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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Jeju Island which has peculiarity for its geological features and hydrology system, hydrological factor analysis for the effective water management
is necessary. Because in-situ hydro-meteorological data is affected by surrounding environment, the in-situ dataset could not be the spatially representative
for the study area. For this reason, remote sensing data may be used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in-situ data. In this study, applicability assessment of MOD16
evapotranspiration data, Globas Land Data Assimilation System (GLDAS) based evapotranspiration/soil moisture data, and Advanced SCATterometer
(ASCAT) soil moisture product which were evaluated their applicability on other study areas was conducted. In the case of evapotranspiration, comparison
with total precipitation and flux-tower based evapotranspiration were conducted. And for soil moisture, 6 in-situ data and ASCAT soil moisture product
were compared on each site. As a result, 57% of annual precipitation was calculated as evapotranspiration,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OD16 evapotranspiration and GLDAS evapotranspiration was 0.759, which was a robust valu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434, indicating a
relatively low fit. In the case of soil moisture, in the case of the GLDAS data, the RMSE value was less than 0.05 at all sites compared to the in-situ data,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was obtained as a result of the significance test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However, for satellite data, RMSE over
than 0.05 were found at Wolgak and there was no correlation at Sehwa and Handong points. It is judged that the above results are due to insufficient quality
control and spatial representation of the evapotranspiration and soil moisture sensors installed in Jeju Island. It is estimated as the error that appears when
adjacent to the coast. Through this study,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existing ground observation data of hydrometeorological factors i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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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제주도는 지질 및 수문계의 특이성으로 인해 수문기상인자 분석을 통한 수문 분석 및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문기상인자의 지상관측자료는 주변 환
경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공간적인 대표성을 띄기 힘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탐사 방법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기존에 다른 지역들에서
적용성이 검증된 바 있는 MOD16 증발산량, Global Land Data Assimilation System (GLDAS) 증발산량, GLDAS 토양수분, Advanced SCATerometer
(ASCAT) 토양수분 산출물들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증발산의 경우 강수량과의 총량 비교 및 플럭스타워 증발산량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시행하였고, 토양수분의 경
우 6개 토양수분 관측소의 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증발산량의 경우 연 강수량의 57%가 증발산량으로 산출되었고, MOD16 증발산량과 GLDAS 증발산량
의 상관계수는 0.759로 양호한 값이 산출되었으나, 플럭스타워 증발산량 데이터와 MOD16 증발산량의 상관계수는 0.289, GLDAS 증발산량과의 상관계수는
0.434로 상대적으로 적합성이 낮게 나타났다. 토양수분의 경우 GLDAS 자료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지점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RMSE 값은 0.05 미만의 값을 나타냈
고,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위성자료의 경우 월각지점에서 0.05 이상의 RMSE 값이 나타났고, 세화, 한동 지점에서
상관성이 없다는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제주도에 설치된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 센서의 품질관리 및 공간대표성을 띄는 면단위 센서가 충분
히 제공되지 않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며 더불어 지점 자료의 관리 및 위성, 재분석 자료의 경우 관측 픽셀이 해안과 인접할 시 나타나는 오차로
추정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수문기상인자 지상관측 자료의 개선 필요성을 역셜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에서의 효율적인 물관리 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원격탐사, 증발산, 토양수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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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는 비교적 간단한 증발접시법과 공기 중의 난류 플럭스에서
풍속 및 기체 농도를 이용하여 증발산량을 산정하는 에디공분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도시화, 이상기후 등으로 인

산 방법 등 정확도 및 측정 난이도가 다른 방법들이 발전되었

한 강우량의 불확실성 및 수질오염으로 효율적인 물관리가

다(Jeong and Kang, 2009; Kang et al., 2018). 토양 수분의 경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강수량의 절반이상이 장마철에 집중

우 각 지점에서 관측한 토양수분량으로 대표적으로 실험을

되고 1인당 사용 가능 수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물관리

통한 건토중량 측정방법과(Dorigo et al., 2011) Time Domain

평가 및 새로운 수자원 관리 패러다임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Reflectometry (TDR) 또는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수문기상인자의 순환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Choi et al.,

