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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해상도 격자 단위 기후정보는 농업, 관광학, 생태학, 질병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 요인이다. 고해상도 기후정보는 동적 모형과 통계적 모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통계적 모형은

동적 모형에 비해 계산 시간이 저렴하여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기후자료 생성에 주로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월에 관측된 일 평균기온자료를 토대로 통계적 모형의 일 평균

기온을 생성하였다. 통계적 모형으로 선형모형을 기반으로한 일반선형모형, 일반화가법모형, 공간선

형모형, 베이지안공간선형모형을 고려하였다. 예측성능평가를 위해 60개소의 지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일 평균기온을 모형적합 자료로 사용하여 352개소의 자동기상관측의 일 평균기온을 검증하였다. 평

균제곱오차와 상관계수를 보면 베이지안공간모형의 예측성능이 다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

였다. 최종적으로 1km×1km 격자단위일평균기온지도를생성하였다.

주요용어: 공간선형모형, 교차검증, 일반화가법모형, 통계적보간법.

1. 서론

최근 원격센서를 통한 측정기술과 컴퓨터의 발전은 고해상도 지형정보를 활용한 격자 단위 기후정보

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고해상도 격자 기후정보는 농업, 관광학, 생태학, 질병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성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Daly 등, 2002; Daly 등, 2003). 기후자료

의 융복합 연구를 위해선 관측된 기후자료로부터 고르게 분포된 격자 단위 기후정보 생성이 필요하다.

기상관측소에서 수집된 기후정보의 시계열모형을 통한 미래의 기후정보 예측도 중요하지만 (Lee, 2014;

Lee, 2015) 관측되지 않은 격자 단위 기후정보가 여러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해상도격자단위기후정보를생성하기위한스케일상세화기법은크게동적모형과통계적모형이있

다 (Ahn 등, 2012). 동적 모형은 산지효과와 같은 물리적요소에 대한 대기과정을 현실적으로 모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한 계산 시간과 방대한 저장 공간이 요구되고 지정된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기후를 모의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통계적 모형은 관측된 기상정보만으로 격자 기후

정보를생산하므로동적모형에비해상대적으로계산부하가작고모델앙상블전망을통해예측의불확

실성을평가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고해상도격자단위기후정보를생산하

는데주로이용된다 (Brunetti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정보를 입력변수로 활용

한 통계적 모형을 통해 1km× 1km 격자 단위 일 평균 기후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Kim 등 (2012)에 따르면 남한에 설치된 76개의 지상관측소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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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S)와 450개의 자동기상관측소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에서 얻은 기상관측자료를 통

해 약 12km의 격자 단위 기후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격자 단위 기후정보는

다른 분야와 융합되어 활용되기에는 해상도가 충분하지 않아 스케일상세화가 필요하다. 격자 단위 기

후자료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격자점과 관측지점 간 거리를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첫번

째 방법은 격자점과 관측지점간 거리만의 함수로 기상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역거리가중법 (inverse

distance weighting method; IDW), 근거리법 (nearest neighbour method) 등이 있다. 두번째 방법

은 격자점과 관측지점간 거리에 지형학적 요인을 반영한 방법으로 Hypsometric 기법 (Ahres, 2012),

PRISM (parameter-elevation regressions on independent slopes model; Daly 등, 1994), 공간선형모

형 (spatial linear model), 베이지안공간선형모형 (Bayesian spatial linear model) 등이 있다. 이 외에

도일반선형모형 (Jeong 등, 2012), 인공신경망 (Tolika 등, 2007), 정준상관분석 (Skourkeas 등, 2010),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Park 등, 2008), 서포트벡터모형 (Moon 등, 2014) 등의통계적모형이

고해상도격자단위기상정보생성에활용되었다.

선형모형을 기반으로 한 통계적 모형은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 모형으로 다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지형학적 요인이 기후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모형을 기반으로

한 통계적 모형으로 일반선형모형, 일반화가법모형, 공간선형모형 그리고 베이지안 공간선형모형을 고

려하여 고해상도 격자 단위 기후정보를 예측하고 그 예측성능을 비교하였다. 2절에서 선형모형 기반의

통계적 모형을 설명하고 3절에서 통계적 모형간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4에서 분석결과에

대한결론을제시하였다.

2. 연구자료와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본 연구에 이용된 일 평균 기온자료는 기상청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관측된 1월 자료

를 사용하였다. 기상청에서는 1973년부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약 60개소의 ASOS에서 기상 관측

을 시작하였고, 1990년 후반부터 352개의 AWS을 추가로 설치하여 한반도 전역의 기상자료를 수집하

고 있다. 격자 단위 기후정보의 검증 기간은 10년으로 설정하여 통계적 모형의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Im과 Ahn, 2011). 모형 평가를 위해 60개의 ASOS를 모형 적합자료로 이용하고, 352개의 AWS를 모

형검증자료로사용하였다 (Ahn 등, 2014).

