깅 

모형으로 시공간 자료에 내재된 의존 구조를 반영하고, 다중결측대치를 통해 

대치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본고가 제안하는 방법은 재표집을 

통해 시공간 크리깅 모형을 강화함으로써 결측 자료 집합 전체를 이용한 

모델링 결과의 편의를 피하면서 예측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목적은 재표집을 통해 시공간 자료에서 다양한 시공간적 의존성 

패턴을 추출해 냄으로써 결측된 값을 정확하게 대치하는 것이다. 

다중결측대치법은 결측 대치된 자료 집합을 여러 번 생성하여 

분석하려는 통계량을 계산함으로써 그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다중결측대치 알고리즘으로는 마코프 체인 몬테 카를로(MCMC) 

방법이나 연쇄방정식 방법(Multiple Imputation with Chained Equations, MICE; 

Schafer, 1998)등이 있다(McKnight et al., 2007). 예컨대 결과 변수가 미세먼지 

농도의 일평균이고 24시간 중 2시간이 결측이라면, 무작위한 항이 포함된 

결측 알고리즘을 수 차례 반복 수행하여 결측치를 대치한 후, 추정된 

일평균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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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에서 적용할 시공간 크리깅에 의한 결측대치법은 <표 3-2>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표집법을 적용할 때 중요한 순서는 세 번째 실행 

순서이다. 이 때 자료의 순서를 무작위하게 만들도록 하는데, 시공간자료에 

내재된 시간적 선후관계의 영향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재표집에 

특정 공간범위에 집중된 측정점 또는 특정 시간대만이 제외되거나 포함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8단계에서는 평균값을 취하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통상 연속형 변수를 사용한 모델 예측값들을 종합(ensemble)할 때 평균을 

이용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Opitz and Maclin, 1999; Kuhn and Johnson, 

2013). 

[그림 3-2]은 제안된 결측대치법의 원리를 도해한 것이다. 먼저 [그림 3-

1]과 [그림 3-2]을 보면, 교차검증법은 자료를 여러 개로 나누어 하나를 

검증집합으로, 나머지를 훈련집합으로 하여 각각 모형을 적합시킨 뒤, 

오차들을 평균(
1

N
∑ 𝑒𝑖

N
𝑖=1  )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공간크리깅 기반의 결측대치법에서는 교차검증법 

방식으로 자료를 N등분하여 (N-1)개 부분집합으로 시공간 크리깅을 수행하되, 

예측 대상은 결측자료로 고정한다. 일반적인 통계자료와는 달리, 시공간 

자료에서는 자료 고유의 공간적, 시간적 속성이 중요하므로, 부분집합을 

추출할 때 그 속성을 유지한다. 달리 말해서 전체 시공간 자료에서 
1

N
만큼의 

자료를 다시 결측시킨 후에 나머지 시공간 자료로 모형을 적합시켜 

결측대치한다. 결손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정보가 더 많이 결손된 여러 

집합을 이용하는 점은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통계적 학습 이론에 따르면 

적합한 부분 모형을 종합하여 결측대치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다음 절에서는 이를 모의 자료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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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시공간크리깅 기반 결측대치법의 실행 순서 

1. 결측치가 포함된 시공간 자료 전체 또는 일부를 취한다. 

2. 취한 집합의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바탕으로 이론적 베리오그램 

형태를 결정한다. 

3. 자료 전체의 색인(index)을 무작위하게 배열한 후, 차례대로 미리 

설정한 N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눈다. 

4. i를 1로 초기화한다. 

5. i ≤ N인 동안 다음을 반복한다: 

6. i번째 부분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N-1개 집합의 시공간구조로부터 

최적 경계 베리오그램을 2의 형태에 따라 구한다. 

7. 6으로 얻은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이용하여 결측이 발생한 시공간 

좌표 또는 자료 위치에 크리깅한 값을 저장한다. 

8. 얻은 N개의 값을 평균하여 최종 결측 대치값으로 저장한다. 

 

 

 

 

[그림 3-1] 교차검증법의 원리 (Abu-Mostafa et al., 2011, p.14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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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재표집-시공간크리깅 기반 결측대치 모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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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공간 크리깅에 대한 재표집 방법의 적용 가능성 
 

 

이 절에서는 제 1 절에서 제시한 재표집에 의한 시공간크리깅 학습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통계적 학습 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 가능성을 

엄밀하게 살펴보려면 미지의 목적 함수와 이용하려는 알고리즘, 그리고 이용 

자료 등을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빈도주의 접근을 따른다면 

다수의 사례를 해석하여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나, 크리깅의 연산 한계 

상 확률을 직접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률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재표집에 의해 시공간 

크리깅이 학습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가. 표집에 임의로 다수의 결측을 생성한다. 

나. 재표집된 하위 표집들의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구한다. 

다. 재표집된 자료로부터 얻은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들을 합성하여 

결측 생성 이전의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과 비교한다.  

라. <표 3-1>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확도 지표를 확인한다. 

 

만약 위의 다) 단계에서 두 베리오그램 사이의 차이가 크다면, 이전 

연구들이 지적하였듯이 재표집을 통해 얻는 이점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단계에서 검증 결과 비교를 위한 지표로는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을 이용한다([수식 3-16]).  

 

 RMSE = √
1

𝑛
∑(�̂�𝑖 − 𝑦𝑖)2

𝑛

𝑖=1

 [수식 3-16] 

 

�̂�𝑖 는 결측 대치된 값이고, 𝑦𝑖 는 결측치의 참값이다. 따라서 RMSE는 값과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합을 나타내므로, RMSE가 낮을수록 대치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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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모의자료 생성 환경 

집합 모의환경 

모형 (공간 / 시간) 시공간차원 (공통) 

1 마텐형/지수형, 분리불가능 공간 100×100 

2 파동형/파동형, 분리가능 시간 60 

 

<표 3-3> 모의자료 집합 별 요약통계량 

집합 최솟값 평균 중위수 최댓값 표준편차 

1 13.55 34.52 34.24 60.13 6.68 

2 5.58 30.03 30.03 51.70 5.74 

 

정확도는 더 높다.  

실험을 위하여 서로 다른 시공간 과정(process)을 가정한 두 개의 

시공간 모의자료(simulation data)를 생성하였다. 자료집합은 각각 마텐형과 

지수형의 함수가 합-메트릭형으로 합성된 프로세스를 모의한 집합 1과, 

진폭이 감소하는 주기함수들의 분리가능 프로세스로 모의한 집합 2로 

구성된다. 두 집합은 공통적으로 X축과 Y축 방향의 간격이 각 100이고 격자 

크기가 1인 대상공간과 길이가 60인 시계열로 모의되었다(<표 3-2>). 