(FDR)와 같은 유전율식 토양수분 측정 방법(Mittelbach et

2017).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대수층의 투수율이 제일 높은

al., 2012; Skierucha and Wilczek, 2010; Herkelrath et al.,

지역 중 하나이며, 농업 및 기타 생활용수가 지하수에 대부분

1991)이 있으며 이 외에도 토양내의 부압을 이용한 장력계를

의존하는 특이성으로 인해 강수량, 지하수위 등의 수문기상

활용하는 방법, 전기전도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

인자의 과거 거동 분석 및 미래 수문변동의 예측을 통한 합리

만 이러한 지상관측 방법은 날씨, 고도, 경사도, 식생 분포 등

적인 수문 분석이 필수적이다(Song and Choi, 2012). 증발산

주변 환경에 민감하여 공간적인 대표성을 띄기 힘들며, 이에

(evapotranspiration, ET)은 표면에서의 물이 기화하는 증발

대한 대안으로 인공위성 자료 등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술이

과 식생에서의 증산을 아우르는 수문기상인자로, 강우와 함

제시되었다.

께 물 평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이다(Allen et al.,

원격탐사 기술 기반 증발산량 산정 방법들은 기존의 물리식

2021). 물의 상태 변화로 인한 물과 에너지의 이동은 소규모

(Monteith, 1965; Shuttleworth and Wallace, 1985)들에 기반

유역에서의 물 관리부터 대륙 단위의 기후변화와 도시에서의

하여 개발 및 발전되어왔다(Mu et al., 2007, 2011; Fisher et

열 분포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체

al., 2008; Yao et al., 2013). 각 증발산량 산정 모델들은 세부적

적인 분석을 위해 증발산의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인 방법론과 사용되는 인자들이 차이가 있어, 적용 지역의 특

다(Fisher et al., 2017).

성에 따라 검증 및 보정작업을 통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또한

토양 수분은 강우를 통해 지상에 도달한 후 지표면에 저류

위의 모델들을 연구자 개인이 직접 시험지역에서 구동하여

하는 물로, 토양의 공극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의미하며 물 순

증발산량을 산정하는 방법 외에도, 해당 모델들을 활용한 여

환, 에너지순환 과정에서 지표면과 대기 간의 상호작용을 분

러 전 지구 단위 증발산량 산출물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으며

석하기 위한 중요한 수문인자이다(Brocca et al., 2011; Zohaib

이미 산출물들의 적용성이 여러 지역에서 평가된 바 있다

et al., 2017; Kim et al., 2018; Nguyen et al., 2019). 따라서

(Wang et al., 2013; Park and Choi, 2015; Alemayehu et al.,

토양수분은 식생의 생장을 주도하여 농업적 가뭄과 같은 재해

2017; Moshir et al., 2021). 또한 원격탐사 기반 면 단위 토양

를 관측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며 지하수가 활발히 이용되는

수분량 산정 방법으로는 위성, 항공 영상 및 Cosmic-ray 센서

지역에서는 지하수 공급량 추정을 위해 간접적으로 증발산

등의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한 토양수분 관측 방법들이 있다

의 공급 역할을 하여 가용 수자원의 산정에 도움을 주며, 기후

(Kim et al., 2016; Jeong et al., 2018). 대표적인 면 단위 자료인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된다(Choi and Jacobs,

위성 기반 관측 방법으로는 Active, Passive Microwave 센서

2007; D’Odorico et al., 2007). 또한, 토양수분은 지표면과 대

를 이용한 방식이 있으며, 각 센서 종류 별 위성 관측 자료의

기 사이의 물/에너지 순환을 조절하며 이를 통해 강우, 유출,

특징이 상이하고 사용되는 알고리즘에도 차이가 있다. Passive

증발산 및 침투와 같은 전반적인 물 순환 과정에 직접적으로

Microwave 센서의 경우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포착하

관여한다(Walker et al., 2001). 따라서 토양수분의 변동성을

여 토양수분에 의한 신호를 분별하는 방식으로 관측하며, 제공

이해하고 시공간적인 거동을 파악하는 것이 거시/미시적인

되는 자료들의 시간해상도가 우수하지만 공간해상도가 10 km

물 순환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자료의 실용적인 적용에

이상으로 복잡한 지형에서는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으며, 바

있어서는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가뭄 및 산불에 대응할 수 있

다 인근의 지형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측정되지 않는다(Hong

게 해주는 모니터링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기

and Shin, 2011). 반면 Active Microwave 센서의 경우 위성에

후변화 연구의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 신호를 발사한 후 지표면에 충돌한 신호를 감지하여 토양