Figure 2.1 The location of stations and topography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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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모형의 독립변수로 이용된 지형 자료는 위도, 경도, 고도이다. 격자 단위의 지형정보는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EROS (Earth resources observation and science) 센터에서생산

된 약 1km 해상도의 전 지구 표고자료 (Global 30-arc second elevation data set; GTOPO30)에서 얻

어진 DEM (Degital elevation Model)으로부터 구하였다 (Figure 2.1). 한반도의 지형은 삼면이 바다

로둘러싸여있고대체로동쪽이높고서쪽이낮은동소서저의특징을보인다.

2.2. 일반선형모형

일반선형모형 (general linear model; GLM)은 회귀모형 (regression model)이라고도 불리며 종속변

수 Y에 대해 p개의 독립변수 Xl의 가법적 선형모형이다. 여기서 l = 1, · · · , p는 고려된 독립변수의 수
를의미한다. 종속변수는다음과같은식으로표현되며오차항은평균이 0이고분산이 σ2인정규분포를

따른다.

Y = β0 +

p∑
l=1

βjxj + ϵ, ϵ ∼ N(0, σ2). (2.1)

모수의 추정치인 β̂와 σ̂2는 최소제곱추정법 또는 최우추정법을 통해 쉽게 얻어진다 (Chatterjee와

Price, 1977).

2.3. 일반화가법모형

일반화가법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은 지수분포족 (정규분포, 이항분포, 지수분

포, 감마분포 등)을 따르는 종속변수의 가법적 비선형모형이다 (Hur, 2014). 일반선형모형과 유사하

지만
∑p

l=1 βjxj가
∑p

l=1 fj(xj)로 변경되고 여기서 fj는 각각 x1, · · · , xp의 매끄러운 비선형 변환 함

수(smooth nonlinear transform function)이다. 따라서 GAM은 일반화선형모형의 일반화 형태를 지

닌다.

Y = f0 +

p∑
l=1

fj(xj) + ϵ, ϵ ∼ N(0, σ2). (2.2)

GAM에서의 변환함수는 regression spline 알고리즘, backfitting 알고리즘, local scoring 알고리즘

등을통해추정할수있다 (Hur, 2014). 본연구의변환함수는 R 프로그램의 “mgcv” 팩키지의 gam 함

수와 regression spline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되었다 (Wood, 2011). 또한, 기상관측소의 거리는 위도와

경도를모두고려하여계산하였다.

2.4. 공간선형모형

공간선형모형 (spatial linear regression model; SLM)은 가우시안회귀모형 (Gaussian process re-

gression model) 또는 크리깅 (Kriging)이라고도 불리며 관측소 간 공간적 상관성이 반영되었다 (Jung

등, 2008).

Y (s) = xt(s)β + w(s) + ϵ(s). (2.3)

종속변수 Y (s)는 평균함수인 xt(s)β와 공간적 상관성을 설명하는 w(s), 그리고 공간적으로 설명되

지않은순수오차 ϵ(s)로설명된다. 여기서 s는기상관측소의지형학적위치이다. w(s)는가우시안확률

과정을 따르며, 거리모수인 φ와 규모모수 σ2로 구성되어진다. 순수오차는 너겟효과 (nugget effect)인

τ2를통해관측값과예측값사이의부드러움을의미한다. 거리에따른공간성을설명하는가우시안확률

과정을구성하는분산공분산행렬은 ∑
= σ2H(φ) + τ2I

Hij = ρ(si − sj ;φ) = exp

(
−

d∑
k=1

φk|si − sj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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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관함수 ρ로 설명된다. 공간선형모형의 상관함수 ρ는 3차원의 관측소 지형정보 위도, 경도, 고

도)의거리로구성하였고너겟효과는 0으로고정하였다.

새로운지점 s0의예측치 Ŷ0는새로운지점 s0와기존지점 s의거리벡터 (r0 = (ρ(s0−s1), · · · , ρ(s0−
sn))

t)를통해다음과같이계산된다.

Ŷ0 = E(Y0|Y) = xt(s0)β̂ + rt0
∑

−1(Y − x(s)tβ̂)

여기서 β̂ = (x(s)t
∑−1x(s))−1x(s)t

∑−1Y이다.

