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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문� � 초� � 록┃

주요어 : 증발산, flux tower, SEBAL
학  번 : 2011-20136

증발산은 지역의 에너지수지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이며, 증발산
의 적정한 산정은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의 상호작용과 되먹임 등을 이
해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다.

SEBAL (Surface Energy Balance Algorithm for Land model)은 
유용성과 정확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증발산 산정 모형
으로, 다양한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온과 강수량의 계절차가 크기 때문에 각 시기의 증발
산량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다양한 
시기에 촬영한 위성영상과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면밀
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SEBAL 모형의 국내 적용성 향상을 위
하여 내부 변수와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한 수정모형의 구축이 필요하
다. 이 연구는 SEBAL 표준모형의 수정을 통한 적용성 향상과 해당 모
형에 다중시기 위성영상을 적용한 우리나라 유역의 증발산 산정 및 유
역 내의 증발산 실측자료를 대상으로 한 모형의 적용성 평가를 목적으
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EBAL 표준모형의 내부 변수와 알고리즘의 일부를 수정한 수

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수정모형은 ArcGIS의 ModelBuilder에서 구축하
여 증발산 산정 전 단계의 플랫폼을 단일화하였다. 또한 초기값 설정 
단계를 수정하여 다중시기 위성영상의 처리효율을 증가시켰으며, 이와 
함께 증발산 산정 과정의 전 단계를 자동화하여 표준모형에 비하여 처
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둘째, SEBAL 표준모형과 수정모형에 다중시기 위성영상을 적용하여 
촬영시기별로 왕숙천 유역의 증발산을 산정하였다. 두 모형의 유역 평



균 일증발산량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일부 시기에서 
비교적 큰 격차가 존재한다. 수정모형의 일증발산량이 표준모형에 비해
서 평균적으로 약 0.14㎜ 많게 산정되었으며, 표준편차는 약 0.37㎜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평균 일증발산량의 계절차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한편, 계절 평균 일증발산량의 경년변화는 2007년 가을을 제외한 
다른 시기에서 1㎜ 이내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2007년 가을의 평균 
일증발산량은 전•후년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시기의 위
성영상이 11월에 편중되어 있어 가을철의 증발산 특성을 고르게 반영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flux tower의 실측자료와 각 모형의 증발산 산정값을 비교하
여 표준모형과 수정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 모
두 전반적으로 증발산량을 다소 과다 산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두 모형 모두 GDK에 비하여 GCK에서 관측자료와의 상관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며, 평균경향오차와 평균제곱근오차는 낮게 나타났다. 이 
때, 수정모형은 표준모형에 비해서 GDK 관측자료와의 상관계수는 더 
높고 오차통계량은 더 적게 나타났다. 산정값이 오차허용범위를 벗어나
는 횟수 또한 수정모형에서 더 적게 발생하여 증발산 산정에 대한 신
뢰도 역시 수정모형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두 모형 모두 일부 시기에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오차량이 나타나
지만, 전반적으로 증발산 실측값과 유사한 값을 산정하여 비교적 높은 
적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의 수정을 통해 적용성이 소폭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모형의 적용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토양수분조건 등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에는 증발산량 관측지점의 수가 적어 지형과 지표피복 특성에 
따른 증발산량의 차이를 정량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증발산 산정 기
법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측지점이 보다 확충된 
이후에는 유역 내에서 지형과 지표피복 특성에 따라 증발산량의 분포
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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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 론

1. 연구배경

증발산은 지역의 전반적인 수문순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증발산은 전체 물수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전 지구적인 수문순환에서 평균적으로 육지 연 강수량의 약 
38%는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출되지만, 나머지 62% 가운데 지하수
로 유입되는 1%를 제외한 대부분은 증발산을 통해 대기로 환원된다
(Chin, 2000).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의 계절차가 존재하기 때
문에 유출량과 증발산량의 비율이 전 지구적인 수문순환과는 다소 상
이하게 나타난다.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 
가운데 하천 유출량은 홍수시 유출량(43%)과 평상시 유출량(15%)을 합
하여 약 58%이며, 증발산 등에 의한 손실량은 약 42% 정도이다(수자
원공사, 2012).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문순환에서 증발산의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연 강수량의 약 72%가 홍수기에 집중되어 있는 
기후특성과 국토의 면적이 좁고 산지가 많은 지형특성이 반영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증발산의 계절 차는 강수량의 계절 차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홍수기를 제외한 평상시의 경우 
전체 강수량에서 증발산에 의한 손실량은 증가하는 반면, 하천을 통한 
유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수
문순환에서도 증발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증발산은 지역의 기후와 지표시스템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증
발산에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압력, 기상상태 및 대기안정도 등의 기
후조건과 지표온도, 수분, 반사도, 식생의 종과 밀도 등의 지표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증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복사량은 대
기와 지표상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단파복사의 유출입과 장파복사의 
유출입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Gieske, 2003). 이처럼 증발산에는 대기
와 주변 환경의 다양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발산량은 지역
의 에너지수지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이며, 지역의 환경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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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기초가 된다(Sellers et al., 1996; Bonan, 2008). 또한 증발산은 
토지이용의 변화나 댐, 저수지의 건설 및 하천 정비와 같은 인문현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동시에 용수의 확보와 가뭄 및 홍수의 예방 등의 
수자원 관리와 이를 위한 계획수립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증발산을 산
정하는 것은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의 상호작용과 되먹임(feed-back) 등
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증발산은 대기와 지표 사이 경계부의 기상조건, 식생면의 존재와 특
성 및 지표 인근의 토양수분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조건
들은 시•공간적인 다양성을 지니기 때문에 증발산을 정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증발산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중반부터 다양한 분야의 학
자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Gieske, 2003). 초기의 증발산 산정 기법들
은 특정 지점에서 적정한 증발산을 산정하는 점 추정기법이었다. 초기
의 점 추정기법은 증발산 산정 과정에서 대기 하층부 경계면과 토양 
내 수분상태 및 식생의 유무와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
향을 감안하지 못하였다. 이후 기온, 습도 및 풍속 등 각종 변수들을 
이용하여 증발산을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점 
추정기법은 몇몇 지점에서 산정한 증발산량을 외삽(extrapolation)하여 
전체 유역의 증발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큰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원격탐사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20세기 후
반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성장
하였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증발산을 산정한 최초의 연구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한 Idso et al. (1975)과 Jackson et al. (1977)이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지와 식생이 풍부한 지역이 공존하는 지역단
위에서의 증발산 산정법을 제시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초기에는 순복
사량에서 현열을 제하여 증발산을 산정하는 기법들이 소개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발산을 산정하는 방법
이 연구되었다(Choudhury, 1989; Baily, 1990; Menenti, 1993; 
Norman et al., 1995; Bastiaanssen et al., 1999; Jia et al., 2003).

1970년대 이후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하여 전자기복사량 등을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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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이 향상되면서 이를 에너지수지 모형에 적용하여 점 추정기법
의 한계를 보완하는 증발산 산정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이들 가운데 
SEBAL (Surface Energy Balance Algorithm for Land model)은 
유역 내의 지표상태가 불균일한 지역에서 비교적 적은 양의 관측자료
를 이용하여 증발산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높다
(Bastiaanssen, 2000). 이와 함께 lysimeter 등을 이용한 증발산 실측
값과의 상관성이 높아 정확성의 측면에서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Gowda et al., 2008). 또한 SEBAL 모형은 미국의 Idaho State 
University와 NASA 등의 지원 하에 적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모형의 
세부 알고리즘이 전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계에서 증발산 
산정과 검증 연구에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Singh et al., 2008; 
Gentile et al., 2009; Bastiaanssen et al., 2010; Li et al., 2010; 
Allen et al., 2011; Dastorani et al., 2012, Long et al., 2012).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SEBAL 모형의 활용이 미비한 상황이다. 2012
년 현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SEBAL 모형을 활용한 증
발산 산정 연구는 보정천 유역을 대상으로 한 유진웅(2003)의 연구와 
경안천 유역에서 이루어진 연구(하림, 2009; 하림 외, 2008; 하림 외, 
2010)가 전부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Morse et al. (2000)과 Allen et 
al. (2002)에서 제시된 SEBAL의 표준모형을 일부 수정해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SEBAL 표준모형은 지난 10여 년간 증발산, 원격탐사 및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서 누적된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Southern Idaho에서 얻은 경험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 유역에서의 적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수정한 
알고리즘을 반영하는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내부변수와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SEBAL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증발산 실측값과의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Tasumi et al., 2003). 특히 우리나라는 동아시
아 몬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으로, 기온과 강수량의 계절차가 크
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SEBAL 모형의 적용성을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기의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증발산을 산정하여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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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EBAL 모형 
산정 결과와 증발산 실측값을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
행연구의 경우, 여타 증발산 산정 기법의 결과값과의 비교를 통해 
SEBAL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증발산을 관측하
는 지점이 매우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 연구자가 직접 설치하여 활용하
는 증발산 관측기구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증발산 관측자
료는 KoFlux (Korea Flux Network)에 등록된 flux tower의 자료에 
국한된다. 이들 flux tower 가운데 지속적으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
는 지점은 총 5개에 불과하다(권효정 외, 2010).

