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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L 모형율 이용환 증발산량의 추챙 
- 금강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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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imation of Evapotranspiration with SEBAL Model 
in the Geumgang Upper Bas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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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중발산량의 정확한 산청은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올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가 된다. 중발산량의 점추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탐사률 이용하여 중발산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중 SEBAL 모형은 원격탐사 자료 

를 이용흩}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소요되는 자료가 적으면서도， 중발산량을 청확하게 추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형에서 SEBAL 모형의 적용 가능성올 검증하였고， 중발산량 분포의 시공간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연 

구 지역은 금강 상류의 보청천 유역이며， Land잃t5TM영상(1995년 1월 11일， 4월 1일， 5월 3일， 10월 10일， 11월 27일)을 이 

용하였다. 

주요어 : 중발산량추정， SEBAL 모형의 적용가농성， Landsat 5 TM，산지 지형사면의 방향，사면의 기울기，토지피복. 

Abstraα : Exact estimation of evapotranspiration forms the basis of understanding natural phenomena and soci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climate such as irrigation scheme ,reservoir water management , and many other 

meteorological and climatological problems. To overcome limits of point measurement of evapotranspiration , several 

model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techniques of remote sensing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SEBAL model is one of them , based on the energy balance equation, and it has a lot of advantages such as that it 

requires relatively small empirical relations. In this study, the SEBAL model has been calibrated and validated in 

Geumgang upper basin , Bochung-stream basin , Korea with 5 satellite images Landsat 5 TM. ln validation , the results 

of SEBAL model were compared with those by Morton method. After validation , the spatial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evapotranspiration within the basin were analyzed with 3 factors , the aspect of 

slope, the angle of slope, and the land cover. 

Keywords : evapotranspiration , validation of SEBAL model , Landsat 5 TM image , mountainous terrain , aspect of 

slope , slope angle , la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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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L 모형을 이용한 증발산량의 추정 

L 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증발산량을 산정하는 것은 자연현상과 인문현상 

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가 된다. 우선 중발산량은 

기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기대순환 모형 

(GCM)의 실험결과 기후는 지표에서 일어나는 중 

발량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삐d et aI., 1997). 기후 변화나 환경 변화를 예측 

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로서 증발산량의 정확한 

측정과정량적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또한증발 

산량은 수문수자원 계획 및 관리， 용수의 설계， 침 

투(바Uσation) 및 침루(percolation)량의 계산， 계 

획된 관개사업에 따른 용수의 보급 계획 관리， 홍 

수 및 가뭄의 예보와 경보 둥을 위한 가장 기본적 

인 정보이다. 특히 개념적인 수문 모델링에 있어 

유역 평균 중발산량의 추정은 펼수적이다. 뿐만 아 

니라 인간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기상 · 기후 환 

경은 수분(水分)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증발산 

은 인간의 문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증발산량 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상 

학 분야에서는 증발접시(Evaporation Pan)11를 이 

용해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기상 인자와의 관계로 

부터 추정하는방법，증기압과증발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질량이동법(mass transfer meth여) 둥을 이 

용한다. 수문 · 수공학 분야에서는 수 년간의 강수 

량과 유출량 자료를 이용한 물수지분석법， 에너지 

보전법칙에 근거를 둔 에너지수지법 (energy 

budget method) 둥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원격탐사 자료를 통한 에너지 수지법과 GIS 기법 

올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chultz and En맹n， 20여). 농업 기상 분야에서 

는 증발산량계(lysimeter)를 이용하여 작물의 생육 

에 소요된 중발산량을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측 

정하고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중발산량 산정 방법은 원격 

탐사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점추정 

에 의한 방법이다. 점추정 자료를 유역에 적용시키 

기 위하여 내삽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연상태에서 중발산에 영향을주는요인이 매우다 

양하기 때문에 점추정 자료를 통해 유역면 전체에 

대한 증발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많은 오차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 

로 에너지 수지 모텔에서 원격탐사 자료와 지상 기 

상자료를 이용하여 중발산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ustas and 

Norrnan, 1996; Moran et al., 1989).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중발산량을 추청하는 모형 

가운데 SEBAL 모형 (Surface Energy Balance 

Algorithm for Land Model) (Bastiaanssen, 1995)은 
기존의 모형에 비해 기상자료를 적게 필요로 하며， 

측정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astiaanssen, 1999; Bastiaanssen et a1., 1998; 

Medina et aI., 1998). 또한 모형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SEBAL 모형은 에너지 수지 방정식의 항마 

다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종합하는， 독립적인 모률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항에 대한 개 

선된 연구가 이루어지면 모형의 성능을 쉽게 향상 

시킬 수 있는장점이 있다. 더욱이 미국 ldaho주의 

1) 우리나라 기상청 정규 관측망에서는 간이형 소형 중발계(copper plated pan)와 미국형 대형 중발계(U.S. c\ass A pan)를 샤용하여 
기상 요소에 의한 중발량올 측정하고 있다(기상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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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에 의한 연구보고서 2) 에는 이 모형의 세부 

적인 내용까지 공개함으로써， 모델 개선의 가능성 

을높이고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 

나라의 유역에 대한 SEBAL 모형의 적용 가능성올 

검토하는 것이다. 모형의 적용 가능성은 우리 나라 

유역의 특성에 맞도록 알고리듬을 수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중발산량이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추정 

치나 실측 자료와 오차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판단 

된다. 