모의자료는 R 패키지 RandomFields(Schlather et al., 2015)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두 집합의 속성값들을 보면 집합 1이 집합 2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값과 

산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의 상단 그림은 두 자료의 시공간적 

변이 구조를 베리오그램으로 요약한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표집이나 결측의 

영향이 없는 연속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베리오그램의 형태도 뚜렷한 

곡면을 이루고 있다. 모의된 시공간 자료로부터 공간상 1%의 격자를 임의 

표집한 결과, 정보 손실로 인하여 [그림 3-3] 하단에서 보듯이 상단의 전역 

베리오그램에 비해 불연속적인 값을 갖지만, 근사적으로는 전역 베리오그램의 

전반적인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시공간 구조가 유지되는 현상은 결측 

생성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1% 표집 자료에 20%의 결측을 임의로 생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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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공간 베리오그램은 1% 표집 자료의 시공간 베리오그램에 비해서 더 

변이가 큰 형태를 보인다. 재표집 결과로 얻은 3개의 베리오그램([그림 3-

5])을 각각의 거리와 시차에 대하여 평균하면 [그림 3-6]의 결과를 얻는데, 

이는 [그림 3-4]와 거의 일치한다. 합성 베리오그램과 원래의 자료를 이용한 

베리오그램 간의 차이는 대부분 -2에서 2 사이로 나타나 재표집된 

베리오그램을 이용한 자료의 구조를 복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3] 모의 시공간 프로세스의 전역 및 1% 표집 시공간 베리오그램 

최대시차 12, 최장거리 40, 간격 1 

위에서 아래로 전역 및 1% 표집 베리오그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집합 1(분리불가능형), 집합 2(분리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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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모의 자료 20% 결측 생성 후의 시공간 베리오그램 

 

 

 

 

[그림 3-5] 모의자료의 20% 결측 생성 후 3회 재표집 결과의 시공간 

베리오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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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재표집 시공간 베리오그램의 합성 결과 

 

 
[그림 3-7] 1% 표집 전체의 시공간 베리오그램과 20%결측-3회 재표집 종합 

시공간 베리오그램과의 차이 

 

다음으로 재표집된 시공간 크리깅 모형으로 결측대치를 수행하였다. 

재표집 횟수에 대해서는 재표집 미적용과 3회 및 5회를 적용하였다. 결측은 

임의로 20%의 자료에 대해 생성하였다. 대치 정확도를 RMSE로 조사한 결과, 

재표집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재표집을 적용할 때 대치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조사 대상 각 50개 집합 가운데 집합 1에서는 48개 집합에서, 

집합 2에서는 47개 집합에서 재표집을 3회 적용하였을 때 대치 오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 모의 자료에 대한 모형 적용 결과는, 비록 

제한된 모의 자료에 대해서이기는 하나 제 1 절에서 제시한 모형이 시공간 

자료의 결측치를 대치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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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재표집 횟수에 따른 결측대치 정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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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세먼지 측정자료 결측대치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에 의한 결측 

대치 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모형의 특성과 민감성을 평가하고, 이어서 

기존의 모수적, 비모수적 알고리즘들 중 대표적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재표집 

기반 시공간크리깅 결측대치 결과와 성능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 모형 적합과 

민감성 평가를 위해 시공간 크리깅과 재표집 단계에서 조절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변화시켜 결측대치하는 실험을 설계, 적용하였다. 실험 이전에는 

연구 대상 지역의 2010-2014년 미세먼지 측정자료 전체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베리오그램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자료에 내재된 시공간적 구조를 

파악한다. 그리고 완전한 측정자료를 추출하여 이들에 대상 기간 전체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측 패턴을 모의한다.  

본 실험 단계는 추출한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하며, 총 3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먼저 크리깅의 통상적 절차로서 경험적 

베리오그램을 각각 계산하여 각 실험 집합의 시공간 변이 구조를 파악, 

요약한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의 형태와 함수의 매개변수 

초깃값을 설정한다. 2단계에서는 각 집합의 자료를 재표집하여 시공간 

크리깅을 적용하되 1단계에서 정한 초깃값으로부터 최적의 시간 및 공간 

차원에서의 경계 베리오그램 모수(marginal variogram parameter)를 찾아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적합하여 결측자료를 거듭 대치하고 그 

대푯값을 취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측 대치가 완료된 자료와 임의 결측을 

만들기 이전의 원자료 값을 비교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고, 기존 방법론 

적용 결과와 비교하여 유용성을 검토한다([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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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실험 전개도 

 

제 1 절 미세먼지 자료의 탐색적 분석 
 

1. 자료 개관 

 

1) 이용 자료 

이용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측정소별 시간별 

대기오염 측정 자료이다. 이 자료는 시간별로 7종의 대기오염 물질을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측정소에서 시간별로 자동 측정한 성과를 정제한 후 

공개된다(국립환경과학원, 2016).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PM10) 자료를 이용한다. 지역적인 범위는 

서울특별시 경계를 기준으로 외곽 1개까지의 측정소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대의 총 54개 측정소 5 이다([그림 4-2]). 이들 측정소는 2010년-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측정소는 2012년에 설치 장소를 이전한 이력(강남구 도곡로에서 

강남구청 별관으로 이전)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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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5년 간 신설이나 이전 이력이 없으므로, 공간좌표가 일정하여 

연속적인 시공간 분포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4개 측정소 가운데 41개 측정소는 도시대기 측정소로, 13개 측정소는 

도로변 측정소로 분류된다. 두 분류는 측정소 설치 목적에 따라 나뉘는데, 

도시대기(urban ambient) 측정소는 도시 내 대기오염 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도로변(roadside) 측정소는 주요 도로 중앙 또는 

도로에 접한 보도에 설치된 측정소로써, 교통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환경부, 2016).  

각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보면, 11월 이후 

극단값이 나타나는 2010년을 제외하고 1월에서 5월까지 전반적으로 높고 

6월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4-3]). 측정소의 종류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추이는 동일하였으나 도로변 측정소의 평균 농도가 

도시대기 측정소의 평균 농도보다 약 2μg·m-3(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높았다.  

 

[그림 4-2] 분석 대상 측정소 위치 

국립환경과학원(2015)의 별표 14를 저자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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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측정소 종류 및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상: 도로변 측정소, 하: 도시대기 측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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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간적 변이 분석 

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적 변이를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3]이 전역적 변이를 시계열적으로 보여 준다면, [그림 4-

4]의 시공간 베리오그램은 거리와 시차에 따라 농도의 변이가 어떠한 구조를 

이루는지 요약한다. [그림 4-4]는 최대 분리거리 20,000m, 분리거리 단위를 

1,000m로 하고, 최소시차를 0시간, 최대시차를 24시간으로 하여 작성한 

철사그림(wireframe plot)이다. 