한편, 왕숙천 유역에는 전술한 5개의 flux tower 가운데 두 개의 
flux tower가 위치한다. 또한 왕숙천 유역은 Landsat 인공위성의 115 
pathway와 116 pathway의 촬영범위가 중첩되는 지역에 위치하여 단
일 pathway의 촬영범위에만 포함되는 지역에 비하여 동일 기간에 획
득할 수 있는 위성영상의 수가 많다. 따라서 왕숙천 유역은 다양한 시
기의 위성영상과 증발산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SEBAL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최적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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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흐름도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다양한 시기의 위성영상과 증발산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유역에 대한 SEBAL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SEBAL 표준모형을 수정하여 증발산 산정의 적용성과 효율성
을 높인다.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변수와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우
리나라 유역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다중시기 위성영상
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UI 및 처리속도를 개선한다.

둘째, 다중시기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왕숙천 유역에서 발생하는 시계
열 변화에 따른 증발산량 변동 패턴을 파악한다. 이 때, SEBAL 표준
모형과 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증발산을 산정한 뒤, 결과값의 차이를 분
석하여 모형 수정에 따른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증발산 실측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SEBAL 모형의 적용성을 평
가한다. 증발산 관측지점에 대하여 SEBAL 표준모형과 수정모형으로 
산정한 증발산량과 실측자료를 비교하여 각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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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지역의�위치와�지형기복�및� 하계망

II. 연구지역과�자료

1. 연구지역

1) 지리

연구지역은 서울에 접한 경기도 북동부의 왕숙천 유역으로,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의 수원산 계곡에서 발원하는 한강의 상류지역이다. 왕숙
천 유역의 지리적 위치는 북위 37°37.8’~37°51’, 동경 127°8’~127°16.7’
이며, 행정적으로는 포천시와 남양주시 및 구리시에 포함된다. 연구지
역의 위치와 지형기복 및 하계망은 <그림 2>와 같다.

왕숙천의 총 유역연장은 39.21km이며 유역면적은 201.67km2이다. 
유역의 해발고도는 최저 9m에서 최고 806m 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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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고도는 약 207m로 전체 유역의 약 60%가 해발 200m 이하에 위
치해있다. 유역의 경사는 0° ~ 54.14°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경사는 약 
14.39°이다.1)

왕숙천 유역은 북쪽의 수원산과 죽엽산을 경계로 포천천 유역과 접
해있으며, 수락산과 불암산의 서쪽으로는 중랑천 유역이 자리 잡고 있
다. 동쪽으로는 두 개의 유역과 접하고 있는데, 왕숙천 상류지역과 접
해 있는 구운천 유역은 주금산과 철마산을 경계로 한다. 왕숙천의 하류 
지역은 천마산과 백봉을 경계로 하여 묵현천 유역과 구분된다. 또한 백
봉과 남측의 평야지대는 덕소천유역과 홍릉천유역의 경계가 된다.

2) 기후

왕숙천 유역은 동아시아 몬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우리나라 중서
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주로 나타난다. 반면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
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왕숙천 유역 내에는 기상관측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네 개의 자동기
상관측지점(automatic weather system; AWS)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AWS는 2006년 10월 이후에 관측을 시작하여 충분한 자료의 누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후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지역 인근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장기간의 기상관측자료는 기상청 
산하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기후를 파
악하기 위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인근 기상관측소의 월 평균기온과 
월 강수량의 30년 평균값을 내삽하였다. 내삽법은 ArcGIS의 Krig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때, 관측년수가 30년 미만인 지점은 내삽에서 
제외하였으며, 충분한 관측지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역의 중심점
(centroid)으로부터 60km 이내에 위치한 기상관측소를 모두 포함하였
다. 이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소의 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1) ArcGIS의 Spatial Analyst tools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산출하였다.



- 8 -

관측소
좌표(WGS84)

해발고도
유역중심점과의�

거리(km)X Y

서울 37.571411 126.96579 85.5 27.658

수원 37.270025 126.98763 34.5 54.366

양평 37.488617 127.49445 47.4 36.649

이천 37.263981 127.48420 90.0 57.017

인천 37.477600 126.62490 69.0 58.662

춘천 37.902637 127.73571 76.8 50.185

홍천 37.683594 127.88042 146.2 59.382

표� 1� 기상관측소의�위치와�고도�및� 유역중심점과의�거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왕숙

천

기온 -3.31 -0.61 5.23 11.56 16.91 21.48 24.36 25.1 20.23 13.62 6.19 -0.57

강수 20.83 22.76 44.18 71.03 101.98 139.47 370.17 308.2 150.9 47.51 48.25 21.51

서울
기온 -2.31 0.14 5.7 12.43 17.69 22.14 24.78 25.53 21.07 14.71 7.21 0.4

강수 21.19 23.22 45.42 72.03 104.96 140.34 379.63 353.67 148.24 50.28 51.77 22.94

표� 2� 연구지역의�월별�평균�기온(℃)과� 강수량(㎜)(기상청,� 1979-2008)

그림� 3� 연구지역의�기후도

내삽 결과, 왕숙천 유역의 연평균 기온은 11.68℃이며 월평균 최고기
온은 8월에서 25.1℃로, 최저기온은 1월에서 –3.31℃로 나타났다. 한
편, 연평균 강수량은 1413.69㎜이며 홍수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약 
72%의 강수가 발생한다. 왕숙천 유역의 30년 평균 월별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표 2>와 <그림 3>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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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 면적(km2) 비율(%)

시가지/나지 18.67 9.30

논 14.73 7.34

밭 21.03 10.48

활엽수 60.17 29.98

침엽수 57.74 28.77

혼효림 18.32 9.13

초지 6.57 3.27

습지/수역 3.46 1.72

총계 200.69 100

토지피복지도(환경부, 2007)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산출하였음.

표� 3� 왕숙천유역의�토지피복별�면적과�비율

3) 토지피복

왕숙천 유역 내 일부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녹지제한구역
(그린벨트)과 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 가운데 개발 압력이 낮고 
연구기간의 토지피복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유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피복유형은 활엽수림
으로, 비율로는 약 29.84%에 달한다. 다음으로 침엽수림은 활엽수림과 
거의 유사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28.63%의 비율로 나타났다. 여
기에 혼효림을 합한 전체 산림의 면적은 전체 유역면적의 68.9%를 차
지하고 있다. 반면 시가지와 나지가 차지하는 면적비는 약 9.26%로 비
교적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상세한 토지피복별 면적과 비율은 
<표 3>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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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SEBAL 모형을 이용하여 증발산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자료는 크게 위
성영상 자료, 기상자료 및 지표자료이다. 이 중 위성영상자료는 파장대
별 위성영상과 영상 정보(metadata)로 구성된다. 기상자료에는 기온, 
순복사량, 풍속 및 습도 등이 포함되며, 지표자료는 DEM (Digital 
Elevation Model), 토지피복지도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연구기간은 2006년에서 2008년이다. 2006년에서 2008년
까지의 기간에는 연구지역을 촬영한 위성영상이 다수 존재하고, 기상자
료의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토지피복지도와의 일치도가 높아 
SEBAL 모형을 이용한 증발산 산정의 적용성 평가에 적합하다. 연구에 
활용한 자료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성영상

연구에 활용한 위성영상은 Landsat 5 TM과 Landsat 7 ETM+이다. 
Landsat 5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TM(Thematic Mapper) 센서는 총 
일곱 개의 파장대역으로 지구를 촬영한다. 이 중 세 가지 파장대역은 
청색, 녹색 및 적색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며, 다른 네 가지 파장대역
은 적외선 영역에 포함된다. Landsat 7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ETM+(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센서는 기존의 TM 센서를 
개량한 것으로, 열적외선 대역의 해상도가 기존의 120m에서 60m로 
향상되고 15m 해상도의 전정색(Panchromatic)대역이 추가되었다. 위
성체와 센서의 사양은 <표 4>와 같다.

연구에 활용한 위성영상은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의 EarthExplorer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http://earthexplorer.usgs.gov).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의 위성영상 가운데 왕숙천 유역을 모두 포함
하면서 기상조건 및 운량을 고려하여 분석에 활용 가능한 영상 총 35
개를 선정하였다. 해당 위성영상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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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 위성명

Landsat� 5� TM Landsat� 7� ETM+

위성�제원

발사일 1984-03-01 1999-04-15

위성궤도 태양동조궤도� (sun-synchronous)

경사도 98.2� ̊
고도 705km

촬영주기 16일

주사폭 185km 185km

적도통과시 9:45� AM 10:00� AM

센서�제원

파장(μm)

/

해상도(m)

Band� 1 0.45� � 0.52� /� 30 0.45� � 0.515� /� 30

Band� 2 0.52� � 0.6� /� 30 0.525� � 0.605� /� 30

Band� 3 0.63� � 0.69� /� 30 0.63� � 0.69� /� 30

Band� 4 0.76� � 0.9� /� 30 0.75� � 0.9� /� 30

Band� 5 1.55� � 1.75� /� 30 1.55� � 1.75� /� 30

Band� 6 10.4� � 12.5� /� 120 10.4� � 12.5� /� 120

Band� 7 2.08� � 2.35� /� 30 2.08� � 2.35� /� 30

Band� 8 - 0.52� � 0.90� /� 15

표� 4� Landsat� 5� TM과� Landsat� 7� ETM+의�비교

그림� 4� 연구에�활용한� Landsat� 위성영상의�시계열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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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K GCK