둘째， 우리나라 유역에 대한 SEBAI모형의 적용 

가능성올 확인한 후， 유역 내 중발산량 분포의 시 

공간적 특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지역인 금강 

상류 보챙천 유역은 평지에서부터 경사가 심한 산 

지까지 다양한 경사면이 분포한다. 1995년 1월 11 

일， 4월 1일， 5월 3일， 10월 10일 그리고 11월 27일 

의 위성영상에 대한중발산량을구하여， 사면의 방 

향과 사면의 기울기 및 토지피복에 따른 증발산량 

분포의 시공간적 특정을 분석하였다. 

2. 연구 지역과 연구 방법 

연구 지역은 충청북도 보은군과 옥천군 일대의 

보청천 유역으로， 금강 상류지역이다. SEBAL 모형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지역의 위성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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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상은 수자원공사 산하 수자원연구소에서 협 

조하여 얻었다. DEM 자료의 구축을 위해서 국립 

지리원에서 발행한 1:2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 

였다. SEBAL 모형 수행에 필요한 기온과 풍속 자 

료는 기상청에서 구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기상자 

료는 보은읍에 위치한 보은기상대에서 수집한 것 

이다. 연구지역 내 수목의 높이 자료는현장답사 

에서 사진 측량을 통해 얻었다. 한편， 연구 지역의 

범위 설정을 위해서 수자원공.J..p에서 제작한 수자 

원 단위지도 수자원 단위지도4)를 이용하였다. 

SEBAL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ERDAS IMAGINE 

8.5의 Mcxlel Maker 를 이용하여 알고리틈을 구성 

하였다. 

1995년 1월 11 일， 4월 1일， 5월 3일， 10월 10일， 

11월 27일의 5개 영상을SEBAL 모형에 적용하여 

중발산량올 구하였다. 유역 내의 토지피복을 논， 

밭， 시가지， 수면 및 산지로 구분하여 토지피복별 

증발산량의 평균과 중앙값올 구하였다. SEBAL 모 

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중발산 

량 결과와 비교하고 증발산량 추정 오차를 구하였 

다. SEBAL 모형 적용가능성 검중은 오차의 크기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중발산량의 

시공간적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개 영상 

에 대해서 사면의 방향과 사면의 기울기 및 토지피 

복에 따른 증발산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DEM 자료， 기상자료， 연구 지역 내 수목의 높이 11. 금강 상류지역의 증발산량 추정 
자료가 필요하다. 연구에 사용된 Landsat 5 TM위 

2) Anthony Morse, Masahiro Tasumi , Richard G. Allen and William]. Kramber, 2000. 
3) hnp:/ /wamis.kowaco.or.kr/ 
4) 수자원공사는 ’98년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수자원 단위지도를 제작하였다다 o미l국은 수운단위지도되(1η깨neHy，띠dro띠10앵gic Ur띠)r끼n따I 
를생태계 평가의 기본으로이용하고 있으며， 이를바탕으로다양한분야의 연구가가지속적인 연구롤할수 있도록공통의 공간 
적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hnp:/ /water.뼈，s.gov/GIS/huc. html ; 손학기(2000 ， p5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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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L 모형을 이용한 증발산량의 추정 

〈표 1) Landsat 5 TM overpass specification 

1.11. 24 154.5 

4.1. 45 155.5 

5.3. 55 154.3333 

10.10. 39 153.5833 

11.27. 26 153.3333 

1. 자료의준비 

1:25000 수치지형도를 기초로하여 DEM자료를 

구축하였t:p). 

01퍼의 격자 크기는 Landsat 5 TM의 격자 크기 

인 30m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Landsat 5 TM 센서 에 의해 획득한 다섯 장의 1995 

년도 위성 영상이다(표 1). Landsat 5 TM 자료는 수 

자원공사가 일본의 RESTEC (Remoκ Sensing 

Technology of Japan)에서 구입한 것을 협조하여 

얻었다. 

보청천 유역 자료는 WRS(World Reference 

System)의 Path 115 Row 35에 해당핸 subscene 

B이며， 자료의 형태는 BIL(band interleaved by 

line)이다. 영상의 기하보정올 위하여， ERDAS 

IMAGINE 8.5의 Raster I Geome띠c Correction 기 

능을 이용하였다. 기하보정에 이용하는 

GCP( Ground Control Point, 지상기준점)를 선정 

하기 위해 1:2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다. 화 

10:18:00 E127.719/N36.046 

10:14:48 E127.723/N36.046 

10:13:26 E127.715/N36.045 

10:05:56 E127.648/N36.055 

10:05:50 E127.832/N36.033 

표변환에는 polynominal 방법올 태하였으며， 위성 

영상과 수치지형도 상에 50개의 GCP를 설정하였 

다. GCP 설정 시 모든 GCP에서 때SE(RI∞t Mean 

Square Eπ'Or)는 0.3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기 

하보정 마지막 단계인 재배열 (resampling) 과정은 

위성영상이 원래의 값과 가장 근접한 값을 갖도록 

하는 최근린 내삽법(Nearest neighbor)을 이용하 

였다. 일반적으로 위성영상의 전처리에는 방사보 

정6)이 포함이 되지만， SEBAI모형에서는 프로세싱 

중에 대기투과율올 고려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사 

보정을거치지않는다. 