공간선형모형의 모수는 R 프로그램의 “DiceKriging” 패키지의 km 함수를 이용하여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Park과 Baek, 2001; Roustant 등, 2012).

2.5. 베이지안 공간선형모형

베이지안 공간선형모형 (Bayesian spatial linear regression model; BSM)은 SLM을 베이지안 기법

을 통해 계층적으로 접근하였다. θ = (β, σ2, τ2, φ)T를 공간선형모형을 구성하는 모수의 집합으로 본다

면, 사후분포 p(θ|y) ∝ f(y|θ)p(θ)는사전분포 p(θ)와우도함수로얻을수있다. 여기서 f는우도함수이

다. BSM은다음의단계를통해모형화된다.

단계 1. 자료모형 (Y |θ, w(s) ∼ N(xt(s)β + w(s), τ2I))

단계 2. 가우시안확률과정모형 (w(s)|σ2, φ ∼ N(0, σ2H(φ))

단계 3. 사전분포 (β, τ2, σ2, φ )

본 연구에서 고려된 사전분포는 균등분포를 따르는 β, 역감마분포를 따르는 σ2와 τ2
그리고 감마분

포를 따르는 φ이다 (Yoon 등, 2015). 모수를 단계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선 주변사후분포가 필요하다.

사후분포에 대한 모의는 마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기법 (Markov chain Monte Carlo)을 통해 기약적

(irreducible), 비주기적 (aperiodic) 마코프연쇄를구축했다 (Benerjee 등, 2004).

새로운 지점 (s0)의 결합예측분포는 사후분포 p(θ|Y, x(s))로부터 구한 사후표본 θ(1), θ(2), · · · , θ(G)

으로부터점근적으로구해진다.

p(Y0|Y, x(s), x(s0)) =

∫
p(Y0|Y, θ, x(s0))p(θ|Y, x(s))dθ ≈ 1

G

G∑
g=1

p(Y0|Y, θ(g), x(s0)).

베이지안공간선형모형의 상관함수는 공산선형모형과 달리 기상관측소의 거리 (위도, 경도)로 구성하

였다. 베이지안 공간선형모형은 총 3,000번 반복수행하였고 R 프로그램의 “spBayes” 패키지의 spLM

함수를이용하였다 (Andrew 등, 2015).

2.6. 평가기준

통계모형의예측성능을평가하기위해 3 가지평가척도 (Wilks, 2011)가고려되었다.

RMSE =

√√√√ 1

Np

Np∑
i=1

(ŷi − yi)2, (2.4)

rBIAS =

Np∑
i=1

yi − ŷi
yi

, (2.5)

CC =
n
∑Np

i=1 yiŷi −
∑Np

i=1 yi
∑Np

i=1 ŷi√
n
∑Np

i=1 y
2
i − (

∑Np

i=1 yi)
2

√
n
∑Np

i=1 ŷ
2
i − (

∑Np

i=1 ŷi)
2

, (2.6)

여기서 yi는 AWS의 관측값이고, ŷi는 AWS의 예측값을 의미한다. Np는 모형검정자료의 수를 의미하

므로 3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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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통계모형의 예측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AWS에서 관측된 일 평균

기온과예측된일평균기온의 RMSE, rBias 그리고상관계수를연도별로살펴보았다 (Table 3.1). 분석

결과는 일별평가척도의 평균이다. 평균적으로 BSM의 RMSE가 1.224로 GAM (1.313), SLM (1.325)

그리고 GLM (1.641)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관계수도 BSM가 0.921로 다른 통계모형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연도별 예측성능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베이지안 공간선형모형이 다른 통계모형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우수하였다. 10년간 일별 평가결과이므로 총 310일 (31일 × 10년) 중 RMSE

기준으로 우수한 통계모형의 빈도는 베이지안 공간선형모형 227일 (약 73.2%), 일반화 가법모형 50일

(약 16.1%), 공간선형모형 33일 (약 10.6%)이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 15일 관측된 한반도 평균기온 자료의 통계모형간 예측값과 관측값의 산점도를

보면 BSM의 산점도가 다른 통계모형에 비해 퍼짐의 정도가 낮았다 (Figure 3.1). 하지만 Table 3.2를

보면 BSM의 계산시간이 다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단점이 있다 (CPU : i7-4930k, RAM :

64G, OS : window8.1 64bit).