좌표(WGS84)
37°44’53.9”N

127°08’52.67”E

37°44'54.7"N

127°09'46.6"E

해발고도 260m 128m

평균경사 10~20° 0~20°

식생형(Vegetation� Type) 활엽수/침엽수�혼효림 활엽수림

평균임관고 18m 23m

수목평균연령 80~200년 80~200년

LAI� (Leaf� Area� Index) 1~6� (±1) 4~8� (±1)

토양특성 미사질양토 사양토

표� 5� GDK/GCK� flux� tower의� 지리•수목•토양�특성

그림� 5� Flux� tower� 위치도

2) 기상자료

왕숙천 유역 내 광릉수목원 시험연구림에는 GDK (KoFlux Gwangneung 
Supersite - Deciduous forest) 와 GCK (KoFlux Gwangneung Supersite 
- Coniferous forest) flux tower가 설치되어 있다. 전체 유역에서 GDK/GCK 
flux tower가 위치한 지점은 <그림 5>와 같으며, 각 flux tower가 위
치한 지역의 지리, 수목 및 토양 특성을 <표 5>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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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 단위 관측장비

Air� temperature degrees� C CSAT3,� Campbell

H2O� concentration mmol•mol-1 LI7500,� LI-COR

Latent� heat� flux W•m-2
CSAT3,� Campbell� and

LI7500,� LI-COR

Sensible� heat� flux W•m-2 CSAT3,� Campbell

Wind� speed m•s-1 CSAT3,� Campbell

Barometric� pressure kPa LI7500,� LI-COR

Net� radiation W•m-2

Net� radiometer,�

CNR1,� Kipp� and�

Zonen

표� 6� GDK/GCK� flux� tower에서�활용하는�요소별�관측장비

연구지역 내에 위치한 GDK/GCK Flux tower는 에디공분산 기법
(eddy covariance method)을 이용하여 30분 단위로 순복사량, 기온, 
습도, 풍속, 기압 등 SEBAL 모형의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기상요소를 
관측한다. 이와 함께 현열, 잠열 및 지열플럭스를 관측하기 때문에 
SEBAL 모형에서 산정한 증발산량과의 비교를 통한 적용성 평가가 가
능하다. 상기한 요소들을 관측하는 관측장비는 20m와 40m 높이에 한 
조씩 설치되어 있으며, 요소별로 관측에 활용하는 장비는 <표 6>과 같
다.

연구에 활용한 GDK/GCK flux tower의 관측자료는 아시아플럭스
(http://asiaflux.net/)에서 구득하였다. GDK flux tower의 관측기간
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이며, GCK flux tower의 경우, 2007년에서 
2008년까지이다. GDK/GCK flux tower 주변 식생의 평균임관고
(average vegetation canopy height)는 각각 약 18m와 약 23m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식생에 의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0m 높
이에서 관측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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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왕숙천�유역의� DEM과�토지피복지도

3) 지표자료

DEM의 제작은 1:5000 수치지형도의 등고선과 참조점을 활용하였다. 
DEM을 제작하기에 앞서 수치지형도상의 등고선과 참조점의 오류를 수
정하였다. 이후 ArcGIS 9.3에서 등고선과 참조점에 입력된 고도값을 
이용하여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을 제작한 뒤 고도값
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내삽(interpolation)하였다. 최종적으로 DEM 
자료는 위성영상의 해상도와 동일한 30m 격자크기로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피복에 따른 증발산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2007년 기준 토지피복지도(중분류)를 활용하였다. 
토지피복지도는 증발산 분석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지역과 산
림지역을 제외한 피복유형을 대분류로 단순화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
으로 분석에 활용한 토지피복은 총 8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각각 시가
지/나지, 논, 밭, 활엽수, 침엽수, 혼효림, 초지 및 습지/수역이다(하림, 
2009). 연구지역의 DEM과 토지피복지도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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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EBAL� 모형의�구축과�적용성�평가

1. 자료의�전처리

1) 위성영상의�전처리

위성영상의 전처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위성영상의 기하보정을 실시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위성영상을 분할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증발산 산
정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각 단계에서 실시하는 세부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가) 기하보정

일반적으로 USGS에서는 Level 1T2) 수준으로 기하보정이 완료된 
Landsat 위성영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상상태 등의 이유로 해당 수
준의 기하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Level 1Gt 또는 Level 1G 수준의 기
하보정이 실시된 영상이나 원본영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 연구지역
을 중심으로 기하보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성영상의 기하보정은 ENVI 4.8의 Regist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1:2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을 선정하였다. 이 때, 지상기준점의 수는 20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모든 지상기준점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가 0.2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재배열(resampling) 
방법은 인근의 값을 이용하도록 최근린 내삽법(nearest neighbor)을 
이용하였다.

2) Landsat 위성영상은 기하보정의 수준에 따라 Systematic Correction (Level 

1G), Systematic Terrain Correction (Level 1Gt) 및 Standard Terrain 

Correction(Level 1T)으로 나뉜다. Level 1G는 해수면 인근의 평탄한 지역에

서 250m 범위 내의 정확도를 가지며, Level 1Gt는 DEM을 이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인다.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Level 1T의 경우, 

GLS2005(Global Land Survey 2005)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지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을 선정한 뒤, 이를 이용하여 기하보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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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ModelBuilder를� 이용하여�일부�수정한� Clip� tool

그림� 7� 기하보정�전(左)과�후(右)의�위성영상

나) 위성영상�분할

SEBAL 모형은 위성영상의 모든 격자에 대하여 연산을 수행하기 때
문에 위성영상의 격자수에 비례하여 처리시간과 용량이 증가한다. 따라
서 모형을 구동하기 이전에 위성영상을 연구지역에 맞게 분할하는 과
정이 선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위성영상의 분할은 ArcGIS9.3의 ModelBuilder에서 Raster Clip 
tool을 일부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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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ModelBuilder를� 이용하여�제작한�수치보정�모형

다) 수치보정

SEBAL 모형은 위성영상의 파장대별 지표 복사량과 반사도를 토대로 
순복사량, 현열 및 잠열 등을 산정한다. 이 때문에 위성영상 내에서 기
상상태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표가 촬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
을 경우 증발산 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격
자 부분을 무효값(null value)으로 변경하는 수치보정이 필요하다.  
Landsat 5 TM 영상은 안개와 구름 및 그로 인한 그림자효과를 보정
하였다. Landsat 7 ETM+ 영상은 전술한 부분과 함께 SLC(Scan 
Line Corrector)3)의 작동 불능으로 인해 격자값이 손실된 부분을 함
께 보정하였다. 수치보정은 ArcGIS9.3의 ModelBuilder에서 모형을 제
작하여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위성영상의 수치보정 과정에는 복사보정(radiometric 
calibration)이 포함된다. 하지만 SEBAL 모형의 구동 과정에서 대기투
과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복사보정을 생략한다.

3) SLC는 whiskbroom 방식의 센서가 위성 진행 방향과 지각으로 회전하며 스캔

할 때 위성체의 움직임에 따라 스캔면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보정하는 장치이

다. 해당 장치의 작동 불능으로 인하여 2003년 5월 31일 이후로 Landsat 7 위

성은 SLC-off mode로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촬영영상에는 약 25% 정도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영상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누락 화소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현재 USGS에서는 누락되는 지역의 격자에 zero값을 넣어서 제

공한다.



- 18 -

그림� 10� 보정작업�전(左)과� 후(右)의� 위성영상

2) 기준증발산량(RET;� Reference� EvapoTranspiration)4)의�산정

가) ASCE5)� Penman-Monteith� Standardized� Form� RET의� 산정

기본적으로 SEBAL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 증발산량은 위
성영상 촬영시기의 순간증발산량이다. SEBAL 모형은 순간증발산량을 
일 단위로 확장하는 데에 기준증발산을 이용한다. 기준증발산의 산정은 
ASCE Penman-Monteith Standardized Form을 이용해서 이루어지
며, 이는 <식 1>과 같다.

4) 주어진 상황에서 토지피복을 통제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증발산량

5)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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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간 ETo ETr

Cn Cd Cn Cd

일단위�또는�

월단위
900 0.34 1600 0.38

낮�동안의�

시단위
37 0.24 66 0.25

밤�동안의�

시단위
37 0.96 66 1.7

표� 7� 단위시간�별� Cn과� Cd값

 ∆
∆


 (1)

여기서, RET : 기준증발산량(reference evapotranspiration, ㎜•hour-1); 
단초(ET0)와 장초(ETr)에 따라 상이한 상수를 적용함

    Rn   : 순복사량(MJ•m-2•hour-1)
    G    : 지표에서의 토양 열 플럭스(MJ•m-2•hour-1)
    T    : 평균 기온(℃)
    u2   : 평균 풍속(m•s-1)
    es   : 평균 포화수증기압(kPa)
    ea   : 평균 실제수증기압(kPa)
    Δ    : 포화수증기압•온도 곡선의 경사도(kPa•℃-1)
    γ    : 건습상수(psychrometric constant, kPa•℃-1)
    Cn   : 단위시간에 대한 분자 상수
    Cd   : 단위시간에 대한 분모 상수

RET의 산정에는 위성영상 촬영시기의 기상자료가 필요하다. 기상자
료에는 기온, 태양복사량 또는 순복사량, 풍속 및 습도가 해당한다. 습
도의 경우 이슬점 온도나 절대습도, 상대습도, 수증기압 또는 비습 등
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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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K flux tower에서 관측하는 기상자료 가운데 습도를 나타내는 요
소는 H2O Concentration (mmol•mol-1)이다. 따라서 이를 절대습도
(absolute humidity, g•m-3) 또는 비습(specific humidity, g•kg-1)으
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절대습도는 다음의 <식 2>와 <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상대습도는 <식 4>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2)