2. Landsat 5 TM 영상을 이용한 SEBAL 
모형의적용 

1) 기초 프로세싱 

5) 수치지형도의도엽은은행，속리천，상판，화북，회북，보은，관기，화서，안남，지전，모서，총 11도엽이다. 
6) 방사보정 인공위성 영상은인공위성 자체의 문제점，대기의 산란효과그리고지형의 기복동에 의하여 왜곡될수있다. 이러한왜 
곡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상의 수치률올바르게 하는 것이 방사보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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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에서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량을 픽셀별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DEM파일을 이용해 픽셀별 

지형의 경사도(0
0 

-9(
0

)와 경사의 방향값(라디안) 

을 계산한다. 또， 경사도와 경사 방향값의 사인값 

과 코사인값을 각각 계산한다. 경사방향은 남쪽을 

향할때 0의 값을가지고 동쪽을향할때 양의 값 

을， 서쪽을 향할 때 음의 값을 갖는다. 정북을 향할 

때에는 ±π라디안이 된다. 

그 다음， 지면과 태양 광선이 이루는 각에 따른 

태양 복사에너지를 계산한다. SEBAl 모형에서는 

地理學論훌훌 제41호 (2003.3) 

지표면이 Lambertian reflector7
) 라는 가정하에 경 

사와 경사 방향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게 된다. 태 

양 광선과 지표면에 수직인 방향이 이루는 각올 8 

라고 하고 이 각을 태양 입사각이라 한다. 하루 동 

안의 중발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태양 입사각 

을 하루 24시간에 대해 적분하여야 한다. 태양의 

위치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것을 고려한 다음 일반식올 이용 한다(Duftìe and 

Beckman, 1980; Anthony Morse et a1., 2어0， p.48 

에서 재인용). 

cos( 8) = sin( ð')sin( 여 )cos( s ) - sin( ð')cos( 여 )sin( s )cos( r) 식 1 ) 

+ cos( r )cos( ~ )cos( s )cos( ω) + cos( ð')sin( ~ )sin( s )cos( r )cos( ω) 

+ cos( ð')sin( s )sin( r)sin( ω) 

여기서， ð' : 태양(지구)의 적위， ~ : 픽셀에 해당하는 위도(북반구에서 양의 값)， 

s: 라디안으로 표시한 경사도， r: 경사방향의 방위각， ω : 태양의 시간각 

cos( 8)는 Landsat 5 TM 영상의 각 밴드에 획득된 

태양복사량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대기의 저항 

이 없다고 가정할 때， 하루 24시간 동안 지표에 입 

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Ra24라고 하면， 

Ra24 = 폈쁘 xft c%%ω (식2)이다 

여기서， Gsc: 태양상수 1367, dr: 지구-태양 사이 

거리의 관계에따른값8)ω1과 ω2: 일출과 일몰때 

의태양의시간각 

2) 순방사량(Rn)의 계산 

순방사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각 밴드별 알베 

도를 계산하여 대기 최상충과 지표에서의 알베도 

를 구한다. 지구의 장파복사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 

한 지표의 방출률(t 0)은 경험적으로 NDVI를 이용 

해 계산한다9) 지표의 온도는 스테판 볼츠만 

(Stefan-Boltzmann)의 공식에 따라， Landsat 5 TM 

영상의 6번 밴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한편， 지표 

에 입사동}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론적 공식인 

Rs 1 = GSC X cos 8 X dr X 뚱w(식3)에 의해 구한 

다. 지표에서 나간 장파 복사에너지 중에서 대기와 

구름 동에 의해 반사되어 다시 지표로 들어오는 양 

7) 1‘ mbertian retlector는 전자기파 복사를 모든 방향에 완전히 동일하게 반사 시키는 산란체를 가리킨다. (출처: A Dictionary of 
Ealth Sci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http://www.xrefer.com/) 

8) dr = 1 = 0.033 x cos(OOY . 2 π，/3(5) 여기서 ,OOY: Day ofYear(Julian date). 
9) EO = 1.009 = 0.047ln(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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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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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al reflectance 

• 

Albedo(top of atmJ 

• 

Surface temp Spectral reflectance 

Rn = (l-a)Rs t + RL • - (1 -EQ)RL • 

• • 

〈그림 1) 순방사량 계산을 위한 흐름도 

을 이용하였다. Yamamoto and Kondo( 19(8)의 연 

구에 의하면， 깊은 수면-평균 수심 21m-에서의 토 

양 열 이동은 계절에 따라 변동한다. 이 관계를 식 

으로 표현하면， 1월에서 6월 사이의 하루 동안의 

토양 열 이동은 Gowater = 0.9Rn x 50이고， 7월과 

12월 사이 에는 Gowater = 0.9Rn x 100이다. 

(1 ) 현열 이동 

현열은 지표면과 대기와의 온도차에 의해 지표 

면에서 대기로 향해 나가는 열에너지이다. 일반적 
으로 현열은 H= J!.XCpX{Ts-Ta，~ (식 6) 과 같이 계 

산된다. 