이와 같은 수문기상 인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측정 장비 및

수분을 관측하며, Passive Microwave 센서 대비 공간해상도

기술이 발전해왔다. 증발산의 경우 원통형 증발접시에 물을

는 뛰어나지만, 3 km 내의 고해상도 자료는 6일 ~ 12 일 단위로

채워 하루 동안의 물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증발산량을 추정

제공되어 토양수분의 변동을 포착하기 어렵다(Lieven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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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지만 Active Microwave 센서의 경우 해안지형에 의

도 전역 MOD16 및 GLDAS (Global Land Data Assimilation

한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아 해안지형에서도 연구를 위해 자료

System) 기반 연 증발산량 산출물과 연 강수량의 분석, 2) 2020

의 활용이 가능하다(Högström et al., 2018). 토양수분 산출

년 플럭스타워 기반 일 증발산량과 MOD16 및 GLDAS 기

에 활용되는 위성 중 한반도를 관측하는 위성으로는 GCOM

반 일 증발량 산출물의 분석, 3) 지점 토양수분을 기준으로 한

W1(Global Change Observation Mission 1st-Water) 위성의

ASCAT 토양수분 자료 및 GLDAS 토양수분 자료 검증 및 평

AMSR2(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 자료,

가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제주도에서 보다 신뢰도 있는 지점

Metop A/B ASCAT (The Advanced Scatterometer), Sentinel-1

및 원격탐사 기반 수문기상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등의 위성이 있으며 해당 센서의 특성에 따라 그 정확도가 상

하고자 한다.

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위성의 공간해상도는 AMSR2 의 경
우 10 km, Metop A/B ASCAT 의 경우 12.5 km, Sentinel-1
의 경우 10 m 이며 AMSR2는 일 간 자료를 제공하고, ASCAT
의 경우 하루 두 번 한반도를 촬영하며, Sentinel-1 위성은
2019년부터 6일 단위로 관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

2. 연구 지역 및 방법론
2.1 연구지역

표면 모델을 활용한 공간 분포 토양수분 자료로 재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증발산량 분석을 위해 4개의 기상

가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자료의 경우 강우,

청 ASOS 관측소와 1개의 플럭스타워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고도, 토지피복 등과 같은 여러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토양수

기상청 기상관측소는 제주(33.51°N, 126.53°E), 고산(33.29°N,

분을 산출한다(Berg et al., 2003; Zeng et al., 2015).

126.16°E), 서귀포(33.25°N, 126.56°E), 성산(33.39°N, 126.

본 연구에서는 수문 특성이 한반도와 차이가 큼과 동시에

88°E)으로 각각 제주도 해안가의 끝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

농업, 관광, 식수 등의 필요성으로 실질적으로 수문 분석이 요

용된 플럭스타워는 서귀포 인근 난대림(33.32°N, 126.57°E)

구되는 제주도에서 위성 영상 기반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 산

에 설치되어 있다(Fig. 1). 기상청 기상관측소에서는 강수량

출물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위성영상 기반 제주도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제주 난대림 플럭스타워에서는 증

수문기상인자 분석을 위해 1)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

발산량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Fig. 1. Major geographical regions of study area and spatial distribution of in situ stations
Table 1. Information of soil moisture measurement sites

Location

Latitude

Longitude

Elevation (m)

Start date

Soil Property

Gamsan

33.26

126.36

125.4

2014-04-25

Silty Clay Loam

Sinheung

33.31

126.75

45.0

2016-03-02

Silty Clay Loam

Jungmun

33.35

126.25

163.8

2014-04-25

Silty Clay Loam

Sehwa

33.51

126.84

36.0

2017-06-30

Silty Clay Loam

Wolgak

33.38

126.33

308.0

2007-01-01

Silty Clay Loam

Handong

33.53

126.83

9.0

2007-01-01

Silty Clay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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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도의 토양수분 분석을 위해 6개의 토양수분 관측