전반적인 변이 구조를 보면 연구 대상 지역에서는 시간이 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적 변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료의 두 가지 특성에서 나왔다. 첫째로 공간적 범위가 시간적 

범위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농도의 시간적 변화가 매우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 대상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변이의 

정도는 감소하고 있다. 시간 차원의 경계 베리오그램(시차가 0일 때 

베리오그램 값의 변동)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며, 시차가 길어질수록 

베리오그램 값의 기울기가 감소하여 상한조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4-4]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적 변이 구조 변화 

(단위: μ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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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4시간 범위 이동창에 의한 시공간 베리오그램의 변화 

(단위: μg/m3) 

  

위에서 살펴본 장기적 변동은 연도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의 시공간 변이 

구조가 상이함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더 작은 시간 스케일에서 시공간 변이 

구조가 안정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변동에 대한 시공간 

베리오그램이 안정적인 형태를 보인다면 공통의 시공간 베리오그램 형태를 

보이는 기간에 대해 모델을 적합시키더라도 모형의 결과에는 차이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4-5]는 24시간을 범위로 한 이동창(moving 

window)을 1시간씩 움직이면서 해당 시공간 범위에서 나타나는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시작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이행되면서 시공간 베리오그램의 크기가 증가하며, 5시간 이후로는 

베리오그램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모형 적합을 위한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이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으로부터 결정되므로, 위의 관찰 결과는 시공간 크리깅을 수행할 

때 시계열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공간 범위를 나누어 

모형을 적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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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측치 분석 

 

 

[그림 4-6] 측정소 별 결측 비율 

측정소는 측정소코드로 표시, 측정소의 명칭은 [그림 4-2] 참조. 

 

2010-2014년의 5년 간 총 43,824시간 6  가운데 결측이 발생한 시간은 

측정소당 평균 1,260.3시간이었으며, 중앙값은 1,191시간이었다. 결측이 가장 

적은 측정소는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측정소로 520시간(1.3%)이 결측되었고, 

결측치가 가장 많이 출현한 측정소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측정소로 

3,138시간(7.2%)이 결측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6]). 

그러나 미세먼지 측정 자료에 포함된 결측치로 인해 모든 측정소에서 

측정 결과를 얻는 사례 수가 크게 감소한다. 54개 측정소의 측정 성과 자료를 

시공간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총 측정시간 2,366,496시간 가운데 

73,219시간이 결측되어 전체 측정시간의 약 3.09%을 점한다. 이는 제 

2장에서 고찰하였던 기존 결측치 연구의 권고를 따른다면 무시할 만한 

수준의 결측 비율이다. 그러나 각 측정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간 등 

공간분석을 수행하고자 할 때 각 시점에 따른 공간자료의 결측을 고려하면 

결측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54개 측정소에서 완전한 측정결과를 얻은 

시간을 살펴보면 총 43,824시간 가운데 10,981시간(25.06%)의 자료만이 

남게 되어 자료의 손실 정도가 대폭 상승(74.94%)한다. 즉 54개 측정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에 보간을 수행하고자 할 때, 완전하지 않은 측정 

자료로 인해 전체 시간의 75%에서 모든 자료가 있을 때보다 편의(bias)가 

                                                           
6 2012년이 윤년이므로 5년의 단순 시간 총합 43,800시간에서 24시간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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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자료 전체의 결측 패턴은 일부 연속 결측 패턴을 제외하면 대부분 

1~2시간의 짧은 결측치들이 주를 이룬다. [그림 4-7]의 매트릭스 도표(matrix 

plot)은 자료를 하나의 행렬로 보고 결측된 원소를 색상으로 강조하여 

시각화함으로써 결측 패턴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연구 대상 자료에는 매우 

짧은 길이의 결측이 전체 시계열에 산재해 있고, 일부 수 시간에서 수 일의 

길이로 나타나는 결측이 주로 연례 정밀도 검사 기간에 나타나고 있다. 

자료의 결측 패턴이 MCAR의 가정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였다. 만일 

이용 자료의 결측 패턴이 MCAR에 부합한다면 무작위한 값으로 대치해도 

무방하므로, 대치 알고리즘의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정을 위하여 제 

2장에서 소개하였던 Jamshidian and Jalal(2010)의 다변량 정규분포 및 

비모수적 분포가정에 의한 MCAR 검정을 수행한 결과, 유의확률이 

0.01%(0.0001) 미만으로 미세먼지 자료의 결측 패턴이 MCAR 가정을 

충족한다고 확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료의 결측이 MAR 

가정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고 결측 대치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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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54개 측정소 별 결측치의 매트릭스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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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공간크리깅에 의한 결측 대치 

 

1. 대치 실험 설계 

 

1) 실험 방법 

제 3장에서 제안된 시공간크리깅 기반 결측 대치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순서로 실험을 진행한다. 

 

가. 결측이 없는 완전한 자료를 2010-2014년 미세먼지 측정 자료로부터 

추출한다. 

나. 가) 단계에서 추출한 자료에 무작위한 패턴으로 결측을 생성한다. 

다. 나)의 결과로 얻은 결측 자료를 이용하여 <표 3-1>의 순서에 

준하여 시공간크리깅을 이용한 결측 대치를 실시한다. 

라. 대치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하여 결측 대치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마. 다른 결측 대치 알고리즘의 대치 결과와 정확도 지표로 상호 

비교한다.  

 

나) 단계에서는 30회 반복 수행하여 특정 결측 패턴에 대한 알고리즘의 

의존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 단계에서는 시공간크리깅 모형의 매개변수에 

따른 결측대치 결과를 분석하고자 이웃 비율, 시공간 베리오그램의 최대 시차 

등을 조절하여 실험한다(<표 4-1>). 모형 수립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측정소 유형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가변수(dummy variable)인 도로변 

측정소 여부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결측대치는 가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의 

잔차에 대하여 시공간 일반 크리깅(spatio-temporal universal kriging)을 통해 

수행된다. 마) 단계에서는 이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다른 결측 

대치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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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실험 조건 및 적용 수치 

실험 조건 적용 수치 

무작위 결측 비율 실제 자료 결측 비율, 5%, 10%, 20% 

최대 시차 4-12시간, 1시간 간격 

재표집 횟수 3회, 5회, 10회 

시공간크리깅 수행 이웃 비율 75%, 100% 

 

실험 설계 상, 한 시나리오 당 크리깅 적합 및 추정 횟수는 총 

1,530(재표집 횟수 3회 설정시)~5,100(10회 설정시)회 7 이고, 시나리오 

조건의 경우의 수에 비례하여 횟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대량의 연산 

처리를 위하여 모든 실험을 R 패키지 foreach를 이용하여 병렬 

처리(parallel processing) 하였다. 

시공간크리깅 모형 적합을 위하여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의 형태를 

합-메트릭형으로 정의하였다. 합-메트릭형이 다른 형태들에 비해서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 형태를 더 유연하게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대기자료를 이용하여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적합할 때 합-

메트릭형의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이 갖는 오차가 다른 형태의 이론적 

베리오그램에 비해 작았던 사례가 있다(Gräler et al., 2016). 한편, 각 경계 

베리오그램에 대해서는 검증집합들의 공간 및 시간 경계 베리오그램 형태를 

마텐 족(Matérn family) 8  및 지수족(exponential family) 가운데 경험적 

베리오그램과의 총제곱오차(Sum of squared errors, SSE)가 최소가 되도록 

선택하고, 통합 베리오그램은 계산 편의를 위해 가우시안 형태로 선택하였다. 