4) 현열 이동， H의계산 

은 기상자료와 경험식에 의해 계산한다10) 

3) 토양 열 이동， Go의 계산 

토양 열 이동을 계산하기 위해서 Bastiaanssen et 

al.(1998)의 경험식 Go = 0.30(1-0.98 X NDvnRn 

(식 4)을 이용한다. 이 경험식은 식물로 피복된 지 

표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수면과 눈으로 

덮힌 지표에 대해서는 큰 오~}를 가져온다. ldaho 

Dep때ment of Water Resource는 눈으로 덮힌 지 

면에 대한 토양 열 이동을 계산하기 위해 

Gasnow= 0.5 X Rn (식 5)제시하였지만， 이 식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11) 수변에 대한 토양 

열 이동은 Yamamoto and Kondo(I%8)의 경험식 

10)L • = 1.08(-ln t'sw)O.265 I1rOref(여기서 , t'sw' 대기투과율 ; t1, Stefan-Boltzmann 상수 ; TOref, 참조지점의 지표 온도). 
11) Anthony Morse, Masahiro Tasumi, Richard G. AlIen and WilIiam]. “-amber, 2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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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p: 공기의 밀도， Cp: 공기의 정압비열， 

Ts-Ta : 지표옹도와 대기온도의 차， 융h: 열의 흐 

름에 대한 공기 역학적 저항 

열의흐름에 대한 공기 역학적 저항 링h 를 구하기 

위해서， 푸옥자료와 풍속 관측고도 자료를 이용해 

모멘텀 이송에 대한 지표의 거철기(Zom)12) ， 마찰속 

도(u.)그리고 200m 상공13)의 풍속을 계산하고1~) 

역으로 200m 상공의 풍속을 이용해 마찰속도(u.) 

를 다시 계산15) 한 후 열의 흐름에 대한 공기 역학적 

저항 휩h를 계산한다. 이 계산을 위해서는 풍속자 

료와 풍속 측정지점 부근의 식생상태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풍속자료는 보은기상대의 해당 요일 

에 대한 시간별 풍속 자료를 이용하였다. 보은기상 

대 주변 식생의 높이는 기상대 주변이 논이기 때문 

地理學論훌 제41호 (2003.3) 

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 

간농업정보16) 를 이용하여 영상획득 시기의 논 관 

리 상태를 고려하여 유추하였다(표 2). 

마지막으로 대기와 지표의 온도차 Ts-Ta를 계산 

하여야한다. SEBAL 모형에서는지표와대기의 온 

도차를 구한 실측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열올 계산 

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우선 지표면 

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가령， 도로， 아스팔트， 

도시의 주태가 둥의 인공물)에는 수분이 없는 것 

으로 가정한다. 수분이 없는 지 역은 잠열이 발생하 

지 않으므로 Rn = G + H (ET=O) 가 되며， H = Rn 

G이다. 앞의 계산 과정에서 순복사량(Rn)과 토양 

열 이동(G)을 구하였으므로 건조한 지역의 현열을 

계산할수 있다. 이렇게 구한현열을 이용해 온도 

〈표 2) 풍속 자료와 지표면 거칠기 및 상층 풍속 계산 

1.11 0.01 0.00123 -6.70074 0.163939 3.6 10m 4.79785 

4.01 0.1 0.0123 -4.39816 0.122375 2 10m 2.89415 

5.03 0.2 0.0246 -3.70501 0.259338 3.8 10m 5.694899 

10.10 1.25 0.15375 -1.87243 0.137485 1.4 10m 2.404554 

11.27 0.2 0.0246 -3.70501 0.238864 3.5 10m 5.245302 

12) 모멘텀 이송에 대한 지표의 거철기 난류에 의해 모멘텀의 이송이 시작되는 높이롤 가리킨다. 경험적으로，20m = O.123x(식생의 
높이) 

13) 대기경계충(boundaπ layer)의 최상충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상 200m로 하였다. 

I Z. \ 
lnl""'=:ε-1 

”… \ /~→ 1 14) 고도x에서의 풍속(u.)파 마찰속도의 관재 . .2 =---.J 악1m L (zz: 풍속관측고도) 
u. k 

m 
-7%-~m 

k 
-; 

-, 
‘ 

-n

“ 

u m 

16) http://home.rda.go.kr께ub/weekllist.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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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높은지점에서 대기와지표의 온도차 (Ts-Ta)1?) 

를계산한다. 

물이 잘 공급되어 온도가 가장 낮은 지점(논， 관 

개지역 혹은 얄은 습지 둥)에는 현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Rn =G+IIT이 된다. 

현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dT=O이 된다. 이 과정 

을 통하여 위성영상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에서의 dT를 얻게 된다. 여기에 지 

표온도와 dT는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하여 지표 

의 옹도를 알고 있는 모든 점에서의 dT를 계산한 

다. 이상의 것올종합하여 H=.!!.XCpX(Ts-Tt씨 (식 

7)식을통해， 픽젤별 현열 이동을 계錢다 

〈그림 2) 현열 이동 계산 흐름도 

기상자료 m(짧) I ~ I l• I ~ ln (뤘) I• r h = ln(화) 
U. Zx. Zom. U* 

• 

H = P' Cp뿔 l • dT = aTs + b 를- Cold Pixel : Hc<씨Hot Pixel : Hhol. dThol 

(2) 대기 안정도의 계산 

앞에서 현열 이동을 계산하였지만 이 결과는 완 

전하지 못하다. 지표면에서는 낮 동안 태양에 의한 

가열로 인해 지표면이 데워지고， 대기 상태가 불안 

정해진다. 이 때문에 대기의 저충에서는 공기가 상 

숭하게 된다. 열의 흐름에 대한 공지 역학적 저항(r 

ah)은 이런 부양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 대 

기안정도를 고려하여 열의 흐름에 대한 공기 역학 

H X 1，、
17) dT = --=-=-------.:i 

px Cp 

적 저항을 계산하여야 한다.SEBAL 모형에서는 대 

기안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Monin-Obukov 

length scale L베올 이용하고 있다. 대기안정도를 

고려한 열의 흐름에 대한 공기 역학적 저항은 

lnl휘 -ψh(칭 + ψh(z，) 
= --' ι11 식 8)과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21 과 22 : 앞에서 결정된 고도， k: von 