제주도 6개 지점을 포함하는 픽셀의 토양수분량을 본 연구에

소가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으며 관측소 정보는 Table 1과 같

서 활용하였다. ASCAT 자료는 대표적인 Active Microwave

다. 해당 관측소들은 서귀포 지역 2개 지점, 제주시 4개 지점에

방식을 활용하는 토양수분 자료로, C-band 영역의 신호를 지

해당하며, 1개 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표면으로 발사하여 토양수분에 의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으며,

토양수분 관측소 선정 시 고려한 사항은 위성 및 재분석 자료

Water Cloud Model 및 신호의 입사각을 활용하여 지표면 식

와의 시간적 일치성 및 위성 관측 자료의 유무이며 해당 관측

생, 수체 등의 영향을 고려한 토양수분 자료이다(Bartalis et al.,

소들을 활용하여 위성 및 재분석 토양수분 자료와의 비교분석

2007). ASCAT 자료의 경우 토양수분 함량이 백분위로 표현

을 수행하였다.

되며, 이를 m3/m3 로 변환하기 위해 토양 공극값을 곱해 주어
야 한다(Naeimi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

2.2 Mod16 실제 증발산량 산출물
MOD16은 지표면에서의 증발과 식생에서의 증산을 모두
포함하는 전 세계 대륙 단위의 실제 증발산량을 제공하는 산

청 흙토람에서 제공하는 토양도 자료를 기반으로 제주 토양수
분 관측 지점의 토양 공극값을 구하여 위성 기반 토양수분 자
료를 m3/m3 단위로 산출하였다.

출물이다. 증발산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Penman-Monteith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수정된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자세한 알

2.5 통계학적 분석

고리즘은 Mu et al. (200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위성 기반 자료들의 제주도에서의 적

제주도 증발산량 분석을 위해 MOD16A2 자료를 사용하였으

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상관측자료와 통계분석을 시행

며, 이는 8일간의 증발산량 자료(kg/m2/8d)가 0.5 × 0.5 km2의

하였다. 먼저 자료간의 일치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관 계수와

공간해상도로 제공되고 있다. 제주도 전역은 약 7,000여 개의

Index of Agreement (IOA)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편향성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효과적인 증발산량 분석을 위해

및 절대적인 값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bias와 Root Mean

mm/day로 단위 변환을 시행하였다(Tang et al., 2015).

Squared Error (RMSE)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식은 Khan et al.
(20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Global Land Data Assimilation System (GLDAS)
GLDAS는 인공위성 자료와 지점 관측 자료 등 다양한 관측
자료들에 다수의 지표면 모델들을 활용한 자료동화 데이터
시스템을 말한다(Park and Choi, 2015). 산출된 수문 기상 인
자들은 0.25° × 0.25° 에서 1° × 1° 의 공간 해상도와 3 시간에

3. 결과 및 고찰
3.1 위성 기반 증발산량과 강수량 분석

서 한 달의 시간 해상도로 제공되며, GLDAS와 이에 사용된

제주도 전역의 연 강수량 계산을 위해, 제주도 끝단에 위치

자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NASA의 Hydrology Data and

한 각 기상관측소 강수량의 평균값이 제주도 전역의 강수량을

Information Services Center 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disc.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2019년과 2020년의 제주도 전 지역 강

sci.gsfc.nasa.gov/hydrology). 본 연구에서는 증발산량 분석을

수량을 산정하여 MOD16 및 GLDAS 증발산량 산출물과 분

위해 3시간 단위 시간 해상도와 0.25° 공간해상도의 GLDAS

석하였다.

Noah (version 2.1) 자료에서 제공되는 잠열 플럭스 데이터

MOD16 증발산량의 시간해상도는 8일이지만, 결측값이

를 사용하였으며,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일 단위 증발산량

발생하는 시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되는 날들의

(mm/day)로 변환하였다. 또한 GLDAS 재분석 자료에서 제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관측되는 데이터가 8일에서 16일 등 제

공되는 토양수분 값을 잠열 플럭스 데이터와 같은 시공간 해

공되지 않는 나머지 기간 동안의 값을 대표하기에, 단순히 관

상도로 추출하여 활용하였으며, 강우 입력자료의 특성을 반

측된 데이터 만으로 연 증발산량을 계산할 시 결측값이 발생

영하는 재분석 자료와 위성 기반 토양수분 자료 간 차이점을

한 기간은 반영이 되지 못해 연 증발산량이 편향될 가능성이

분석하기 위해 재분석 자료 기반 10 cm 깊이의 토양수분 값을

크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증발산량은 여름철에 증가하고 겨

활용하였다.