또한 모형 적합을 위한 시공간 베리오그램 계산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분리거리 간격을 1,000m로, 최대 분리거리는 20,000m로 했다9.  

                                                           
7 검증집합 개수(17개), 재표집 횟수(3회, 5회, 10회), 무작위 결측 생성 실행 횟수(30

회)를 모두 곱하면 총 연산 수는 각각 1,530, 2,550, 5,100회이다. 
8 <표 2-1>의 마텐 형 베리오그램 함수 또는 그 변형된 형태를 말한다. 마텐 형 외에 

슈타인의 매개변수화 형태(Stein’s parametrization)가 있다. 
9 연구 대상 측정소 54개의 공간적 범위와 측정소들 간의 거리 분포를 고려하여 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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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계에서의 비교 대상 알고리즘은 선형모형을 이용한 다중결측대치 

알고리즘인 MICE(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van Buuren and 

Groothuis-Oudshoorn, 2011; van Buuren and Oudshoorn, 1999)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의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결측대치에 원용한 MissForest(Stekhoven and Bühlmann, 2012)이다. 

 

2) 비교 대상 알고리즘 

i) MICE(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MICE는 연쇄방정식을 이용한 다중결측대치 알고리즘으로, 다변량 

자료에서 결측치를 대치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Schafer, 1997). 알고리즘은 

<표 4-2>의 순서로 실행된다(Azur et al., 2012). 

 

<표 4-2> MICE 알고리즘 

1. 결측치를 모두 관찰치의 평균으로 대치한다. 

2. 미리 지정한 횟수 Nimp회 다음을 반복한다: 

3. i=1로 초기화한다. 

4. 변수 갯수를 P개라 하면, i≤P인 동안 다음을 반복한다:     

5.         1에서 대치된 값들을 다시 결측시킨다. 

6. 나머지 P-1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i번째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적합한다. 

7. 6으로 얻은 회귀모형으로 결측치를 대치한다. 

 

<표 4-2>에서 보듯이 결측치는 초기화 상태에서 평균으로 일괄 

대치된다. 이후 각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는 회귀모형을 연쇄적으로 적합시켜 

대치값을 바꾸어 가는 방식으로 결측대치를 수행한다. 알고리즘 비교 과정을 

위해서는 위의 알고리즘 표에서 Nimp = 5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시공간 

크리깅을 이용한 결측대치 결과를 5회 재표집한 상태에서 결과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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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issForest 

 

missForest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이용한 결측 대치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실행 과정은 <표 4-3>과 

같다(Stekhoven and Bühlmann, 2012).  

 

<표 4-3> MissForest 알고리즘 

1. 결측치들을 적당한 값으로 대치한다. 

2. 결측치의 양에 따라 변수의 색인을 정렬한 벡터를 k로 둔다. 

3. 종료조건 γ을 충족하지 않는 동안 다음을 반복한다:. 

4. 𝐗old
imp

에 이전에 결측 대치한 자료 행렬을 할당한다. 

5.     k의 각 원소 s에 대해 다음을 반복한다: 

6.     랜덤 포레스트 모형 𝐲obs
(s)

~𝐱obs
(s)

을 적합시킨다. 

7.     6의 모형을 이용하여 𝐱mis
(s)

로 𝐲mis
(s)

를 추정한다. 

8. 추정된 𝐲mis
(s)

를 이용해 결측 대치하여 𝐗new
imp

 행렬을 만든다.  

9. γ를 갱신한다. 

10. 최종 결측 대치된 행렬 𝐗imp를 얻는다. 

 

종료조건 γ는 양의 실수이고, 알고리즘 실행 전에 미리 설정되는 값이다. 

γ는 이전 회차의 대치 결과와 현재 회차의 대치 결과 간 차이가 충분히 작을 

때 알고리즘을 종료하도록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연속형이므로 종료조건은  

γ = ΔN이며, [수식 4-17]로 정의된다. 

 

 Δ𝑁 = ∑(𝐗new
imp

− 𝐗old
imp

)
2

𝑗∈𝐍

 [수식 4-17] 

 

[수식 4-17]에서 𝐍 은 변수 개수이다. missForest가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운용을 조절하는 매개변수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를 따른다.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개별 예측 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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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를 조절하여 알고리즘 실행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이도록 

한다(Kuhn and Johnson, 2013). 본 연구에서는 트리 개수를 500개로 하였다. 

 

 

3) 검증집합 추출 

결측 대치를 수행하기 위한 검증집합은 연구대상 기간 최소 24시간의 

연속 시계열이 존재하며 모든 측정소에서 측정값이 확보된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 추출하였다. 실험 대상 자료를 한정한 이유는, 대치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결측치의 원래 값을 이용하여 결측대치된 값과의 

정확도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준에 부합하는 집합은 총 17개로, 검증집합은 1개가 추출된 2010년을 

제외하고 각 연도별로 3~5개씩 추출되었다. 측정월에 따라 살펴보면 1년 중 

높은 농도가 측정되는 시기인 3월과 4월이 주를 이룬다. 시계열 길이는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60시간까지 분포하며, 30시간에서 40시간 사이의 시계열이 

가장 많았다(<표 4-4>). 차후 집합 번호는 <표 4-4>에서 부여한 번호를 

따르되, 결측 비율에 따라 <표 4-2>의 무작위 결측 비율 행의 적용 수치 

순서에 준하여 1~4의 하위 번호를 붙여 구분한다. 또한 결측 비율에 따라서 

30개의 서로 다른 집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앞선 방식으로 생성된 1-1~17-

4의 집합 번호 뒤에 1~30의 부번호를 붙여 구분하기로 한다. 

 

4) 검증집합의 기술적 분석 

검증집합들의 특징을 값들의 기초통계량과 분포, 시계열적 변화 등으로 

기술 분석하였다. 검증집합 별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추이는 상승, 하강, 정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각 시계열에서 특별한 주기성은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4-4]). 농도의 변이는 변동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0.18~0.61로 

나타나 다양한 변동이 포함된 자료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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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별 농도를 보면, 7개 집합은 평균 농도가 50μg·m-3미만10이고 10개 

집합은 50μg·m-3를 초과하였다. 대체로 7월과 8월 등 여름철에 측정된 3번, 

4번, 13번, 17번 집합의 평균 농도가 더 낮은 반면 3월~5월 등 봄철의 농도는 

더 높다. 한편 모든 검증집합에서 농도의 중앙값과 평균의 차가 1μg·m-3 

내외로 작았고, 값의 분포는 각 집합의 농도 분포에 대해 샤피로-

윌크(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유의확률 0.001(0.1%) 

미만으로, 모두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검증집합 별 농도 변화 추이가 측정소 별로 유사한지 조사하기 

위하여 시계열 비유사성 측도인 CORT(Chouakria and Nagabhushan, 2007)를 

이용하였다([수식 4-18]). 