Kannan 상수(=0，41). fl'h : 대기 열 전달에 대한 안 

정도보정요소 

p.C‘ . u. l
• T 

18) dT = - ~ ~p ~ (an) Monin-Obukov length scale L 이 의미하는 것은 기계적(mechanical) 프로세스가 우월한 부 
k'g'H 

분01 지표에서부터 어느 높이까지인지， 혹은 열(thelmal) 프로세스가 어느 높이에서부터 우월하게 나타나는지를 결정해 주는 
길이이다. 보통 대기 안정도는 주 로 표시한다. 이 값이 양이면 안정이고 음의 강올 가지면 불안정한 대기 상태를 나타낸다 
(Panofsky and Dutton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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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는 각 픽셀별로 대기 모멘텀 이송에 대한 안정 

도보정을거친，개선된값으로 u.= ~-I ku 
lnl속;::::01 -ψm(200) 

(식 9)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1.1'm(때[: 대기 모 

멘텀 전달에 대한 안정도 보정 요소 대기 열 전달 

에 대한 안정도 보정 요소 1.1'h는 대기가 불안정 상 

태일빼때(ιLμ〈ω(0) ， 

14 참고괴)μ(식 10)이고， 대기가 안정 상태일때， 

1.1'h(“z까Zl) = -

한 안정도 보정요소 1.1'01(200)는 대기가 불안정 할 

地理學論훌훌 제41호 (2003.3) 

때(L(이 ， 1J' m(2(XJ) = 2ln (훨꽉 + ln (뽑휴) 

2ARCfAN( 껴200m)) + 0.51(식 12)이고， 대기가 안정 

할 때 1.1'm(2(XJ) = -51확) (식 13)이다. 앞에서 나온 X -, L I 

(“뼈he뻐f윈뼈l때빼야 

열 이동의 계산과 열의 흐름에 대한 공기역학적 저 

항 'Yah의 계산을 최소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순 

환 계산 하여야 대기 부양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수있다. 

〈그림 3) 대기안정도를 고려한 반복 순환 계산 흐름도 

H = P. CI'~뜨 
rah 

• 
dT = aTs + b 

• 

... 
Cold Pixel : Hι:o!<I， dT，씨<1 

Hot Pixel : Hh이， dThOI 

O. CD. U‘ .T, 
L= ’ 냐 rah ‘ , ... 

U. = 

lJfm(blending) 
ψh\z\l ψnlz21 

k . U200 

ln 1-휴Q. l- ψm\“삐n\따l“ιt: 
‘ ~om , 

• 

+- rah = -n(화) -혈)+ψh(zJ) 

(3) 잠열 이동의 계산 게 얻은 잠열 이동의 값은 위성 영상이 획득된 시점 

의 1초동안에 해당하는순간값이다. 1초동안의 중 

잠열의 계산식은 ÀET = ~ - G H 와 같다. 이렇 발산량으로 하루 동안의 값을 유추하기 위해서 

19) Anthony Morse 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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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L 모형에서는 하루 동안에 중발분율 

(Evaporative fraction , A )~))은 일정하다라는 가정 

을 이용한다. 즉， 하루 24시간 동안의 중발산량은 

ET2,j = 86400A몫 -닮l(식 15햄이 계산된다 

여기서， 86400 : 24 시간을 출로 환산한 값， A : 증 

발분율'~2，jll : 하루 순복사량， G02!J : 하루 토양 열 

이동 À: 중발산량을 깊이의 단위(mm)로 나타낼 

수있다. 

그림 4. 일증발산량 계산 흐름도 

Ra24 = Gsc x dr xf: cosBdω 
• 

Ra24 = (1 -1이Ra24 . 감w -11κw 

lM G --
짧
 

/L 

-‘
A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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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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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T =Rn - H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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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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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 1. 결과 해석 일， 5월 3일， 10월 10일 그리고 11월 27일에 해당하 

는 일중발산량올 추정하였다. ArcView 3.2를 이용 

하여 각각의 결과 이미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량 

1.결과 을 구하였고(표 3) , 중발산량의 크기를 구간을 

l(mm/day)로 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그림6 ， 

7, 8, 9, 10). 증발산량의 평균은 1월 11 일이 

SEBAL 모형을 이용하여 1995년 1월 11 일， 4월1 1.1027(mm/day)로 가장작고 5월 3일이 4.5092 

20) .A = -갤L=~n -Go - H 
Rn -Go Rn -G。

21) Rnμ =(1-~R tt!4값 - 100~~，、、

22) À= (2.501 - 0.oo236(듀 - 273)) x 106(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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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ay)로 가장 크다. 중앙값올 보면， 평균과 비 

슷한 양상올 보이고 있으나， 평균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월 11일에 중발산량 평균과 중앙값 

地理學論훌훌 제41호 (2003.3) 

의 차이가가장크며，유역내에 중발산이 거의 일 

어나지 않고 있음올 알 수 있다. 표준편차의 변동 

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그림 5). 