울철에 감소하는 계절성을 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변환된
일 단위 증발산량 데이터를 내삽(interpolation)을 통해 관측

2.4 ASCAT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Metop A/B ASCAT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되지 않은 나머지 증발산량을 추정하여 연 증발산량을 계산하
였다. Fig. 2에서 2019년과 2020년의 시계열 분포가 계절성을
따라 비슷하게 거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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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series graph of satellite based evapotranspiration

본 연구에서 연 누적 강수량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heat flux, LE)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픽셀에서의 MOD16

1617.7 mm, 1420.5 mm, MOD16연 누적 증발산량은 각각

증발산량 데이터와 분석하였다. 제주 난대림 플럭스타워는

887.9 mm/yr, 927.3 mm/yr, GLDAS 연 누적 증발산량은 각각

2019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821.3 mm/yr, 829.8 mm/yr로 나타났다. 증발산량과 강수량

2019년 12월 11일 전까지의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

의 비율은 MOD16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각각 54.89%,

가 많으며, 결측값 또한 많이 발생하여 2020년의 데이터만을

65.28%로 나타났으며 총 연구 기간의 비율은 59.74%로 나타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20년의 데이터에서도 결측값

났고, GLDAS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각각 50.77%, 58.41%

과 이상치(spike)가 다수 발생하여, 플럭스타워 데이터가 품

로 나타났으며 총 연구 기간의 비율은 54.34%로 나타났다. 이

질 관리(Quality Control, QC) 프로세스가 적절히 수행되지

는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강수량의 약 6 ~ 70%가 대기 중으로

않은 것으로 사료 된다.

증발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율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강

제주 난대림 플럭스타워 데이터는 30분간격으로 측정되어

우 분포는 고도 및 경사의 영향을 받아 해안지역보다 한라산

제공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일 단위 증발산량

근처 내부 지역에서 더 강수량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2020년의 366개 일 단위 증

(Um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 강수량 계산을 위해 사용

발산량 데이터 중 19개의 -1 mm/day 미만의 이상치와 3개의

된 기상관측소가 해안지역에 위치하여 강수량이 실제 제주도

9 mm/day를 초과하는 이상치가 있으며 그 값은 -56.96 mm/

전역의 강수량에 비해 과소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day부터 18.20 mm/day로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다. Fig. 3에

한 한반도 중부지역의 농지와 산지에서 MOD16 기반 증발산

서는 분포 확인의 편의성을 위해 위의 비이상적인 값들을 제

량이 과대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Khan et al.,

외하고 증발산량의 범주를 -1 mm/day부터 9 mm/day로 축소

2018) 제주도에서도 MOD16 기반 증발산량이 과대 산정되

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해당 값들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증발산량과 강수량의 비율에 영

않은 경우 두 가지 모두 시행하였다. 한반도 중부지방에서의

향을 끼칠수 있는 두 근거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산정된 비

증발산량이 보통 6 mm/day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Lee

율이 실제 비율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대수

and Kim, 2016; Khan et al., 2018), 제주 난대림 플럭스타워의

층이 다공질의 현무암질 용암류로 이루어져 투수성이 높아,

증발산량 자료의 품질 및 공간적인 특성이 한반도 중부지방에

한반도 지역보다 유출 및 지하수 함양량이 높은 제주도의 특

서의 조건과 달라 증발산량 범주를 -1 mm/day부터 9 mm/day

성상, 증발산량과 강수량의 비율이 한반도 지역보다 낮게 산

로 지정하였다.

정되어야 하는 것에 적합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1).