여기서, AH   = 절대습도(Absolute Humidity, g•m-3)
    [H2O] = H2O Concentration (mmol•mol-1)
    MH2O = 수분의 몰질량 상수(g•mol-1), 18.01534

 ·
· (3)

여기서, nair = 공기밀도(air density)
    P  = 대기압(hPa)
    R  = 보편기체상수(J•mol-1•k-1), 8.31447215
    T  = 기온(℃)





·




·
(4)

여기서, SH   = 비습(Specific Humidity, g•kg-1)
    [H2O]  = H2O Concentration (mmol•mol-1)
    MH2O = 수분의 몰질량 상수(g•mol-1), 18.01534
    Mdry  = 건조공기의 몰질량 상수(g•mol-1), 28.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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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 0.81 1.26 2.07 2.51 3.46 3.58 2.67 4.14 3.10 2.54 1.2 0.8

2007 0.88 1.51 1.57 2.89 3.63 4.02 3.09 3.4 2.3 1.99 1.07 0.58

2008 0.73 1.26 2.01 3.07 3.62 3.78 2.63 3.62 2.45 2.1 1.17 0.71

평균 0.81 1.34 1.88 2.82 3.57 3.8 2.79 3.72 2.62 2.21 1.15 0.7

변동계수 7.69 8.87 11.89 8.21 2.22 4.72 7.43 8.26 13.35 10.89 4.86 12.59

표� 8� 연구지역의�연도별�월�기준증발산량(RET)과� 평균�및� 변동계수(%)

그림� 11� REF-ET� 프로그램을�이용하여�산정한�월� 단위� RET� (ETr)

H2O Concentration의 변환 후 30분 단위와 일 단위의 기준증발산
을 산정하였다. 이후 일 단위 기준증발산량을 월별로 평균화하여 월평
균 증발산을 산정하였고, 연도별 월평균 증발산량의 평균과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산출하여 <표 8>과 같이 정리하였
다. <그림 11>은 연도별 월평균 증발산량과 연구기간 동안의 월평균 
증발산량의 평균값을 나타낸 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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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 161.1 172.6 201.9 136.0 199.1 155.8 34.3 177.1 195.7 185.2 153.5 159.4

2007 181.9 171.5 147.1 191.8 197.3 175.2 91.5 105.7 85.1 170.9 188.5 140.8

2008 166.5 224.2 187.3 208.1 213.8 173.8 78.7 196.6 184.6 185.1 169.7 157.0

출처 : 기상청

표� 9� 서울�기상관측소의�연도별�월� 일조시간

나) 소결

월평균 증발산량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증발
산량은 여름철에 많고 겨울철에 적은 특성을 보인다. 증발산량이 가장 
많은 달은 8월이며, 가장 적은 달은 12월이다. 계절 간 증발산량의 차
이는 최대 약 4배에 달한다.

특이사항은 여름철에 해당하는 7월의 증발산량이 6월이나 8월에 비
하여 적게 산출된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 몬순의 영향을 받아 장마전선
이 발달함에 따라 대기 중의 운량이 증가하고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일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몬순에 의한 일사량의 감소는 <표 9>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지역에서 가까운 서울 기상관측소의 연도별 
여름철 월 일조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의
하면 평균적으로 7월의 일조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월 증발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2007년은 다른 해에 비해 7월의 일조
시간이 많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겨울철 가운데 12월
이 1월과 2월에 비해 증발산량이 적은 점 또한 일조시간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월평균 증발산량의 변동계수는 최대 13.35로, 3월과 9월 및 
10월 등 봄•가을철 증발산의 연도별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다. 이와 함
께 12월의 변동계수도 12.59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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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 0.12 0.15 0.22 0.57 1.52 2.10 2.39 2.49 2.06 0.75 0.23 0.12

2007 0.11 0.16 0.26 0.59 1.52 2.40 2.18 2.47 1.88 1.12 0.21 0.10

2008 0.11 0.12 0.30 0.77 1.59 2.34 2.01 2.80 1.58 1.05 0.19 0.12

평균 0.11 0.14 0.26 0.64 1.54 2.28 2.20 2.59 1.84 0.97 0.21 0.11

변동계수 4.57 10.72 13.24 14.29 2.21 5.60 7.00 5.92 10.82 16.28 7.12 8.61

표� 10� 연구지역의�연도별�월평균�증발산량과�평균�및� 변동계수(%)

3) flux� tower의� 증발산량�산출

가) 잠열플럭스(Latent� heat� flux)를�이용한�증발산량의�산출

flux tower의 관측자료 가운데 증발산 산출에 필요한 요소는 잠열플
럭스와 기온이다. 이를 이용한 증발산 산출은 다음의 식을 따른다.

 


× (8)

여기서, ET   = 증발산량(㎜)
    λET = 잠열플럭스(W•m-2, W=J•S-1)
    λ    = 증발열(latent heat of vaporization, J•kg-1)
    t     = 단위시간

 × (9)

여기서, Ta = 기온(K)

증발산은 30분 단위와 일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결측값에 의한 오차
를 저감하기 위하여 전체 관측자료 가운데 하루 중의 결측값 비율이 
5% (2.4회/일)를 넘지 않는 관측일만 선별하여 월평균증발산량을 산정
하였다. 그 결과를 <표 10>과 <그림 12>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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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GDK� flux� tower의� 월�단위�증발산량

나) 소결

월평균 증발산량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 해당하
는 1월, 2월 및 12월의 월평균증발산량은 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최대증발산량을 보이는 8월에는 평균적으로 매일 2.5㎜ 정도의 증
발산이 발생하였다. 3월까지의 증발산량은 크지 않고 4월 전후로 증발
산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여 이 시기에 큰 변동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9월과 10월 사이에도 증발산 패턴에 큰 변
동성이 존재한다. 여름철 가운데 7월 증발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
난 경향성도 기준증발산량과 유사하다.

연도별 월평균 증발산량의 변동계수는 최대 16.28로, 3월과 4월, 9
월 및 10월 등 봄•가을철 증발산의 연도별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월의 변동계수도 10.72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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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SEBAL�모형의�증발산�산정�과정�(Allen�et�al.,�2002,�일부�수정)

2. SEBAL�표준모형의�구축

SEBAL 표준모형은 Allen et al. (2002)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형으
로, 모형 전체의 구축 과정과 각 단계의 각 단계의 알고리즘이 상세하
게 제시되어 있다. 표준모형의 증발산 산정 과정은 <그림 13>의 순서
도를 따르며, Erdas Imagine의 ModelMaker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SEBAL 모형을 활용한 국내의 연구들 역시 일반적으로 Erdas 
Imagine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구지역의 특성에 맞춰 표준모형의 일부
분을 수정하여 적용한다(유진웅, 2003; 하림, 2009; 하림 외, 2010).

SEBAL 모형의 증발산 산정은 <식 5>에 나타낸 에너지수지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때, SEBAL 모형에 활용하는 위성영상은 촬영시기
의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SEBAL 모형의 기본 알고리즘은 순간증
발산량을 산정한다.

  (5)

여기서, Rn   = 지표 순복사량(net radiation, [W•m-2])
    G    = 토양 열 플럭스(soil heat flux, [W•m-2])
    H    = 대기로의 현열 플럭스(sensible heat flux, [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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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표�에너지�수지�모식도� (Allen� et� al.,� 2002,� 일부�수정)

    λET = 잠열 플럭스(latent heat flux, [W•m-2])
지표의 순복사량(Rn)은 지표상의 총 에너지 수지를 의미한다. 순복사

량은 에너지의 총 유입량에서 유출량을 제함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지
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유입과 유출은 다음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6)

여기서, RS↓       = 지표로 유입되는 단파 복사 에너지 [W•m-2]
    α         = 지표면 반사율(albedo)
    αRS↓      = 지표에서 유출되는 단파 복사 에너지 [W•m-2]
    RL↓       = 지표로 유입되는 장파 복사 에너지 [W•m-2]
    RL↑       = 지표에서 유출되는 장파 복사 에너지 [W•m-2]
    ε0         = 지표 열 복사율(surface thermal emissivity)
    (1-ε0)RL↓ = 유입되는 장파 복사 에너지의 지표 반사량

SEBAL 모형의 순복사량 산정 과정은 <그림 16>의 순서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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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복사에너지�수지� (Allen� et� al.,� 2002)

그림�16�SEBAL�모형의�순복사량�산정�과정�(Allen�et�al.,�2002,�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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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표로 유입되는 단파 복사 에너지(RS↓)는 태양상수, 태양 입사
각,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 거리 및 대기 투과율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
다. 이 때, 실제 지표가 받아들이는 단파 복사 에너지는 지표면 반사율
(albedo)에 의해 결정된다. 지표면 반사율은 위성영상의 파장대별 반사
도(reflectivity)를 종합하여 얻을 수 있다.

한편, 지표로 유입되는 장파 복사 에너지(RL↓)는 스테판 볼츠만
(Stefan-Boltzmann) 법칙과 대기 투과율 및 “Cold Pixel”의 지표온도
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지표에서 유출되는 장파 복사 에너지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과 지표 열복사율 및 지표온도를 이용해 계산한다. 이 때, 
지표온도는 열적외선 파장대역의 위성영상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복
사율 산정에는 NDVI를 이용한다.