〈표 3) 각 이미지의 일증발산량 통계 

균
 t 

3. 

m 

평
 4 

5 

m 

1.1027 

1.9289 

11 

0 

2.3909 

2.0773 

11 

2 

4.5092 

3.6721 

14 

4 

1.2725 

1.8781 

13 

2.0895 

2.4551 

14 

2 

〈그림 5) 증발산량 변화 

(mm/da.y) -←-평균 -를-표준편차 --.-중앙앓 

책 [::::~::~:~:~::::::::::::::::~:::::::~::~:~~~ 
4 

3.5 
3 

~5 

2 
1.5 

Q5 ‘ ----------,._----------
o 

1 휠 4월 10윌 5월 11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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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증발산량 (1995년 1월 11일) , 

w講E

〈그림 8) 일증발산량 (1995년 5월 3일) 

w짧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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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증발산량 (1995년 4월 1 일) 

w짧환E 

〈그림 9) 일증발산량 (1995년 1월 11 일) 

w짧환§ 

5 영 5km 
찌삐삐 

n 
γ~ '1 

2 
3 
4 
5 
s 
? 
8 
g 
10 
1'1 
11 
13 
14 



〈그림 10) 일증발산량 (1995년 11월 27일) 

w뽑뽑E 

2. SEBAL 모형의 적용가능성 검토 

채효석(1998)은 본 연구에서 이용된 위성 영상 획 

득 시기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Morton 법을 통해 

동일한 지역의 증발산량을 계산하였다. 여기에서 

는 채효석(1998)의 Morton 법에 의한 증발산량과 

SEBAL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증발산량을 토지피 

복분류에 따라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해서 우선 1995년 10월 10일 영상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피복 분류를 하였 

다. 보청천 유역 내에서 위성영상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토지피복이 차지동}는 비율은 논 18.25%, 

밭 8.08%, 주거지 역 2.9%, 수면 5.11% 그리고 산지 

가 65.67%이다. 토지피복에 대웅되는 일증발산량 

地理學論훌훌 제41호 (2003.3) 

〈그림 11) 토지피복 분류도 

쨌
 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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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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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때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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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
흙
풍
關
많
 

$ 

• a •• “ .• " 

의 평균을 구하여， SEBAL 모형과 Morton 법에 의 

한 증발산량의 결과견)를 표로 정리하였다. 표 4에 

서 SEBAL 모형의 결과값에 음영처리가 된 수는 

SEBAL 모형의 결과가 Morton 법의 결과보다 큰 

경우이다. 표 5를 볼 때， SEBAL 모형에 의한 추정 

은 Morton 법에 비해 겨울과 가을의 증발산량은 

더 적게 추정되고， 봄과 늦은 봄의 증발산량은 더 

많이추정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Morton 법에 의한 증발산량과 구체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 Morton 법에 의한 증발산량에서 SEBAL 

모형에 의한 증발산량의 차를 구하였다. 표 5를 통 

해SEBAL 모형은 1mm!day 안팍의 과소 혹은 과대 

추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오차는 5 

월 3일 위성영상 중에 산지의 증발산량 값에서 

1.7982mm! day.로 나타났다. SEBAL 모형은 4월과 

23) MOlton법과 채효석의 방법에 의한중발산량의 결과는 채효석(1998)의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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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위성영상올 제외하고， Morton 법에 비해 전 

반적으로 과소추정하고 있다. 특이하게 5월 3일 영 

상의 경우에는 물을 제외한 모든 토지 피복에서 

SEBAL 모형에 의한 중발산량이 Morton 법에 의한 

중발산량보다 많이 추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산지 

에서의 중발산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SEBAL 모형 . Morton 법의 결과 비교 

밭 0.4943 2.1172 1.0625 

주거지역 0.1209 1.5909 0.6071 

수면 0.5247 1.8536 3.2179 0.89 0.5796 

2.3836 2.2282 1.5414 

Morton 법 1월 11일 4월 1일 5월 3일 10월 10일 11월 27일 

노'- 1.39 2.59 3.25 2.6 1.65 

밭 1.44 2.43 3.04 2.59 1.59 

주거지역 1.47 1.98 2.59 2.54 1.68 

-ιT“~~님」 1.59 2.54 3.23 2.74 1.73 

산지 1.48 2.71 3.29 2.66 1.67 

〈표 5) Mor1on 법에 의한 증발산량과 SEBAL 모형에 의한 증발산랑의 차 

노‘- 1.1701 -0.0108 -0.2245 0.6063 0.9518 

밭 0.9457 0.0233 -0.5281 0.4728 0.5275 

주거지역 1.3491 -0.1579 -0.2203 0.9491 1.0729 

수면 1.0653 0.6864 0.0121 1.85 1.1504 

산지 -0.0312 0.3264 -1.7982 0.4318 0.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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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오차표 

1.11 논 0.02199 11 

님E} 0.4943 11 

주거지역 0.1209 9 

수면 0.5247 11 

산지 1.5112 11 

4 .. 1 노‘- 2.6008 11 

밭 2.4067 10 

주거지역 2.1379 9 

수먼 1.8536 11 

산지 2.3836 11 

5.3 노‘- 3.4745 14 

밭 3.5681 14 

주거지역 2.8103 14 

수먼 3.2179 14 

산지 5.0882 14 

10.10 노‘- 1.9937 13 

밭 2.1172 13 

주거지역 1.5909 9 

수면 0.89 14 

산지 2.2282 14 

11.27 논 0.6982 12 

밭 1.0625 12 

주거지역 0.6071 10 

수면 0.5796 13 

산지 1.5414 13 

2) 검증 

중발산량 측정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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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170 8.357 