 

 
CORT(S1, S2) =

∑ (𝑢𝑖+1 − 𝑢𝑖)(𝑣𝑖+1 − 𝑣𝑖)𝑝−1
𝑖=1

√∑ (𝑢𝑖+1 − 𝑢𝑖)2𝑝−1
𝑖=1

√∑ (𝑣𝑖+1 − 𝑣𝑖)2𝑝−1
𝑖=1

 [수식 4-18] 

 

[수식 4-18]은 상관계수 식을 시계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시계열 상관과 값의 변동 모두를 고려한 시계열들 간의 비유사도를 측정한다. 

S1과 S2는 서로 다른 시계열이고, 𝑢𝑖, 𝑣𝑖는 각각 S1과 S2의 i번째 측정점이다.  

<표 4-4>의 mCORT 열의 값들은 검증집합 내에서 측정소들 간의 농도 

시계열들의 추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다른가를 나타낸다. mCORT는 CORT의 

평균값을 측정소 별 농도 범위의 평균(mean of ranges)으로 나누어 검증집합 

안에서 측정소들의 시계열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한다. [수식 4-19]의 분모에서 

n은 54개 측정소 자료를 이용하므로 𝑛 = 54이고, CORT를 모든 측정소들이 

이루는 겹치지 않는 1,431쌍( C54 2 =
54×53

2
)에 대해서 계산한 뒤 그 평균을 

취했다.  

 

                                                           
10 50μg·m-3은 국제보건기구(WHO)가 정한 미세먼지 농도의 24시간 평균 권고 기준

치로서 건강영향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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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ORT =

1
𝑛(𝑛 − 1)

∑ CORT(S𝑘, S𝑙)𝑛
𝑘≠𝑙

1
𝑛

∑ [max(𝑆𝑖) − min(𝑆𝑖)]𝑛
𝑖=1

 [수식 4-19] 

 

CORT가 시계열의 변화방향과 산포를 모두 고려하므로, 장소에 따른 시간적 

변동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하여 측정소들의 측정값들이 서로 동조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검증집합의 특성을 해석하면, mCORT가 1 

미만인 집합들에서는 대체로 측정소들 간의 동조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8]의 8번, 15번, 9번 검증집합 패널에서 각 측정소 별 농도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회색 선이 추세선에 가깝게 분포한다. 또한 mCORT가 1보다 

커질수록 측정소들이 각각의 고유한 농도 변화 추이를 나타내어 변화의 

공간적 국지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mCORT가 큰 16번, 3번, 1번 집합에서는 각 

측정소의 농도가 각각의 고유한 변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4-8]).  



 

 
54 

<표 4-4> 검증자료 집합 일람과 요약통계량 

(농도의 최소, 중위, 평균, 최대, 표준편차의 단위는 μg/m3) 

 

번호 시작일시 종료일시 길이(시간) 최소 중위 평균 최대 범위 표준편차 변동계수 mCORT 

1 12/31/2010 15:00 01/01/2011 15:00 25 22 49 49.48 94 72 11.78 0.24 1.61 

2 03/12/2011 15:00 03/13/2011 22:00 32 26 64 65.71 146 120 16.40 0.25 1.58 

3 07/16/2011 02:00 07/17/2011 07:00 30 1 17 17.77 69 68 8.31 0.47 1.93 

4 08/14/2011 14:00 08/15/2011 19:00 30 9 49 48.81 104 95 14.67 0.30 0.88 

5 01/22/2012 09:00 01/23/2012 20:00 36 6 31 31.26 74 68 8.70 0.28 1.53 

6 03/03/2012 20:00 03/05/2012 01:00 30 2 17 17.61 63 61 6.34 0.36 1.33 

7 03/09/2012 20:00 03/11/2012 17:00 46 5 36 39.06 91 85 17.27 0.44 0.91 

8 03/24/2012 21:00 03/25/2012 22:00 26 10 42 55.61 185 175 33.80 0.61 0.28 

9 05/04/2012 23:00 05/07/2012 10:00 60 24 61 71.54 219 195 31.06 0.43 0.77 

10 02/02/2013 16:00 02/03/2013 15:00 24 5 27 28.00 59 54 8.56 0.31 1.37 

11 02/23/2013 16:00 02/25/2013 01:00 34 4 47 47.99 110 106 16.47 0.34 0.99 

12 05/12/2013 09:00 05/13/2013 10:00 26 55 103 102.80 177 122 18.13 0.18 1.44 

13 07/06/2013 09:00 07/07/2013 10:00 26 29 65 66.17 119 90 14.41 0.22 1.36 

14 02/22/2014 16:00 02/24/2014 11:00 44 51 107 112.46 269 248 29.54 0.26 1.15 

15 04/06/2014 10:00 04/07/2014 11:00 26 17 60 56.61 115 98 18.71 0.33 0.73 

16 04/12/2014 23:00 04/14/2014 09:00 35 40 76 78.51 135 95 14.34 0.18 2.21 

17 07/12/2014 13:00 07/14/2014 03:00 39 22 59 59.85 119 97 13.26 0.2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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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검증집합 별 미세먼지 농도의 시계열 변동 

검증집합 별 시작/종료일시에 관한 세부정보는 <표 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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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별 실험 결과 

 

 

1) 결측 비율 별 대치 결과 

 

먼저 최대 시차를 6시간으로 고정하고 대치 횟수를 10회로 하여 결측 

비율을 측정소 별로 2010년-2014년에 나타난 수준(As data)과, 5%, 10%, 20%, 

30%로 두어 실험하였다. 결측 대치의 오차는 결측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측 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RMSE의 

상승폭이 작아진다([그림 4-9], [그림 4-10]). 

모든 집합에서 2010-2014년 측정 자료의 경험적 결측 비율을 적용한 

자료에서 평균 오차가 가장 작았다. 이는 [그림 4-6]에서 보듯이 평균 결측 

비율이 3% 수준으로 다른 결측 생성 조건에 비해 결측 비율이 더 낮기 

때문이다. 다만 측정소 별로 결측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 시행에 따른 

오차의 변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6번 집합을 제외한 모든 집합에서 결측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각 

시행에서의 오차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앞서 관찰된 오차 

상승폭 감소 경향과 함께 볼 때, 시공간 자료에서의 결측치가 자료의 시공간 

구조를 변화시키지만 결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구조가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표 4-4>에서 나타나는 각 집합의 특성을 함께 놓고 볼 때, 측정소 별 

시계열 패턴이 상이할수록 결측 비율에 대한 예측 성능의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1, 2, 3, 5, 10, 12, 16번 집합 등 mCORT가 큰 집합에서는 

5%에서 20%로 결측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RMSE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8, 

9, 14, 15번 집합 등 측정소들 간의 동조성이 높아 mCORT가 작은 집합에서는 

결측 비율이 상승하더라도 RMSE의 상승이 미미하게 나타난다. 