토양 열 플럭스(G)는 전도현상(conduction)으로 인하여 토양 또는 
식생에 저장되는 열의 양을 의미한다. 토양 열 플럭스는 NDVI와 지표
온도 및 반사율을 경험적으로 얻어진 <식 7>에 대입하여 산출한다
(Bastiaanssen, 2000).

 

   (7)

대기로의 현열 플럭스(H)는 지표온도 변화로 인한 대류(convection)
와 전도현상에 의해서 대기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열 플럭
스는 공기의 밀도(ρ)와 공기의 정압비열(CP), 지표와 대기의 온도차(dT, 
 ) 및 열 이동에 대한 공기역학적 저항( )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 15>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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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L 모형에서는 참조격자점인 “Cold Pixel”과 “Hot Pixel”을 이
용하여 우회적으로 dT를 산정한다. 또한 지표의 가열로 인한 대기의 
부양효과를 고려하여 반복 순환 계산을 하여 오차를 최소화한 뒤, 적정
한 현열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계산을 토대로 각 격자점에 대한 잠열 플럭
스를 산정한 뒤 증발열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순간증발산량(ETinst)을 산
정한다. 이후 기준증발산량과 순간증발산량의 비(ratio)인 기준증발비
(Reference ET Fraction; ETrF)를 구하고, 기준증발비에 일 단위 기
준증발산량(daily reference ET; ETr24)을 곱하여 일 단위 증발산량
(ET24)을 산정한다.



 (9)

 × (10)

3. SEBAL� 수정모형의�구축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SEBAL 수정모형은 우리나라 유역의 적용성을 
높이고 다중시기 위성영상에 대한 증발산 산정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
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모형을 일부 수정한 모형을 의미한다.

먼저 수정모형은 최근의 연구들을 반영하여 몇 가지 내부 변수들을 
수정하였으며, 표준모형의 증발산 산정 과정 가운데 Southern Idaho
에서 얻은 경험식에 근거를 둔 일부 알고리즘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증발산 산정 과정을 자동화하여 위성영상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플랫폼의 변경과 UI(User Interface)의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각 수정사항들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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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형� (Allen� et� al.,� 2002) 수정모형� (Chander� et� al.,� 2009)

Band Landsat� 5 Landsat� 7 Landsat� 5 Landsat� 7

1 1957 1969 1983 1997

2 1829 1840 1796 1812

3 1557 1551 1536 1533

4 1047 1044 1031 1039

5 219.3 225.7 220 230.8

7 74.52 82.07 83.44 84.90

표� 11� 표준모형(左)과�수정모형(右)에�적용한�파장대별� ESUNλ값

1) 내부�변수와�알고리즘의�수정

가) ESUNλ(spectral�mean� solar� exo-atmospheric� irradiance)의�수정

이 연구에서 수정한 내부 변수는 Landsat 위성영상의 파장대별 반사
도(spectral reflectivity)의 산출과정에서 이용하는 ESUNλ6)이다.

표준모형은 Landsat 5 TM과 Landsat 7 ETM+ 위성영상에 대하여 
각각 Markham and Barker (1986)과 Landsat 7 Science User 
Data Handbook (2002 ver.)을 참고하여 파장대별 ESUNλ값을 입력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Landsat 위성의 복사량
(radiance), 반사도(reflectivity) 및 이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
인 보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현재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구
들에서 주로 활용하는 ESUNλ값은 표준모형과 상이하다(Markham 
and Barker, 1987; Helder, 1993, Chander and Markham, 2003; 
Thome et al., 2003, 2004; Chander et al., 2004a, 2004b, 2007a, 
2007b, 2009; Teillet et al., 2006,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수정모형은 ESUNλ값에 대하여 Chander et al. (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TM과 ETM+ 센서의 최근 보정값을 적용하였다. <표 11>은 표준
모형과 왕숙천 적용 모형에 활용한 ESUNλ값을 정리하여 비교한 것이
다.

6) spectral mean solar exo-atmospheric irrad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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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태양입사각�산정�시� 산지와�평지의�구분기준�변경

에너지수지식에서 태양입사각은 순복사량의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
소이다. SEBAL 모형은 각 격자점을 산지와 평지 두 가지 지형범주 가
운데 한 가지로 구분하고 태양입사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범주별로 
상이한 요소를 이용한다. 이 때, 산지와 평지의 구분은 기준경사도의 
초과여부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기준경사도의 크기에 따라 특정 격
자점에서는 SEBAL 모형에서 산정하는 태양입사각의 크기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SEBAL 표준모형은 기준경사도를 5°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지역
인 왕숙천 유역은 완만한 지형기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대체적으로 
10° 이내의 완경사지에서는 동질적인 토지피복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진웅(2003)에서는 NDVI를 이용하여 산지와 경작지를 구분하는 
기준경사도를 선정하였는데, 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왕숙천 유역에 
적합한 기준경사도는 10°로 나타났다.

다) SAVI�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의� 산정

SAVI는 Huete (1988)에서 토양에 의한 오차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
으로 고안된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식생으로 덮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토양
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상이한 토지피복이 공존하는 지역을 인공위성
으로 촬영할 경우, 식생의 밀도와 인공위성의 촬영각도 및 위성영상의 
해상도에 따라서 각 격자점에는 여러 토지피복이 혼합되어 반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식생지
역의 복사량과 반사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SAVI는 NDVI에 
반영되어 있는 토양의 영향력을 저감할 수 있는 지수로, 다음의 <식 
11>에 의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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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NDVI와�WDVI를� 이용한� L과� SAVI의� 산정과정

 

 (11)

여기서, ρ4 = 근적외선 밴드의 reflectivity
    ρ3 = 적색 밴드의 reflectivity
     L = 보정상수

SAVI 산정식에서 보정상수 L은 격자점 내의 토양의 비율을 나타내
며, 식생의 밀도가 높을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식생의 밀도가 낮
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SAVI의 보정상
수로 0.5를 이용한다(Clevers and Verhoef, 2009). 하지만 연구지역 
내에 다양한 식생이 공존하는 경우, 각 지점별로 식생의 밀도가 상이하
다. 또한 SAVI는 증발산 산정에 중요한 변수인 엽면적지수(LAI)를 산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 때문에 SEBAL 모형의 구축에 있
어서 보정상수 L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표준모
형에서는 Southern Idaho에서의 반복적인 측정에 근거하여 보정상수 
L의 값으로 0.1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왕숙천 내의 각 지점별로 토지피복이 상이하기 때문
에 모든 지점에 동일한 L 값을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지점별로 적정한 L 값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WDVI 
(Weight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이용하였다(Qi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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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VI는 Clevers (1988)에서 고안된 것으로, 토지피복이 나지인 지
역의 파장대별 반사도를 고려하여 식생지수를 산정한다. WDVI를 이용
하여 L과 SAVI를 산정하는 과정은 <그림 17>의 흐름도와 같다.

WDVI와 L은 각각 <식 12>와 <식 14>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12)

 

 (13)

여기서, ρ4soil :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 나지(bare soil)의 반사도
    ρ3soil : 적색 파장대역에서 나지의 반사도

  

××× (14)

라) 수면의�토양�열� 플럭스의�산정

SEBAL 모형은 토양 열 플럭스를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식 15>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 경험식은 식생이 존재하는 지표면에 대해서만 적
용할 수 있고, 수면과 설면(雪面, snow surface)에 적용할 경우 큰 오
차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표준모형은 Idaho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NDVI와 지표온도 및 지표면 반사율(α)을 이용하여 수면과 설면을 추출
한 뒤에 <식 16>를 적용하여 토양 열 플럭스를 산정하였다(Alle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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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16)

그림� 18� 수심이�깊은�수면에서�월별�순복사량과�토양�열� 플럭스의�관계

(Yamamoto� and� Kondo,� 1968)

하지만 지역의 계절차와 평균기온 등의 차이로 인해서 표준모형의 
경험식을 왕숙천 유역에 적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진웅(2003)은 Yamamoto and Kondo (1968)의 경
험식을 이용하였다.

Yamamoto and Kondo (1968)는 노지리호(野尻湖)에서 수행된 연
구로, 연구지역인 노지리호의 위치는 북위 36°49’31”, 동경 138°13’19”
로 왕숙천 유역과 인접성이 높다. 반복적인 실측작업에 의한 연구 결과
는 <그림 18>이며, 이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 17>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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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 때, Gwater1은 1월부터 6월 사이의 토양 열 플럭스 산정에 이용하
며, Gwater2는 7월부터 12월 사이의 토양 열 플럭스 산정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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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발산�산정의�효율성과�사용자�편의성의�개선

가) Anchor� Pixel� 선정과정의�자동화

SEBAL 모형에서 적정한 현열 플럭스(H)를 산정하는 데에는 지표와 
대기의 온도차(dT,  )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면으
로부터 특정 높이만큼 떨어진 지점의 기온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SEBAL 모형은 두 가지 “Anchor Pixel” (Cold Pixel, Hot 
Pixel)을 선정한 뒤, 두 지점의 온도를 비교하여 우회적으로 dT를 산정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Allen et al., 2002).