Table 3.1 The validation results for daily mean temperature by year

Year GLM GAM SRM BSM

RMSE rBIAS Corr RMSE rBIAS Corr RMSE rBIAS Corr RMSE rBIAS Corr

2003 1.651 0.616 0.832 1.349 0.838 0.903 1.326 0.608 0.903 1.203 0.548 0.925

2004 1.704 -0.027 0.808 1.388 0.122 0.884 1.358 0.026 0.886 1.237 0.069 0.913

2005 1.519 -0.101 0.848 1.303 -0.176 0.898 1.294 -0.238 0.901 1.244 -0.166 0.914

2006 1.488 2.537 0.848 1.317 3.718 0.887 1.244 2.228 0.898 1.15 3.181 0.920

2007 1.687 0.059 0.792 1.373 -0.152 0.871 1.407 -0.140 0.862 1.249 -0.058 0.898

2008 1.431 -0.181 0.862 1.220 -0.220 0.912 1.155 -0.192 0.918 1.109 -0.231 0.928

2009 1.777 -0.046 0.808 1.338 -0.092 0.901 1.378 -0.06 0.893 1.269 -0.109 0.916

2010 1.793 -4.803 0.858 1.276 -4.874 0.934 1.370 -4.617 0.925 1.268 -4.121 0.939

2011 1.828 -0.038 0.847 1.353 -0.064 0.924 1.475 -0.029 0.903 1.354 -0.063 0.926

2012 1.536 -0.085 0.859 1.214 -0.117 0.919 1.247 -0.088 0.912 1.154 -0.116 0.930

Average 1.641 -0.207 0.836 1.313 -0.102 0.903 1.325 -0.250 0.900 1.224 -0.106 0.921

(a) GLM (b) GAM (c) SLM (d) BSM

Figure 3.1 The scatter plot between observed values and predicted values

고해상도 격자단위 기후자료 생성을 위해 모든 기상관측소 (60개+352개=412개)의 위치정보 (위도,

경도, 고도)와 관측된 일 평균기온 자료를 통계 모형에 적합시켜 GTOPO30에서 얻어진 1km 해상도

격자 (위도, 경도, 고도)의평균기온을예측하였다. 예를들어 2007년 1월 15일고해상도 (1km× 1km)

격자 단위 평균기온은 Figure 3.3이다. ASOS와 AWS에서 관측된 평균기온은 고도가 높고 위도가 높

을수록 낮고 해안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며 내륙에 가까울수록 낮다 (Figure 3.2). RMSE와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BSM이 현실자료를 잘 반영하지만 (Table 3.2), GAM과 SLM의 공간적 패턴도 BSM과 유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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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validation result at 15th of January in 2007

2007-01-15 RMSE Corr. Processing time (sec)

GLM 2.151 0.787 0.14

GAM 1.563 0.897 0.20

SRM 1.746 0.866 0.23

BSM 1.455 0.910 8.34

Figure 3.2 The observed mean temperature at 15th of January

(a) GLM (b) GAM

(c) SLM (d) BSM

Figure 3.3 The high resolution map of mean temperature at 15th of January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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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M (b) GAM

(c) SLM (d) BSM

Figure 3.4 The 95 % confidence interval map

예측값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95% 신뢰구간을 표시하면 Figure 3.4이다. SLM과 BSM은 기

상관측소 주변의 신뢰구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GLM과 GAM은 지형학적요인

(위도, 경도, 고도)으로평균기온을예측하므로고도에많은영향을받고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형모형을 기반으로 한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격자 단위 기후자료를 생성하

였다. ASOS에서 관측된 평균기온 자료로 AWS에서 관측된 평균기온 자료를 예측하여 관측된 평균기

온값과 비교한 결과 다른 통계모형에 비해 BSM의 RMSE가 낮고 상관계수가 높았다. 하지만 BSM은

계산시간이 비싼 단점을 지니고 있어 100년 이상의 장기간 고해상도 기후자료 생성을 단시간에 얻고자

한다면 GAM 또는 SLM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통계적 모형을 통한 상세화는 기온 뿐만 아니라 상대습

도, 강수량, 바람세기 등 다양한 기후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 대기중 망간 농도 (Kwon과 Kim, 2016) 또

는이산화질소농도 (Yoon과 Kim, 2016) 예측에활용될수있다.