먼저 위성 기반 증발산량의 경우, Khan et al. (2018)의 MOD16
증발산량 산출물이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0.05 ~ 0.5 mm/day
정도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고 GLDAS의 증발산량 데이터

3.2 위성 기반 증발산량과 플럭스타워 증발산량 분석
2020년 제주 난대림 플럭스타워의 잠열 플럭스(Latent

가 한반도에서 0.5 mm/day 정도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
나 전체적으로 일치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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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plays time series (a) and scatter plot (b), (c), (d) analysis of actual evapotranspiration form two satellite based evapotranspiration
products (MOD16 and GLDAS) and their comparison with flux tower measurements

Fig. 4. Physical accuracy comparisons of original data and quality controlled data

지로, 제주도에서의 GLDAS 증발산량과 MOD16 증발산량

Fig. 4는 제주 난대림 플럭스타워 증발산량 데이터 중 -1

의 일치성이 높게 나타나고 GLDAS가 과소 산정되는 것으로

mm/day부터 9 mm/day 범위 외의 값들을 제거하는 임시 품질

나타났다. 하지만, 플럭스타워 증발산량과 분석하였을 경우,

관리 작업이 시행된 데이터와 품질 관리 작업이 시행되지 않

Fig. 3(a)에서 플럭스타워에서 관측된 증발산량보다 MOD

은 데이터의 위성 기반 증발산량 데이터와 통계 분석을 시행

16 및 GLDAS 기반 증발산량이 과대산정되는 경향을 보이며,

한 결과이다. 비정상적인 이상치들만 임시적으로 제거하였

Figs. 3(b) and 3(c)와 같이 자료간의 일치성이 부족한 것으로

음에도, 데이터의 일치성 및 편향 정도가 큰 폭으로 양질의 결

나타났다. 이는, 위성 기반 증발산량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

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일치성에 있어 한반

고 판단되는 것에 비해 플럭스타워에서 결측값과 이상치가

도 및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검증작업에 비해 부족하게 나오

다수 발생하였기에 제주 난대림 플럭스타워의 데이터의 품질

는 것은 사실이나, 체계적인 전처리 및 품질 관리 작업이 진행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추가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한

된다면 실질적으로 제주도 증발산량 검증을 위한 기준 데이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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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성 및 재분석 자료 기반 토양수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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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는 토양수분 조건에서 C-band Microwave 센서의

본 연구에서는 감산, 신흥, 중문, 세화, 월각, 한동 지점의

신호가 포화되기 때문이며, 습윤한 토양수분 조건에서는 지

관측 토양수분 자료와 해당 지점을 포함하는 픽셀의 위성

표면이 충돌한 신호의 정반사를 일으켜 돌아오는 신호를 매우

(Metop-A/B ASCAT) 및 재분석(The Global Land Data Assi-

적게 하여 낮은 토양수분량이 산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milation, GLDAS) 토양수분 자료가 2018년 6월부터 2020년

한 3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재분석자료와 달리 일 간 2개 자료

12월에 걸쳐 활용되었다.

만이 산출되는 ASCAT 위성 자료의 경우 극심한 토양수분 변

Fig. 5에는 각 지점 별 위성 토양수분 및 지점 관측 토양수분

동성을 아래 Fig. 5의 재분석 자료 수준으로는 반영하지 못하

간 시계열 그래프가 나타나 있다. ASCAT 자료의 경우 신흥

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간 별로 시계열 그래프를 살펴 보면, 토양

지점을 제외하고 다른 지점들에서 모두 토양수분을 지점 대비

수분의 변동성이 빈번한 시기에 ASCAT 자료의 경향이 지점

3

매우 낮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0.3 m /m

3

자료와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위성 자료 대비

Fig. 5. Time series graph for comparison of in-situ and ASCAT soil moistu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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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해상도가 월등한 지점 토양수분 관측 결과를 위성 자료가

Fig. 6에는 각 지점 별 재분석 자료와 지점 자료간의 비교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세화 지점의 경우

위한 시계열 그래프가 나타나 있다. 해당 자료 중 세화와 한동

ASCAT 자료 수득률이 타 지점 대비 매우 떨어져 해당 지점에

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토양수분을 지점에 비해 낮게 관측하

서는 위성 자료 활용을 위해 타 위성 자료 및 지점 관측 자료와

고 있었고, 이는 강우가 적은 제주 해안 토양수분 지점의 낮은

의 융합을 통해 수득률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계열 그래

강우 입력 자료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GLDAS 자료의 경

프 상으로 전 지점에서 지점 토양수분의 상승 및 하강 패턴을

우 공간 해상도가 25 km 로 픽셀 사이즈가 ASCAT 자료(12.5

ASCAT 자료 또한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통계 기법 및 지점

km)대비 4배 이며 이로 인해 해당 지점의 지점 토양수분 관측

관측소 정보 반영을 통해 위성 자료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결과가 픽셀 내의 대표 값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 또한 오차의