1.44 0.945 6.755 

1.47 1.349 9.636 

1.59 1.065 7.609 

1.48 -0.031 -0.222 

2.59 -0.010 -0.077 

2.43 0.023 0.166 

1.98 -0.157 -1.127 

2.54 0.686 4.902 

2.71 0.326 2.331 

3.25 -0.224 -1.603 

3.04 -0.528 -3.772 

2.59 -0.220 -1.573 

3.23 0.012 0.086 

3.29 -1.798 -12.844 

2.6 0.606 4.330 

2.59 0.472 3.3π 

2.54 0.949 6.η9 

2.74 1.85 13.214 

2.66 0.431 3.084 

1.65 0.951 6.798 

1.59 0.527 3.767 

1.68 1.072 7.663 

1.73 1.150 8.217 

1.67 0.128 0.918 

화된 방법은 아직 없다. 전통적인 검증 방법에서는 

추정 오차의 최대 측정량에 대한 비율이 10Yo 내외 

인 경우에 측정방법의 정확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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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L 모형은 토양의 수분이 충분한 지역2-1)에서 3. 증발산량의 시공간적 분포 
중발산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추정 오차가 대략 ± 
1rnm/day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astiaanssen et 

al , 1998; Bastiaanssen, 21뻐). 이 연구에서 SEBAL 

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Anthony Morse 둥 

(2000) 25)의 방법을 따랐다. 

표 6에는 모형의 검중을 위한 오차를 계산하였 

다.5개의 위성영상 중에서 식물의 활동이 가장 활 

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5월 3일의 영상이다.5 

월 3일 영상에서 계산된 토지피복별 최대 중발산 

량은 모두 14 mm/day이다. 각 영상별 그리고 토지 

피복별 일평균 증발산량과 Morton 법에 의한 평균 

중발산량과의 차(측정오차)를 구하였다(표에서 

Morton법 평균). 이 값의 최대 중발산량에 대한 

백분율올 오차항에 나타내었다. 표의 내용을 종합 

해 볼 때， 10월 10일 위성영상에서 얻은 중발산량 

중 수면에서 오차의 허용 한계를 넘어서는 과소추 

정이 나타났으나， 오차가 13.214%~로 크지 않으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24 개의 경우는 오차 허용 

범위를만족하고 었다. 이로써 SEBAL 모형은우리 

나라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사먼의 방향에 따른 증발산량의 시공간 변동 

분석 

사면의 방향(aspeα， 0-3(1
0

)에 따른 중발산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DEM 자료를 이용해 사면 

방향의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방위 

각을 『부터 30
0 

간격 마다 하나의 구간으로 잡아 

총 127ß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유역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사면 방향이 갖는 면적비를 

구함으로써 출현빈도가 높은 사면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역 전체의 면적 약 553.49k며 에 대한 각 

사면방향의 변적비는 북북서 사면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북북동과 남남서 방향의 사면이 가장 적다 

(표 7). 

사면 방향에 따른 증발산량의 일반적 분포를 살 

펴 보면， 겨울인 1월 11일에는 남동쪽 방향에서 대 

부분의 증발산이 일어나고 있다 1월에서 4월 1일 

을 거쳐 5월 3일로 가면서， 중발산이 일어나는 면 

〈표 7) 사면 방향에 따른 면적 비율 (%) 

0-30 31-60 61-90 91-120 121-150 151-180 

7.04 7.84 8.00 7.56 7.74 7.2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330 331-361 

7.07 8.76 8.32 7.81 7.93 14.74 

24) 수분이 충분한 지역이란 관개를 하여 토양에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곳올 일컸는다. 
25) Anthony Morse, Masahiro Tasumi, Richard G. Allen and William J. Kramber, 2αX)， Final Repolt; Application of the SEBAL 

Methodology for Es따'\ating Consumptive Use of Water and Streamflow Depletion in the Bear River Basin of ldaho through 
Remote Sens띠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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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증가하고 있다. 특이할만 한 것은 남서 혹은 

서쪽사면에서보다 동쪽과 동북쪽 사면에서 중발 

산량이 뚜렷하게 중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0월 

10일과 11월27일로 가면서 앞에서와는 반대의 모 

습올 보여준다. 사면 방향에 따른 중발산량의 추이 

地理學論훌훌 제41호 (2003.3) 

는 동사면과 북사면의 계절간 변동이 크다(표 8, 
그림 12, 13). 이에 반하여 남사면과 서사면의 중발 

산량은 계절별 변동이 비교적 작다. 또 정남에서부 

터 서서남 사이의 사면에서는 연중 중발량의 차이 

가크지 않으며，오히려 4월의 증발산량이 연중최 

〈그림 12) 사면 방향에 따른 일증발산량 분포 

0-30 

211-300 91-120 

181-210 

-+- ’ .II-+-- ‘ 。1 .......tr- 5. 0& -IO.IO- ’ ‘ .D 

〈그림 13) 사면 방향에 따른 일증발산량 (시계열 변화) 

1, " 

-+--0-30 
-톨-181-210 

4.01 5. 03 '0. 10 1', 27 

31-60 -tr- 61-90 -11- 91-120-틀- ’21-150 -•“- 151-180 
211-240 녁톨- 241-270 녁 __ 271-300 ‘ ..... 301-330 너 __ 33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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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면 방향에 따른 일증발산량 (mm/day) 