 

  



 

 
57 

 

[그림 4-9] 결측 비율 및 재표집 횟수 별 대치 결과의 RMSE (1) 

가로 방향의 패널은 각각 재표집 횟수 3회, 5회, 10회, 세로 방향으로 검증집합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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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결측 비율 및 재표집 횟수 별 대치 결과의 RMSE (2) 

세로 방향으로 검증집합 10-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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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재표집 횟수 별 30회 대치 결과의 평균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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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표집 횟수 별 대치 결과 

 

재표집 횟수에 따른 대치 결과로부터 재표집을 수행했을 때 모형의 학습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실험에서는 재표집 횟수에 따른 

오차를 비교하고자 하므로 베리오그램 적합 시 최대 시차를 6시간으로 

설정하였고, 30회 결측을 생성한 자료에 대하여 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4-5> 단일대치 RMSE 대비 재표집 횟수 별 RMSE의 감소 비율 

단위: %, 최대 감소 비율에 강조 표시 

집합 
재표집 횟수 

3회 5회 10회 

1 7.38 7.54 6.56 

2 1.65 2.40 1.79 

3 2.73 1.64 0.93 

4 5.00 4.83 4.02 

5 11.36 9.71 5.70 

6 4.68 4.15 2.45 

7 2.55 3.13 1.70 

8 3.99 3.67 3.46 

9 2.25 2.55 1.24 

10 7.08 6.81 5.21 

11 1.07 1.66 1.10 

12 1.32 1.19 0.74 

13 0.88 1.37 1.28 

14 1.04 1.85 0.87 

15 3.98 3.53 1.32 

16 1.54 1.26 0.66 

17 5.97 6.43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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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재표집 횟수가 줄어들면서 결측 대치 정확도가 향상되어 

크리깅 모형에서 재표집을 수행할 때 정확도가 향상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그림 4-11]). 30회 대치 결과 RMSE의 평균을 비교하여 효과를 

계산하면, 단일대치 사례에서의 RMSE에 대한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최소 

0.66%(15번 집합, 10회 재표집 시)에서 최대 11.36%(5번 집합, 3회 재표집 

시)으로 나타나 학습의 효과가 집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재표집의 

대치 정확도 향상 효과는 재표집을 3회 또는 5회 시행할 때 크게 나타났다. 

재표집 횟수가 10회일 때에는 대치 정확도 향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RMSE의 감소 비율이 11번 및 13번 집합을 제외한 15개 

집합에서 가장 낮았다(<표 4-5>). 

 

 

 

2) 베리오그램 적합 최대 시차 별 대치 결과 

 

이 실험에서는 시간 범위를 조절함에 따라 추정 결과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경험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탐색하고 크리깅에 필요한 

이론적 시공간 베리오그램을 적합할 때, 최대 시차로 시간적 의존성에 대한 

정보량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시차를 조절할 때 대치값의 오차가 

낮아진다면 시간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최대 시차는 4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총 9시간에 대해 

비교하였다. 단, 나머지 조건은 5회 재표집, 결측 생성 비율 5%로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실험 결과, 최대 시차를 늘여 시간 정보를 더 확보하더라도 모형 

정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2]). 확인을 

위하여 최대 시차 별로 각 30회 시행한 결과의 RMSE들에 대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시행 집합의 

평균 RMSE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치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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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베리오그램 적합 시 최대 시차에 따른 대치 결과의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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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는 크리깅에서 베리오그램을 이용하여 선형 가중치를 구하는 

특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시공간 베리오그램에서 거리와 시차가 커짐에 

따라 가중치는 빠르게 감소한다. 따라서 최대 시차를 조절하더라도 실제 

추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거리-단시차의 베리오그램 값이 

유지되므로 최대 시차가 RMSE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이웃 비율 별 대치 결과 

 

시공간 크리깅에서 이웃 비율은 공간과 시간 각 차원에서 배열된 자료 

점의 일부만을 취할 때 사용된다(Gräler et al., 2016). 이웃을 판정할 때에는 

제3장에서 설명한 시공간 이방성 비율을 이용해서 시차를 거리로 환산한 후, 

거리에 따른 k-최근접이웃법(k-Nearest Neighbor)을 이용한다. 전체 자료 

점을 이용하지 않고 근처의 점들만을 이용하여 추정하면 추정치가 대체로 

강건(robust)해지며, 추정 시간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Rennen, 2009).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이웃 비율을 조절하여 결측 

대치를 수행한 결과 추정치의 오차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확한 대치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한다. 

이웃 비율은 실험 설계 단계에서 측정소 수를 기준으로 100%(54개)와 

75%(41개), 50%(27개)의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였으나, 실제 실험 과정에서 

50%를 적용하였을 때 행렬 연산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50% 조건에서는 일부 시행에서만 결과를 얻게 되므로, 다른 조건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어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웃 비율을 줄였을 때, 계산 효율성은 높아지면서도 대치값의 정확도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그림 4-13]). 이 결과로부터 시공간크리깅 

추정에서 이웃 비율을 줄여 추정을 국지화하더라도 결과의 정확성이 

유지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다만 추정을 지나치게 

국지화하면 본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지화가 유효한 비율에 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4 

 
 

[그림 4-13] 이웃 비율 조정에 따른 대치 결과의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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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 모형의 유효성 평가 

 

전술한 실험 결과로부터 시공간 크리깅을 이용한 결측 대치 시에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매개변수에 대한 대치 정확도의 민감성을 분석하였다. 이 

목에서는 시공간 크리깅 기반 결측대치 모형이 유효한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 결측 알고리즘들과 비교한다. 이전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결측대치 

결과들의 정확도 지표를 이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보인다. 

개별 검증집합의 RMSE를 놓고 볼 때 시공간 크리깅 기반 

결측대치모형은 선형 대치모형에 비해서 더 정확하였고,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그림 4-18], <표 4-6>). 한편 RMSE의 

산포는 결측 대치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산포의 크기는 결측대치 

성능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고, missForest, 시공간 크리깅([그림 4-18]에서 

ST-Kriging으로 표기), MICE 순으로 산포가 점차 높아졌다. 