판단된다.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한동 지점에서는 2019년 7월부

Fig. 6. Time series graph for comparison of in-situ and GLDAS soil moistu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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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9월 사이 토양수분이 감소하는 시기를 재분석자료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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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Fig. 7과 같이 신흥 및 중문 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열악한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재분석자료의 적은

토양수분 관측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는 제주 토양수분 특성

변동성이 제주 해안 지역의 높은 변동성을 띄는 토양수분량을

을 반영한 위성 자료 산출을 위해서는 지점 및 기타 수문기상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 지점에서

자료를 함께 활용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점

재분석자료가 지점 관측 토양수분량의 증가 및 감소 경향을

별로 살펴보면, 신흥 지점의 경우 시계열 그래프에서 분석한

바르게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감산 지점의 경우 재분석 자료

것과 같이 지점 토양수분의 관측 범위가 ASCAT C-band 로

가 높은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주도 지역의 정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어 해당 지점에서 ASCAT

밀한 토양수분 관측소를 선별하여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양수분 산출 알고리즘이 타 지점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이

Cosmic-ray 와 같은 면단위 토양수분 관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고 있다. 이후 중문 지점에서 상관계수 0.39로 높은 토양수분

원격탐사 자료를 보정할 시 물 관리 및 농업, 방재 분야에서 활

조건에서도 0.4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흥과 중

용 가능한 토양수분 자료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 외 4개 지점에서는 0.3 미만의 매우 열악한 상관계수 값이

제주도 토양수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ASCAT 자료의 경

계산되었다. 특히 위성 관측 자료가 적은 세화 지점은 상관계

Fig. 7. Scatter plot and correlation R value for comparison of in-situ and ASCAT soil 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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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0.055로 ASCAT 자료의 정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한동 지점의 경우 0.4 이하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어 활용을

이는 해당 지점의 지형 및 기상 조건이 위성 기반 자료의 토양

위해서는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LDAS 자료의 경우

수분 복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

ASCAT 대비 높은 상관계수가 산정되어 우수한 정확도를 나

서 제주 지역에서 위성 기반 토양수분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

타내고 있으며, 이는 강우가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재분석 자

는 향후 위성 자료 별 토양수분 복원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

료가 지점 토양수분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는 제주 내 환경 조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석 결과를

판단된다. 또한 위성 탑재 센서를 활용하여 관측이 이루어지

토대로 위성 자료의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ASCAT 자료 대비 GLDAS 자료의 경우 지표면 모형에 강

Fig. 8에서는 각 지점의 지점 대비 재분석 토양수분 자료의

우, 고도, 습도, 지표면 온도와 같은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토양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비교적 제주도 내부에 가까운 해안

수분 복원이 이루어져 원격탐사 기반 토양수분 복원이 어려운

에 위치한 감산, 신흥, 중문의 경우 R 값이 0.5 ~ 0.6으로 나타나

해안지형에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GLDAS 자

고 있으나, 숲에 위치한 월각, 또한 해안에 매우 근접한 세화와

료의 경우 25 km 의 공간해상도로 인해 지점 값과의 차이가

Fig. 8. Scatter plot and correlation R value for comparison of in-situ and GLDAS soil 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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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 results of ASCAT and GLDAS soil moisture products
on Jeju

Data

ASCAT

GLDAS

Site

R

RMSE (m3/m3)

845

1)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MOD16과 GLDAS의 누적 증
발산량은 각각 907.6 mm/yr, 825.6 mm/yr로 산정되었으