표준모형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Anchor Pixel을 선정한다. 이 방법
은 연구에 활용하는 위성영상의 수에 비례하여 사용자의 작업량과 처
리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의 숙련도에 따라 기준점의 적정
성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수와 신체적, 심리적 상태 등
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기준점의 선정에 일관적인 신뢰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표준모형은 다수의 위성영상을 이용할 경우, 전체 
결과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한편, METRIC 모형(Mapping EvapoTranspiration with high 
Resolution and Internalized Calibration)7)은 사용자의 수작업 외에 
NDVI와 지표온도를 반영하여 Anchor Pixel을 선정하는 자동화 기법
을 이용하고 있다(Burnett, 2007). METRIC 모형의 증발산 산정 과정
은 SEBAL 모형과 거의 동일하다(Allen et al., 2007). 따라서 METRIC 
모형의 자동화 기법은 SEBAL 모형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왕숙천 유역은 다양한 토지피복이 혼재하며 지점별 고도와 경사 및 
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METRIC 모형의 자동화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위성영상을 이용한 반복작업을 수
행한 결과, 지표온도를 기준으로 지역 추출을 선행한 뒤 NDVI를 기준
으로 하여 다시 한 번 지역을 추출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용
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정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7) METRIC 모형은 SEBAL의 미국 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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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d� Pixel의� 선정

먼저 연구지역의 지표온도(TS)가 하위 50% 이내인 지역을 추출한 
뒤, NDVI 상위 5% 이내인 지역을 추출하여 그 안에서 지표온도가 15 
분위수(percentile)에 해당하는 지점을 선정한다.

(2) Hot� Pixel의�선정

먼저 연구지역의 지표온도(TS)가 상위 50% 이내인 지역을 추출한 
뒤, NDVI 하위 10% 이내인 지역을 추출하여 그 안에서 지표온도가 
85 분위수에 해당하는 지점을 선정한다.

나) 플랫폼의�변경과� UI의� 개선

Allen et al. (2002)에서는 Erdas Imagine의 Modelmaker를 이용하
여 SEBAL 표준모형을 구축하였다. SEBAL 모형을 이용하는 많은 연구
들 또한 Erdas Imagine을 통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ENVI, IDRISI, Matlab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SEBAL 모형을 구축한 경우에도 DEM의 제작과 같은 
자료의 전처리와 증발산 산정 결과의 가시화 단계에서는 ArcGIS를 이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다수의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증발산 산정을 시도할 경우에는 
위성영상을 비롯한 자료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자료의 전처리 
단계에서 가시화 단계까지 단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자료의 효율
적인 관리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ArcGIS의 ModelBuilder를 이용하여 SEBAL 모형을 구축
하였으며, 이를 <그림 19>로 나타냈다.

수정모형에서 증발산 산정 과정은 초기값 입력과 중간 연산과정 및 
결과값 산출 단계로 나뉜다. 여기에서 초기값은 증발산 산정에 이용하
는 위성영상별로 상이한 촬영 일자, 촬영 시각, 태양입사각 및 기준증
발산량 등의 요소들을 의미한다. 특히 다수의 위성영상을 이용할 경우, 
모형 내의 해당 요소값을 수정하는 작업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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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rcGIS의�ModelBuilder를� 통해�구축한� SEBAL� 모형

그림� 20� SEBAL� 수정모형의�초기값�입력� UI

처리 속도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SEBAL 수정모형의 구축 과정에
서 각 위성영상에 따라 각 요소들을 적정한 값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림 20>과 같이 UI를 개선하였다.

초기값 입력 이후에는 증발산 산정을 위한 중간 연산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결과값으로 순간증발산량과 일 단위 증발산량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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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측자료와의�비교를�통한� SEBAL� 모형의�적용성�평가

1) 관측지점�별�위성영상의�선정

SEBAL 모형의 적용성 평가는 SEBAL 모형의 일증발산량 표면의 격
자점들 가운데 flux tower가 위치한 지점에 해당하는 격자점에서 산정
된 증발산량과 flux tower의 실측자료에서 해당 일자의 증발산 관측값
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때, SEBAL 모형의 증발산 산정 결과를 실측자료와 비교하는 데
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위성영상의 촬영
지역 내에 증발산 또는 증발 관측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성영상의 
경우 전체 촬영범위 내에 관측지점이 포함되더라도 구름이나 안개 등
의 기상상태와 SLC의 작동 불능으로 인하여 실제 촬영지역에는 관측
지점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flux tower의 에디공분산 시스템은 타워로 불어오는 공기에 함
유된 수증기량을 관측하기 때문에 대기 안정도 등의 외부조건에 의해 
100m에서 최대 1000m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증발산의 평균에 해당한
다(문상기 외, 2008). 따라서 SEBAL 모형을 이용한 증발산 산정에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할 경우, flux tower의 실측자료와의 비교에
는 단일 격자점의 증발산값을 이용하기보다는 일정 범위 내의 격자점
들의 증발산량을 종합하여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lux tower가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격자점
들의 평균 증발산량을 실측자료와의 비교 분석에 이용하였고, 위성영상
의 실제 촬영지역에 flux tower와 인근 100m 이내의 지역이 온전히 
포함되지 않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위성영상의 촬영지역 내에 관측지점이 포함되더라도 실측자료에 일
정 수준 이상의 결측값이 존재할 경우에도 SEBAL 모형의 적용성을 평
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연속적인 실측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특히 일조시간 내에 결측값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전일과 후일의 증발산량과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반면, 일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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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GCK�지점에서의�적용성�평가에�활용한�위성영상의�시계열적�분포

그림�21�GDK�지점에서의�적용성�평가에�활용한�위성영상의�시계열적�분포

간 외에 결측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감소하였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간 관측값에서 결측값이 6회 이상(≒10%)이거나 
일조시간 내의 결측값이 3회 이상(≒5%)인 일자를 실측자료와의 비교
에서 제외하였다(Saha et al., 2012).

이에 따라 SEBAL 모형의 적용성 평가에 활용한 위성영상의 종류와 
양은 관측지점별로 상이하다. GDK 지점의 경우, TM 3개와 ETM+ 16개
를 포함한 총 19개의 위성영상이 활용되었으며, GCK 지점에서는 TM 1
개, ETM+ 9개로 총 10개의 위성영상이 활용되었다. 관측지점별로 활용
한 위성영상의 시계열적 분포는 다음의 <그림 21>, <그림 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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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성�평가방법의�설정

현재 증발산 산정 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은 마
련되지 않고 있다. 한편, Bear River 유역을 대상으로 다중시기 위성
영상과 실측자료를 이용한 적용성 평가 결과, SEBAL 모형은 토양의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지역에서 95%의 유의확률로 ±1㎜의 추정오차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stiaanssen, 2000).

왕숙천 유역에서 flux tower가 위치한 지역은 혼효림(GDK)과 활엽수
림(GCK) 지대로, 토양 수분 조건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토양이 건조하다. 이 때문에 SEBAL 모형의 산정값은 실제 증
발산량에 비하여 다소 과다 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지표환경에 
대해서 SEBAL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양 수분 조건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도 상기한 허용 기준을 적용성 평가에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다중시기 위성영상에 대한 각 모형의 적용성을 종합적으
로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증발산 관측값과 산정값 간의 상관성을 표현
하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CC), 평균경향오차(mean 
bias error; MBE) 및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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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해석

1. 다중시기�위성영상을�이용한�증발산�산정�결과의�해석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촬영된 35개의 Landsat 위성영상에 대
하여 SEBAL 표준모형과 수정모형을 이용한 GDK flux tower 지점의 
증발산 산정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이와 함께 두 모형의 평균 일증
발산량과 최대 일증발산량을 <그림 23>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표준모형에서 유역의 최대 일증발산량은 1.98㎜에서 8.53㎜ 사이에, 
평균 일증발산량은 0.35㎜에서 4.54㎜ 사이에 분포한다. 수정모형의 경
우, 최대 일증발산량은 2.25㎜에서 9.73㎜ 사이에, 평균 일증발산량은 
0.43㎜에서 4.34㎜ 사이에 분포하여 전반적으로 증발산량이 유사하게 
산정된 가운데, 수정모형의 산정값이 다소 많다.

표준모형과 수정모형에서 산정하는 평균 일증발산량의 차이는 ‘평균
의 차이값’으로 정량화하여 표로 나타냈다. 이는 수정모형의 평균 일증
발산량에서 표준모형의 평균 일증발산량을 제한 값으로, <그림 23>의 
그래프에서 수정모형의 변곡선을 기준으로 표준모형의 변곡선과의 차
이를 의미한다.