한편 1번 집합과 2번 집합에서는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 결과 중 

일부가 특정 결측 패턴에서 높은 오차를 보였다. 이는 비단 결측 비율뿐 

아니라 결측된 장소와 시점의 복합적인 효과가 모형 적합과 결측대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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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알고리즘 별 대치 결과의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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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검증집합 및 대치 알고리즘 별 RMSE의 요약통계량 

*ST-Kriging: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 

집합 알고리즘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1 
ST-Kriging 8.18 4.56 14.56 2.25 
missForest 5.82 4.34 8.73 1.02 
MICE 13.80 10.35 17.57 1.94 

2 
ST-Kriging 11.75 6.44 17.22 2.79 
missForest 8.34 6.79 10.07 0.92 
MICE 22.17 18.59 28.46 2.70 

3 
ST-Kriging 6.34 3.61 9.43 1.42 
missForest 5.01 3.75 7.39 0.77 
MICE 10.26 6.98 13.97 1.71 

4 
ST-Kriging 8.46 5.44 13.43 1.74 
missForest 7.27 5.69 8.58 0.78 
MICE 17.87 15.16 22.88 1.87 

5 
ST-Kriging 6.05 4.18 9.52 1.01 
missForest 4.55 3.45 6.18 0.66 
MICE 10.97 9.42 13.53 1.23 

6 
ST-Kriging 4.41 3.25 5.86 0.75 
missForest 3.81 2.75 5.08 0.53 
MICE 8.12 5.30 11.44 1.25 

7 
ST-Kriging 8.70 5.64 11.94 1.70 
missForest 6.90 4.93 9.33 1.13 
MICE 21.64 17.84 25.43 1.76 

8 
ST-Kriging 10.98 5.70 17.46 3.33 
missForest 7.84 5.43 11.67 1.44 
MICE 45.90 34.33 59.77 5.73 

9 
ST-Kriging 12.93 8.23 16.95 2.33 
missForest 8.63 6.15 14.68 1.61 
MICE 43.07 36.88 48.78 3.45 

10 
ST-Kriging 6.15 3.74 10.62 1.46 
missForest 4.90 2.98 6.40 0.89 
MICE 10.27 8.38 12.46 1.25 

11 
ST-Kriging 9.99 5.92 15.66 2.02 
missForest 7.54 5.57 9.93 1.23 
MICE 21.87 17.31 28.86 2.51 

12 
ST-Kriging 10.74 5.05 17.12 3.09 
missForest 6.60 4.91 7.85 0.84 
MICE 26.36 19.31 35.61 3.61 

13 
ST-Kriging 9.20 6.62 14.87 2.01 
missForest 7.60 5.85 10.58 1.18 
MICE 19.18 14.26 24.40 2.59 

14 
ST-Kriging 16.11 8.25 26.16 4.10 
missForest 8.86 6.41 11.55 1.25 
MICE 36.01 29.81 41.63 3.21 

15 
ST-Kriging 8.33 4.75 13.02 2.23 
missForest 6.07 4.62 9.25 1.16 
MICE 22.29 15.42 27.94 3.26 

16 
ST-Kriging 11.93 7.72 16.32 2.20 
missForest 7.79 6.08 9.78 0.93 
MICE 18.64 13.83 20.77 1.68 

17 
ST-Kriging 8.99 6.71 12.11 1.38 
missForest 6.48 5.10 7.62 0.66 
MICE 16.85 13.35 19.1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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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치 결과 해석과 토의 

 

대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표집 기반의 시공간 크리깅 

방법은 시공간 자료의 결측 대치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모델을 설계할 때 자료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시공간 크리깅 방법은 원자료를 복원하는 데 

비모수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시공간자료 분석과 모델링에서 시공간자료에 내재된 고유의 의존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두 번째 측면은 자료 고유의 구조를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유용성에 있다. 시공간 크리깅의 도구인 시공간 

베리오그램은 자료에 내재된 구조를 변이로 요약하여 시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제안된 모형은 작동 방식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계학습 방법에 비해서 모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시공간적 맥락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표 

4-6>을 보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대치값의 산포가 더 낮고 정확도도 더 

높다. 그렇다면 자료의 유사성을 고려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공간과 

시간이 결측치 추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공간 모형은 일반적 

통계모형과 달리 시공간적으로 고유한 의존성을 반영함으로써 모형의 결과를 

개선하여 특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만약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시공간 

데이터에 적용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시공간적인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차후 연구에서 결측 대치와 같은 자료의 구조적 복원이나 일반적 기계학습 

알고리즘 용례와 같은 예측 등을 수행할 때 시공간적 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 결과는 따라서 

시공간자료에서 시공간적 의존성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시공간적 의존성 외의 자료 속성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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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집합 8-3-1의 결측 생성 후 시공간큐브 

 

 

 
[그림 4-16] 집합 8-3-1의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 오차의 시공간 분포 

재표집 횟수: 5회 

범례에서 ‘[]’ 기호는 폐구간(≥, ≤), ‘()’기호는 개구간(>, <)을 의미 

구간표시 옆 숫자는 해당 구간에 속하는 원소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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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집합 16-3-1의 결측 생성 후 시공간큐브 

 
[그림 4-18] 집합 16-3-1의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 오차의 시공간 분포 

재표집 횟수: 5회 

 

측정소 별 결측대치 결과의 시공간 패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간 큐브를 탐색하였다([그림 4-15]-[그림 4-18]). mCORT가 가장 낮았던 

8번 집합과 가장 높은 16번 집합에서 무작위하게 10%씩을 결측시킨 결과를 

각각 뽑아 시각화한 결과가 [그림 4-15]와 [그림 4-17]에 제시되었고, 각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결측 위치는 결측대치 오차를 시각화한 [그림 

4-16]과 [그림 4-18]에서 색상으로 표시된 위치에 대응한다. 두 집합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간과 시간 차원에서 외곽에 있는 결측대치 결과에서 오차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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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시공간적인 경계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공간 큐브에서 외곽에 있는 점일수록 큐브 중심부에 위치한 

점에서보다 근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재표집 횟수와 결측 비율에 따른 대치 정확도 평가 결과는 시공간 

자료에서 결측치의 영향에 대한 해석과 결측대치 모형의 적용 모두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 먼저 결측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대치 정확도의 분산이 재표집 

횟수에 무관하게 점차 작아졌다([그림 4-11]). 이는 시공간 자료에서의 결측 

비율이 상승하면서 자료의 시공간적 의존 구조가 점차 왜곡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제안된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케일 의존성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공간 크리깅 모형을 설계할 때 적용한 

조건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측정소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분리거리를 일괄적으로 1,000m로 설정하였다. 이 때 분리거리가 더 

작으면(예컨대 500m이면), 최초 분리거리의 베리오그램 값이 다음 

분리거리에서의 베리오그램 값에 비해 매우 커진다. 그러나 극단값을 

제외하면 분리거리를 1,000m로 했을 때보다 상한이 비교적 잘 나타나며, 

전반적인 베리오그램 값들의 경향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19]). 이로부터 시공간 크리깅 모델링에서 작은 스케일에서의 예외적인 

공간적 변이가 전반적인 모형 적합 과정과 결측대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베리오그램이 스케일 의존성에 취약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공간 크리깅에서 모수적인 베리오그램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모수적 함수를 적합할 때 총제곱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므로, 베리오그램에 

극단값이 있으면 적합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큰 변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적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예컨대 비모수적인 방법으로써 부분선형모형(piecewise linear 

model) 기반의 베리오그램 적합 방법(Shapiro and Botha, 1991)이나 시공간 

계층모델, 그리고 베리오그램 모수를 분포로 다루는 베이지안 방법(Cressie 

and Wikle, 2011; Montero et al., 2015)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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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간격(bin) 설정에 따른 공간 경계 베리오그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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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시공간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측치는 자료의 시공간적 단절을 야기하여 