p-value

며, 연 누적 강수량의 59.74%, 54.34%로 나타났다. 한반도

Gamsan

0.26

0.0283

< 0.05

중부지역에서 강수량의 약 60 ~ 70%가 대기중으로 증발

Shinheung

0.46

0.015

< 0.05

하는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수층의 투수율이

Jungmun

0.39

0.015

< 0.05

Sehwa

0.055

0.0003

> 0.05

높아 유출량 및 지하수량이 높은 제주도 특성이 잘 반영된

Wolgak

0.14

0.024

< 0.05

Handong

0.1

0.003

> 0.05

Gamsan

0.61

0.0243

< 0.05

Shinheung

0.59

0.0063

< 0.05

Jungmun

0.52

0.04

< 0.05

Sehwa

0.41

0.0207

< 0.05

Wolgak

0.4

0.055

< 0.05

Handong

0.33

0.021

< 0.05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각 토양수분 관측 지점의 GLDAS 입력
자료와 산출 토양수분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위성 자료와
함께 보다 고해상도의 공간분포 토양수분 자료를 산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분석 및 위성 기
반 토양수분 자료의 상관계수, RMSE, 및 상관계수의 검정 결
과가 Table 2에 명시되어 있다.
RMSE 값은 재분석 자료의 경우 모두 0.05 이하로 지점자
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위성자료의
경우 월각 지점에서 지점자료와 0.05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어
해당 지점의 지점자료 혹은 위성자료의 정확도를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재분석 자료는 모두 P 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95% 유의수준에서 지점자료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위성자료는 세화와 한동 지점에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지점의 위성 기반 토양수분의 경우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당 지점에서는 ACSAT C-band 센서 기반
토양수분 산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의 위성 기반 증발산량 및 토양
수분 산출물들의 적용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 검증 대상
으로 기상청의 강수량 데이터와 플럭스타워에서 관측된 증발
산량 데이터, 토양수분 관측소에서 관측된 토양수분 데이터
를 사용하였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것으로 판단된다.
2) 2020년의 제주 난대림 플럭스타워의 증발산량과 MOD16
증발산량, GLDAS 증발산량 산출물을 분석한 결과, 위성
기반 증발산량 산출물들 간의 상관계수는 0.759로 상대적
으로 양호한 값이 산출되었으나 플럭스타워 증발산량 데
이터와 위성기반 증발산량 산출물 간의 적합성은 매우 낮
게 나타났다. 이는 플럭스타워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미흡
하게 시행되어 낮은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치들을 제거하
는 임시적인 품질 관리 만으로도 유의미한 통계 분석 결과
가 산출되었다.
3) 토양수분의 경우 GLDAS 자료는 지점과 비교하였을 때 시
계열 패턴을 반영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ASCAT 자료의
경우 극심한 변동성 및 매우 습윤한 토양수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값의 경우 GLDAS 자
료는 감산 및 신흥 지점에서 상관계수 0.6 이상의 값을 나
타냈고, 한동 지점의 경우 0.3 수준의 작은 값을 보였으며,
ASCAT 자료는 신흥 지점(상관계수 0.45)을 제외한 전 지
점에서 0.4 미만의 열악한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이는 제
주 지역에서 위성 및 재분석 자료와 같은 원격탐사 기반의
공간대표성을 지닌 토양수분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지점
관측 자료와 Cosmic-ray 와 같은 면 단위 토양수분 자료가
기준 자료로써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RMSE 값의 결과와 상관성의 유의검정 결과의 경우에도
위성자료가 월각 지점에서 0.05 이상의 타 지점 대비 상대
적으로 큰 RMSE 값이 나타났고, 세화와 한동 지점에서 P
값이 0.05를 초과하여 95% 유의수준에서 상관성이 없다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전에 검증되지 않았던 제주도 지역의 증발산,
토양수분 자료의 정확성을 지점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
다. 제주 지역 토양수분 지점 자료와 재분석 및 위성 자료 간
비교 검토 결과 제주 지역의 변동성 높은 토양수분 특성과 습
윤한 토양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에 개선이 필
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제주 내 높은 밀도
의 정확한 토양수분 관측 시스템 및 네트워크가 구축될 시 위
성 자료의 활용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현

846

H. Jeon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4(10) 835-848

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해상도 토양수분 산정 연구 적용
을 통해 기존의 자료를 개선하는 연구 또한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지역에서의 MOD16 기반 증발산량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과대산정이 되는 경향이 있으나 활용
하기에 양호한 수준의 데이터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
확한 분석 및 보정을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에서 운용되고 있
는 제주 난대림 플럭스타워의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플럭스타워 품질 관리 프로세스 검증 및 추가적
인 플럭스타워 설치가 되어 양질의 증발산량 지상 관측 자료
가 생산된다면, 보다 신뢰도 높은 위성기반 증발산량 자료의
검증 및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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