평균의 차이값을 이용한 모형 비교 결과, 수정모형으로 산정한 일증
발산량이 표준모형의 일증발산량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약 0.14㎜ 정도 
많으며 표준편차는 약 0.37㎜로 나타났다. 두 모형의 유역 평균 일증발
산량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일부 시기에는 상대적으
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두 가지 모형에서 산정하는 평균 일증발산량을 계절에 따라 범주화
하면 <표 13>과 같이 일증발산량의 분포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겨울에는 일사량이 적고 식생이 빈약하여 평균 일증발산량이 1㎜ 
이내로 발생한다. 이에 반해서 식생이 왕성하고 일사량도 풍부한 여름
철에는 일증발산량이 3.6㎜에서 최대 4.3㎜까지 발생한다. 봄과 가을철
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심한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의하
여 동일한 계절 내에서 일 증발산량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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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날짜 날짜변환
표준모형�증발산량 개선모형�증발산량 평균의

차이값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2006 8 � 1월� 8일 0 2.74 0.52 0 3.58� 0.77� 0.25

2006 24 � 1월24일 0 2.46 0.40 0 3.63� 0.81� 0.41

2006 72 � 3월13일 0 2.25 0.62 0 3.11� 0.95� 0.33

2006 136 � 5월16일 0 8.53 4.02 0 8.68� 4.05� 0.03

2006 168 � 6월17일 0 7.84 3.92 0 7.87� 4.25� 0.33

2006 216 � 8월� 4일 0 8.51 4.54 0 8.53� 4.34� -0.2

2006 248 � 9월� 5일 0 6.83 3.50 0 6.43� 3.30� -0.2

2006 256 � 9월13일 0 8.04 3.54 0 9.73� 2.81� -0.73

2006 265 � 9월22일 0 5.05 2.12 0 6.95� 1.85� -0.27

2006 297 10월24일 0 4.08 1.34 0 3.84� 1.45� 0.11

2006 344 12월10일 0 3.17 0.76 0 4.13� 1.30� 0.54

2006 360 12월26일 0 2.73 0.66 0 2.42� 0.65� -0.01

2007 11 � 1월11일 0 3.93 1.06 0 5.08� 0.96� -0.1

2007 27 � 1월27일 0 2.28 0.63 0 3.73� 1.16� 0.53

2007 59 � 2월28일 0 6.97 1.68 0 7.22� 1.75� 0.07

2007 116 � 4월26일 0 8.32 2.17 0 8.12� 2.82� 0.65

2007 147 � 5월27일 0 5.82 2.59 0 5.95� 2.52� -0.07

2007 196 � 7월15일 0 6.45 3.22 0 6.59� 3.62� 0.4

2007 235 � 8월23일 0 7.44 3.99 0 7.77� 4.11� 0.12

2007 308 11월� 4일 0 3.00 0.90 0 2.75� 0.76� -0.14

2007 331 11월27일 0 5.11 0.43 0 5.04� 0.92� 0.49

2007 356 12월22일 0 3.02 0.93 0 2.25� 0.43� -0.5

2007 363 12월29일 0 2.77 0.54 0 2.46� 0.45� -0.09

2008 14 � 1월14일 0 4.43 1.45 0 5.26� 1.28� -0.17

2008 30 � 1월30일 0 2.63 0.35 0 3.47� 0.61� 0.26

2008 39 � 2월� 8일 0 1.98 0.38 0 3.26� 0.99� 0.61

2008 46 � 2월15일 0 2.89 0.72 0 4.04� 1.13� 0.41

2008 94 � 4월� 3일 0 5.78 1.35 0 6.77� 1.64� 0.29

2008 110 � 4월19일 0 7.53 3.24 0 7.47� 3.14� -0.1

2008 119 � 4월28일 0 7.50 2.37 0 7.68� 2.93� 0.56

2008 167 � 6월15일 0 7.98 3.92 0 8.59� 4.27� 0.35

2008 247 � 9월� 3일 0 5.69 3.07 0 6.34� 4.01� 0.94

2008 270 � 9월26일 0 5.73 2.38 0 6.03� 2.55� 0.17

2008 318 11월13일 0 2.59 0.70 0 3.53� 1.14� 0.44

2008 366 12월31일 0 4.99 1.18 0 4.23� 0.48� -0.7

표� 12� 위성영상�촬영�시기별�증발산�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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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EBAL� 표준모형과�수정모형의�유역�평균/최대�일증발산량

2006 2007 2008

표준모형 수정모형 표준모형 수정모형 표준모형 수정모형

봄 2.32 2.5 2.38 2.67 2.32 2.57

여름 4.23 4.30 3.61 3.87 3.92 4.27

가을 2.63 2.35 0.67 0.84 2.05 2.57

겨울 0.59 0.88 0.97 0.95 0.84 0.84

표� 13� 표준모형과�수정모형의�연도별�계절�평균�일증발산량

다.
한편, 경년변화에 따른 계절 평균 증발산량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1㎜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 경년변화가 크게 나타난 2007년 가을의 경우, 
해당 시기의 위성영상이 겨울에 가까운 11월에만 촬영되어 계절 평균 
일증발산량이 적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수정모형의 증발산 산정 결과 
가운데 각 계절을 대표하는 증발산량 지도를 선정하여 <그림 24>로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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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EBAL� 수정모형을�이용한�일� 단위�증발산량�산정�결과.

시계방향으로� 2008년� 4월� 19일,� 2007년� 8월� 23일,� 2006년� 9월�

13일,� 2006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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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측자료를�이용한� SEBAL� 모형의�적용성�평가

1) GDK� flux� tower의� 증발산�관측자료를�이용한�적용성�평가

두 가지 SEBAL 모형으로 산정한 flux tower 인근 지역의 평균 일증
발산량과 GDK flux tower에서 관측한 일증발산량 및 이에 대한 각 모
형의 오차량을 <표 14>로 정리하였다. <그림 25>는 GDK flux tower
의 관측값과 오차허용범위에 대해서 표준모형과 수정모형의 증발산 산
정값의 시계열적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증발산량이 오차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표준모형(■)과 수정모형(◆)을 각기 다른 표식
으로 나타냈다. 다음으로 전체 19개 시기에서 각 모형이 산정한 증발
산량과 GDK flux tower의 관측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한 검증 통계량
을 <표 15>로 나타냈다.

전체 19개 시기에서 GDK flux tower의 실측자료에 대한 상관계수는 
표준모형(0.955)과 수정모형(0.984)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균
경향오차를 살펴보면, 표준모형(0.526㎜)과 수정모형(0.464㎜) 모두 전
반적으로 GDK flux tower의 관측값에 비하여 과다 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평균제곱근오차의 경우, 표준모형(75.58%)과 수정모형(58.94%) 
모두 높은 값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오차량에는 뚜렷한 계절차가 존재
하는데,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적고 여름철에 많아 전반적으로 각 시기
의 증발산량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두 모형의 통계량을 비교할 경우, 수정모형이 표준모형에 비해
서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며, 평균경향오차와 평균제곱근오차의 
경우에는 다소 낮게 나타남에 따라 표준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또한, 추정오차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증발산량은 
표준모형에서 4회, 수정모형에서 2회 발생하여 증발산 산정 결과에 대
한 신뢰도 또한 수정모형이 표준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산정값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시기는 2007년 
8월 23일과 2008년 4월 28일이며, 표준모형은 이 두 시기와 함께 
2006년 9월 13일과 2008년 9월 26일에서 추가적으로 허용범위를 벗
어나는 증발산량이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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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날짜
GDK

관측자료

표준모형 수정모형

증발산량 오차량 증발산량 오차량

2

0

0

6

01월� 08일 0.072� 0.280 0.208 0.219 0.147

01월� 24일 0.138� 0.419 0.281 0.253 0.115

06월� 17일 2.757� 3.130 0.373 3.421 0.664

08월� 04일 3.682� 4.454 0.772 4.220 0.538

09월� 13일 2.722� 3.936 1.214 3.509 0.787

10월� 24일 1.074� 1.590 0.516 1.827 0.753

2

0

0

7

01월� 11일 0.128� 0.418 0.290 0.311 0.183

05월� 27일 2.752� 3.140 0.388 3.110 0.358

08월� 23일 3.239� 4.289 1.050 4.422 1.183

11월� 04일 0.333� 0.105 -0.228 0.425 0.092

11월� 27일 0.270� 0.206 -0.064 0.384 0.114

12월� 22일 0.083� 0.787 0.704 0.235 0.152

2

0

0

8

01월� 14일 0.111� 0.792 0.681 0.526 0.415

01월� 30일 0.098� 0.262 0.164 0.164 0.066

04월� 28일 1.314� 3.256 1.942 2.333 1.019

06월� 15일 2.685� 3.039 0.354 3.682 0.997

09월� 26일 2.283� 3.689 1.406 2.790 0.507

11월� 13일 0.228� 0.239 0.011 0.987 0.759

12월� 31일 0.293� 0.231 -0.062 0.255 -0.038

표�14�GDK�flux� tower와�표준모형�및�수정모형의�증발산량(㎜)과�오차량(㎜)

그림� 25� GDK� flux� tower와� SEBAL� 모형의�증발산량�및� 오차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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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CC MBE(㎜) RMSE(%)

표준모형 0.955 0.526 75.58

수정모형 0.984 0.464 58.94

표� 15� GDK� flux� tower� 관측자료에�대한�모형별�산정값의�검증�통계량

2) GCK� flux� tower의� 증발산�관측자료를�이용한�적용성�평가

GCK flux  tower가 위치한 지역에서도 GDK flux tower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10개 시기에서 GCK flux tower의 실측자료에 대한 상관계수는 
표준모형(0.974)과 수정모형(0.989) 모두 높게 나타났다. 평균경향오차
의 경우, 표준모형(0.364㎜)과 수정모형(0.391㎜) 모두 전반적으로 실측
자료에 비하여 과다 산정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두 모형 모두 GDK 지
점에 비하여 실측값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평균제곱근
오차 또한 표준모형(46.22%)과 수정모형(46.15%) 모두 높은 값을 보이
지만, GDK 지점의 값보다는 다소 적은 값을 보인다.