한반도 고해상도 격자 정보 기후정보에 많이 사용되는 통계적 상세화 기법은 PRISM이다 (Kim 등,

2012; Ahn등, 2014). PRISM에서는위도,경도,고도외에지향면과해양도가고려되어있다. 본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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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생략되었지만, 2007년 1월 15일의 경우 5개의 지형정보를 모두 이용한 통계모형의 RMSE (GLM

: 1.945, GAM : 1.871, SLM : 1.998, BSM : 1.697)는 3개의 지형정보 (위도, 경도, 고도)만 고려된 모

형의 RMSE (Table 3.2) 보다 높았다. 이는 변수선택 알고리즘을 통해 중요 지형정보를 선택이 필요함

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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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y, C., Helmer, E. H. and Quinoñes, M. (2003). Mapping the climate of Puerto Rico, Vieque and Culebra.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23, 1359-1138.
Daly, C., Neilson, R. P. and Phillips, D. L. (1994). A statistical-topographic model for mapping climato-

logical precipitation over mountainous terrain. Journal of applied meteorology, 33, 140-158.
Heo, M. H. (2014). Applied data analysis using R, Free Academy, Paju.
Jeong, D. I., St-Hilaire, A., Ouarda, T. B. M. J. and Gachon, P. (2012). Comparison of transfer functions

in statistical downscaling models for dai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over Canada. Stochastic
environmental research and risk assessment , 26, 633-653.

Jung, J. Y., Jin, S. H. and Park, M. S. (2008). Precipitation analysis based on spatial linear regression
model.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1, 1093-1107.

Kim, M. K., Han, M. S., Jang, D. H., Baek, S. G., Lee, W. S., Kim, Y. H. and Kim, S. (2012). Production
technique of observation grid data of 1 km resolution. Journal of climate research, 7, 55-68.

Kwon, H. J. and Kim, Y. (2016). A statistical prediction for concentrations of Manganese in the ambient
air.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 577-586.

Lee, H. J. (2014).Analysis of statistical models on temperature at the Seosan cit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1293-1300.

Lee, H. J. (2015). Analysis of statistical models on temperature at the Suwon cit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1409-1416.

Moon, H. W., Baek, J. J., Hwang, S. W. and Choi, M. H. (2014). Spatial downscaling of grid precipitation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re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Water Resources Association, 47,
1095-1105.

Park, C. K., Lee, W. S. and Yun, W. T. (2008). Statistical downscaling for multi-model ensemble prediction
of summer monsoon rainfall in the Asia-Pacific region using geopotential height field. 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 25, 867-884.

Park, J. S. and Baek, J. (2001). Efficient computation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ors in a spatial linear
model with power exponential covariogram. Computers & Geosciences, 27, 1-7.

Roustant, O., Ginsbourger, D. and Deville, Y. (2012). DiceKriging, DiceOptim: Two R packages for
the analysis of computer experiments by kriging-based metamodeling and optimization.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51, 1-55.

Skourkeas, A., Kolyva-Machera, F. and Maheras, P. (2010). Estimation of mean maximum summer and
mean minimum winter temperatures over Greece in 2070?2100 using statistical downscaling methods.
Euro Asian J Sustain Energy Dev Policy, 2, 33-44.



Generating high resolution of daily mean temperature using statistical models 1223

Tolika, K., Maheras, P., Vafiadis, M., Flocas, H. A. and Arseni?Papadimitriou, A. (2007). Simulation of
seasonal precipitation and raindays over Greece: A statistical downscaling technique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27, 861-881.

Wilks, D. S. (2011). Statistical methods in the atmospheric sciences, Academic Press, New York.
Wood, S. N. (2011) Fast stable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and marginal likelihood estimation of semi-

parametric generalized linear model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B , 73, 3-36.
Yoon, S., Kim, M. K. and Park, J. S. (2015). Comparison of statistical linear interpolation models for

monthly precipitation in South Korea. Stochastic Environmental Research and Risk Assessment , 29,
1371-1382.

Yoon, S. and Kim, M. G.(2016). Spatio-temporal models for generating a map of high resolution NO2 level.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 803-814.



Journal of the Korean Data & http://dx.doi.org/10.7465/jkdi.2016.27.5.1215
Information Science Society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16, 27(5), 1215–1224

Generating high resolution of daily mean temperature

using statistical models

Sanghoo Yoon1

1Department of Statistics and Computer Science, Daegu University

Received 31 August 2016, revised 21 September 2016, accepted 22 September 2016

Abstract

Climate information of the high resolution grid units is an important factor to

explain the phenomenon in a variety of research field. Statistical linear interpolation

models are computationally inexpensive and applicable to any climate data compared

to the dynamic simulation method at regional scales. In this paper, we considered four

different linear-based statistical interpolation models: general linear model, generalized

additive model, spatial linear regression model, and Bayesian spatial linear regression

model. The climate variable of interest was the daily mean temperature, where the

spatial variability was explained using geographic terrain information: latitude, lon-

gitude, elev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by weather stations in January from 2003

and 2012. In the sense of RMSE and correlation coefficient, Bayesian spatial linear

regression model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reflecting the spatial pattern compared

to the other models.

Keywords: Cross-validation, generalized additive model, spatial linear regression model,

statistical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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