시공간 분석의 과정과 결과 전반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공간 자료의 

결측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치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공간 자료의 

결측치를 대치하는 방법으로서 통계적 학습 방법론과 시공간 크리깅 모형을 

통합한 결측대치 모형을 제안하였다. 통계적 학습 방법론은 표집 전체를 

이용하여 모형을 적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의-분산 간 교환관계를 

반영하여 모형의 일반화를 도모하며, 결과적으로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시공간 모형 크리깅에 관한 학습 방법론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학습의 가능성을 모의 자료를 이용해 실증하고, 

서울특별시 일대 측정소에서 2010년-2014년의 5년 간 측정된 시간별 

미세먼지 자료를 이용하여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모형을 현실 

상황에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가 제안한 재표집 

기반 시공간 크리깅 결측대치 모형으로 재표집을 통한 시공간모형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였다. 재표집을 3-10회 시행한 결과, 3회 또는 5회 재표집한 

결측대치 결과에서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측된 집합을 재표집하여 

시공간 크리깅을 수행한 결측대치 결과는 결측된 집합 전체를 이용하여 

결측대치를 수행했을 때의 결과보다 정확도 지표 상 최소 1%에서 최대 

11%까지 향상되어 학습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접근은 

결측대치 모형으로서 시공간 자료의 결측치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존 결측 대치 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시공간 크리깅 기반 

결측대치 모형은 선형의 MICE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missForest 알고리즘에 상당하는 수준의 대치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로부터 자료에 내재된 시공간 구조를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일반 

결측 대치 알고리즘에 비하여 대치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 크리깅이 자료의 변이 구조를 베리오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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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화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베리오그램을 통해 시공간적 

의존성을 설명하면서 재표집법으로 대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설명 

모형과 결측대치 모형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셋째, 서울특별시 근방에서 미세먼지 농도의 시간적 변이가 시공간적 

변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자료를 

이용하여 시공간 모형을 수립할 때에는 장기적 모형보다는 단기적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기 모형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변이가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나므로 모델링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세밀한 수준의 변이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크리깅에 이용되는 가중치는 

단거리-단시차 구간에서 크므로, 국지-단기모형의 유용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결측대치 과정에서 베리오그램 계산 시 최대 시차가 길어지더라도 

결측대치 결과의 정확도 차이가 작았던 결과로부터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특정 자료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 시공간 모형의 

학습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학습이 가능했던 원인을 통계적 학습 이론에 

의해 엄밀하게 규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공간 크리깅에서 

모형의 학습을 통해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는 경로에 대한 수리적 증명이 

요청된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론이 일반 시공간자료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결측대치 결과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시공간 모형의 결과가 보인 정확도에 비해서 근소하게 

높았다는 점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시공간자료 고유의 의존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크리깅 방법론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모수적 방법의 시공간 크리깅 외에 근래의 

베이지안, 비모수 접근, 대규모 자료에 대한 효율적 크리깅 알고리즘 등을 

도입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서울 근방의 비교적 

작은 지역의 자료만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더 넓은 지역 

스케일에서 유효한지 확대 검증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몇 가지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의 기여점이 있다. 

첫째로 시공간 크리깅 방법론을 통계적 학습과 접목하고 그 효과를 

실증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에서 시공간 모형의 유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지리학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온 결측치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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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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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of an imputation model by 

resampling-based spatio-temporal kriging and 

its implication  
-for 2010-2014 particulate matter (PM10) data in Seoul, Korea 
 

Insa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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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issing values in spatio-temporal data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either descriptive or inferential statistical 

analysi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concern for missing values of spatio-

temporal data. In this study, we proposed an imputation model incorporating 

spatio-temporal kriging and resampling method to impute missing values in 

spatio-temporal data and applied the model to the measurement data of 

particulate matter between 2010 and 2014. To construct the imputation model, 

we have reviewed the general theory of kriging and its spatio-temporal 

extension, methodologies for missing data, and statistical learning theory. We 

found the feasibility of learning of spatio-temporal kriging model which has 

not been examined. The imputation model by resampling-based spatio-

temporal kriging was designed, and experiments for examination of model 

applicability were conducted to two simulated datasets. The proposed 

resampling-based model shows the improvement in imputation accuracy 

compared to the model without resampling. The results from the simulation 

not only have given the evidence for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but 

have shown the effectiveness of resampling technique on the performance 

enhancement of spatio-temporal kriging model. 



 

 
83 

The model was applied to the particulate matter data which were 

measured at 54 monitoring stations for five years (2010-2014) near Seoul, 

Republic of Korea. To test the possible accuracy of the imputation model, we 

extracted 17 complete spatio-temporal subdataset which covers the 

measurements without missing longer than 24 hours. By using those 

subdatasets, missing values were generated randomly with five different 

proportions for 30 times. We evaluated and compared the results by the 

performance measure after having imputed the generated missing values. 

Also, to demonstrate the relevance of the proposed model, two algorithms 

such as a linear imputation model MICE (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and a tree-based missForest are employed and then their 

imputation accuracies have been compared in parallel.   

Ke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ampling-based 

spatio-temporal kriging imputation model outperformed the spatio-temporal 

kriging model with the whole dataset with missing values. The performance 

gain was measured as 11% at maximum and 1% at the minimum compared 

to the model without resampling. Additionally, the improvement was 

observed at 3-fold or 5-fold resampling. As the effect of learning spatio-

temporal kriging model was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ful to treat missing values in spatio-temporal datasets.   

Second, imputation results by the resampling-based spatio-temporal 

kriging model have shown the comparable performance to missForest 

algorithm regarding accuracy measure. With this result, the usability of the 

proposed model can be emphasized by the fact that the feature of the model 

encompassing the intrinsic spatio-temporal dependency in the spatio-

temporal dataset contributes to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data. Also, the 

spatio-temporal variogram, which is either as the parameter of spatio-

temporal kriging or as a structural analysis tool, provides the advantage on 

two aspects of the proposed model-explanation and prediction. It depends on 

the properties of spatio-temporal variogram, which visualize the variability 

structure embedded in the spatio-temporal dataset and parametrize the spatio-

temporal weights for estimation of unknown or missing values. However, it 

should be investigated further how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have been 

reflected the machine learning based imputation algorithm such as miss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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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imputation accuracy of this model was slightly 

behind that of missForest algorithm.  

The original contributions of this study can be suggested that it revisited 

the issues on missing values in spatio-temporal data, to which one has not 

illuminated recently, and also examined the feasibility of learning of spatio-

temporal kriging with the empirical case. Given such sugges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ampling-based spatio-temporal kriging imputation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may be applied to deal with the missing data problem 

in spatio-temporal data. 

 

Keywords: Spatio-temporal Kriging, Missing data, Imputation, Statistical learning, 

Resampling, Particulat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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