한편, GDK 지점에서와 달리 GCK 지점의 경우에는 표준모형과 수정
모형의 통계량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수정모형의 경우 표준
모형에 비하여 상관계수가 높고 평균제곱근오차가 작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고 평균경향오차는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
로 볼 때, GCK 지점에서는 두 모형 모두 실측자료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추정오차의 통계량을 통한 적용성 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GDK 지점에 비하여 높은 적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두 모형 모두 모든 시기의 증발산 산정값이 추정오차 허용범위 이내에 
포함되어 95% 유의수준에서 높은 적용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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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GCK� flux� tower와� SEBAL� 모형의�증발산량�및� 오차허용범위

연도 날짜
GCK

관측자료

표준모형 수정모형

증발산량 오차량 증발산량 오차량

2

0

0

7

01월� 11일 0.224� 0.912� 0.688� 0.710� 0.486�

02월� 28일 0.671� 1.053� 0.381� 1.052� 0.380�

05월� 27일 2.358� 2.862� 0.504� 2.911� 0.553�

07월� 15일 3.591� 3.997� 0.406� 4.176� 0.585�

11월� 04일 0.621� 1.505� 0.884� 1.360� 0.740�

12월� 22일 0.124� 0.592� 0.468� 0.574� 0.450�

2

0

0

8

02월� 08일 0.150� 0.272� 0.123� 0.175� 0.026�

02월� 15일 0.156� 0.000� -0.156 0.177� 0.021�

06월� 15일 2.685� 2.824� 0.139� 3.269� 0.585�

11월� 13일 0.228� 0.426� 0.198� 0.318� 0.090�

표�16�GCK�flux� tower와�표준모형�및�수정모형의�증발산량(㎜)과�오차량(㎜)

모형 CC MBE(㎜) RMSE(%)

표준모형 0.974 0.364 46.22

수정모형 0.989 0.391 46.15

표� 17� GCK� flux� tower� 관측자료에�대한�모형별�산정값의�검증�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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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과�토의

4장에서는 먼저 SEBAL 모형의 증발산 산정값을 GDK/GCK flux 
tower의 증발산 실측자료와 비교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 
때 적용성 평가에 활용한 SEBAL 모형은 Allen et al. (2002)에서 제시
하는 표준모형과, 이 연구에서 표준모형의 변수와 알고리즘을 일부 수
정한 수정모형 두 가지이다.

적용성 평가 결과, GDK 지점에서는 두 모형 모두 일부 시기에 산정
값이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허용범위를 초과
하는 추정오차는 전체 19개 가운데 표준모형에서 4회이며, 수정모형에
서 2회로 수정모형의 추정오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허용범위 초과횟수
를 보였다. 한편, GCK 지점에서는 두 모형 모두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추정오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시기에 대한 실측자료와 산정값의 상관계수는 두 모형 모두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측자료와 모형 산정값의 증발산 변동 패턴은 유
사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표준모형의 경우 GCK 
지점에 비해서 GDK 지점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에 수정모형은 지점 간 상관계수의 차이가 미미하며 두 지점 모두에서 
표준모형에 비해 높은 상관계수를 기록하였다. 각 모형과 flux tower
의 실측자료 간의 추정오차 통계량에서도 지점별 차이가 존재한다. 두 
모형 모두 GCK 지점에 비해서 GDK 지점에서 더 큰 평균경향오차와 
평균제곱근오차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표준모형에 비해서 수
정모형의 통계량 상승폭이 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표준모형의 내부 변수와 알고리즘의 수
정을 통해 왕숙천 유역의 시기별 증발산량 산정에 대한 SEBAL 모형의 
적용성이 소폭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모형에서의 적용성 
향상에는 SAVI 산정 알고리즘의 수정에서 기인한 LAI의 변화인 것으
로 판단된다. SEBAL 모형의 증발산 산정에서 LAI의 변화가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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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은 Maltese et al. (2008)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으며, 특히 순복사
량에서 지열플럭스가 차지하는 비율에 많은 영향을 준다. 표준모형의 
경우 Southern Idaho에서 alfalfa를 이용하여 L값을 산정한 뒤 SAVI
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상이한 식생으로 피복된 지역에 적용할 경우에
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수정모형은 연구지역 내에서도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여 격자점별로 상이한 L값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지표피복
에 차이가 있는 GDK/GCK flux tower에 대하여 표준모형에 비하여 
실측자료와의 유사성이 높은 증발산 산정값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활용한 수정모형은 적용성 향상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표준모형과 유사하게 증발산량이 과다 산정되는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증발산량이 과다 산정되는 경
향성에는 SEBAL 모형이 가정하는 토양수분조건과 달리 flux tower가 
위치한 지역의 토양수분이 제한적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
다. 이는 증발산 실측값에 비해서 모형 산정값이 계절별 순복사량 변화
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오경준 외(2006)에 의하면 우
리나라 사면의 토양내 수분은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봄철에서 
여름철로 이행하는 시기에는 감쇄 현상이, 가을철에서 겨울철로 이행하
는 시기에는 충전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순복사량의 계절차와 연관성이 
있으며, 여름철의 토양수분 감쇄는 순복사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증발
산의 증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비교적 순복사
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토양내 수분이 증발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여름철로 시계열이 이행하면서 순복사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와 함
께 증발산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토양내 수분이 점차 증발산에 제한요
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SEBAL 모형의 산정값과 실측자료간의 계절차
가 점차 커지는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토양수분조건에 의한 SEBAL 
모형 산정값의 오차는 Schuurmans et al. (2011)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SEBAL 모형의 국내 적용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토양수분조건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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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SEBAL 모형은 위성영상과 비교적 적은 양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구축이 가능하며, 산정값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증발산 산정에 활발하
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EBAL 모형을 이용하
여 유역의 증발산을 산정하려는 시도가 저조하였으며, 실측자료와의 비
교를 통한 모형의 적용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유진웅
(2003) 이후로 모형의 수정을 통한 적용성 향상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가 없다. 이 연구는 왕숙천 유역의 증발산 산정에 SEBAL 모형을 이용
하였으며, Allen et al. (2002)에서 제시된 표준모형을 이용한 증발산 
산정과 함께 내부 변수와 알고리즘의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SEBAL 모
형의 적용성 향상을 시도하였다. 증발산 산정에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촬영된 35개의 위성영상이 활용되었으며, 시계열 변화에 따른 
증발산량의 변동 패턴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증발산 실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적용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유역에 대한 SEBAL 모형의 적용성 향상을 위하여 

표준모형과 함께 수정모형을 구축하였다. 표준모형의 수정은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한 일부 변수의 보정과 Southern Idaho 지역의 증발산 산
정에 특화된 일부 알고리즘의 범용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ArcGIS의 ModelBuilder에서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자료의 전처리 단계
에서 결과값의 가시화 단계까지 전 플랫폼을 단일화하였다. 이 때 초기
값 설정을 효율적으로 수정하고, 증발산 산정 과정의 전 단계를 자동화
하여 표준모형에 비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둘째, SEBAL 표준모형과 수정모형에 다중시기 위성영상을 적용하여 
촬영시기별로 왕숙천 유역의 증발산을 산정하였다. 표준모형의 유역 평
균 일증발산량은 시계열 변화에 따라 0.35㎜에서 4.54㎜ 사이의 값을 
가지며, 최대 일증발산량은 1.98㎜에서 최대 8.53㎜까지 발생한다. 수
정모형의 경우, 시계열 변화에 따른 유역의 평균 일증발산량 변동은 
0.43㎜에서 4.34㎜ 사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최대 일증발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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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에서 9.73㎜ 사이에 분포하였다. 두 모형의 유역 평균 일증발산
량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일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평균적으로는 수정모형의 일증발산량이 표준모형
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약 0.14㎜ 많게 산정되었으며, 표준편차는 약 
0.37㎜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평균 일증발산량의 계절차가 뚜렷하
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서 증발산량의 경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는
데, 계절 평균 일증발산량의 경년변화는 2007년 가을을 제외한 다른 
시기에서 1㎜ 이내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2007년 가을의 평균 일증
발산량은 전•후년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시기의 위성영
상이 11월에 편중되어 있어 가을철의 증발산 특성을 고르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GDK/GCK flux tower의 실측자료와 각 모형의 증발산 산정값
을 비교하여 표준모형과 수정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GDK flux 
tower 관측값과의 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두 모형 모두 증발산량이 다
소 과다 산정되었다. 오차량은 겨울철에는 적고, 여름철에는 많아 전반
적으로 증발산량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수정모형의 산정값은 표준
모형의 그것에 비해서 실측자료와의 상관계수가 다소 높고 두 지점 모
두에서 상관계수가 고르게 나타나며 증발산 실측값의 변동패턴과 매우 
유사한 변동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두 모형 모두 
GCK 지점에 비하여 GDK 지점에서 비교적 낮은 상관계수를 지니며, 
평균경향오차와 평균제곱근오차가 높게 나타났다. 이 때, 수정모형은 
표준모형에 비해서 실측값과의 상관계수는 더 높고 오차통계량은 더 
낮게 나타났다. 산정값이 오차허용범위를 벗어나는 횟수 또한 표준모형
에서 4회, 수정모형에서 2회 발생하여 증발산 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
도 역시 수정모형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두 모형 모두 일부 시기에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오차량이 나타나지
만, 전반적으로 증발산 실측값과 유사한 값을 산정하여 비교적 높은 적
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의 수정을 통해 적용성이 소폭 향
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모형의 적용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토양수분조건 등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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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에는 증발산량 관측지점의 수가 적어 지형과 지표피복 특성에 

따른 증발산량의 차이를 정량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증발산 산정 기
법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측지점이 보다 확충된 
이후에는 유역 내에서 지형과 지표피복 특성에 따라 증발산량의 분포
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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