0-30 0 ‘ 15 2.19 6.19 0.74 0.22 

31-60 0.06 2.56 6.24 1.49 0.26 

61-90 0.38 3.01 6.50 2.60 0.75 

91-120 1.51 3.67 7.00 3.94 1.91 

121-150 2.46 4.28 6.66 4.70 2.82 

151-180 3.16 4.55 5.48 4.93 3.43 

181-210 3.56 3.00 3.15 3.80 3.51 

211-240 2.03 1.31 1.84 1.42 1.73 

241-270 0.24 0.85 1.65 0.57 0.53 

271-300 0.25 0.73 2.34 0.33 0.33 

301-330 0.39 1.05 3.71 0.36 0.35 

331-361 0.17 2.17 4.26 1.36 0.47 

〈그림 14) 사먼 방항에 따른 일증발산량 (공간적 변화) 

(mml윌〉 

8 
7 

6 

5 

4 

3 
2 

o 
()-30 31-60 61-90 91-120 121- 151- 181- 211- 241- 271- 301- 331-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1 

-+-1. I ’ *톨-4.01 -.-5. 03 -+-10. 10 ----1 1. 27 

저치를나타내고있다. 

그림 14는 동서남북의 사면 방향에 따른 중발산 

량의 공간적 차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정동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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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사이의 사면에서 중발산이 가장 많고， 서서남 

과서서북사이의 사면에서 증발산이 가장 적은 것 

으로나타난다. 



2) 사먼의 기울기에 따른 증발산량의 시공간 변 
도브서 
〈그 ~...， 

지표면의 기울기의 변화는 중발산량의 변화에 

많은 영향올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면의 기울 

기에 따른 중발산량 분포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 

하였다. DEM 자료에서 사면의 기울기 이미지를 

地理學說훌훌 제41호 (2003.3) 

생성한 후， 중발산량 이미지와 중첩하였다. 사면의 

기울기는 『서 부터 10。 간격으로 70'。 까지 7개 구 

간으로 분류하였다. 유역 내 사면의 기울기 분포는 

〔니0'0 0'.37%, 11-20'0 0'.27%, 21-30'0 0'.24%, 31-40。

0'.11%,41-50'0 0'.0'1%, 51-600 

O'.α)()13% 그리고 61-

70'0 0'.000021%':로 평지의 비율이 가장 크며， 기울 

기가 51。 이상의 사면은 매우 적다. 

〈표 9) 사면의 기울기에 따른 증발산량의 변화 

0-10 0.301 2.7848 3.6127 1.7803 0.6988 

11-20 0.9565 1.9224 4.4704 1.8452 1.0767 

21-30 1.6391 2.1404 5.1847 2.291 1.6625 

31-40 2.7841 2.7325 5.9415 3.135 2.6262 

41-50 3.1806 3.3037 6.5128 4.0339 3.6718 

51-60 2.2805 2.2683 5.9634 2.7195 2.378 

61-70 1.4615 1.7692 1.6923 2.2308 1.2308 

〈그림 15) 사면의 기울기에 따른 증발산량의 변화 (1) 

(mm!잃) 
7 

3 

g 

0-10 11-20 21-30 31-뼈 4’-50 51-60 61-70 

·톨- 1. 1’ -흠-4.1 톨-5.3 톨-10.1 ----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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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의 기울기에 따른 일평균 중발산량의 공간 

적 변화는 500 

경사까지는 사면의 기울기가 증가할 

수록 중발산량이 증가하였고， 50
0 

이상에서는 중발 

산량이 감소하였다. 시계열적 변화는 전반적으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증발산량이 증가하고， 

여름에서 겨울로 옮겨갈수록 증발산량이 감소한 

다. 기울기 10。미만의 지형에서는 증발산량의 변 

동이 일정하게 크고， 10- ω。사이의 경사에서는 

비교적 변동이 작으나 5월의 증발산량은 급증하였 

다. 기울기가 70
0 

이상인 부분에서는 중발산량의 

변동이 연중 1mm/일내외로유지되었다. 

〈그림 16) 사면의 기울기에 따른 증발산량의 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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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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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피복에 따른 일증발산량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지표면으로 들어오고 외부 

로 나가는 에너지 흐름의 속도가 다르다. 에너지 이 

동의 속도는 증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표로부터 

끌어들여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표 

면의 피복상태는 중발산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석 결과， 모든 토지피 

복에서 연간 일중발산량은 여름으로가면서 증가하 

고 겨울에 가까워지면서 감소하고 있다(그렴 16). 

산지는 연중증발산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다른 지 

역에 비해 5월의 주거지역과 10월과 11월의 물 표면 

에서 중발산이 적게 일어났대그림 17, 18). 

주거지역에서 증발산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표가 받아들이는 복사 

에너지가 잠열이 아닌 현열과 지열로 많이 소모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10월10일과 11 

월 27일의 경우 물에서의 중발산량이 다른 지역보 

다 적게 추정되고 있다. 특히 10월 10일의 과소추정 

은 오차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수체에서 

중발산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밝히지 못하 

였으며， 이것은추후 연구과제로돌리기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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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L 모형을 이용한 증발산량의 추정 

4. 토의 

우리나라 유역에 대한 SEBAL 모형의 적용 가능 

성을 검중한 결과 최대 오차가 13.214%이었으며， 

전반적으로 10%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이로써 

SEBAL 모형은 우리나라의 유역에 대해 적용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면의 방향과 기울기 

및 토지피복에 대한 증발산량의 시공간적 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사면방향， 사면의 

기울기，토지피복둥독립변수를각각하나씩만설 

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셜정한 독립변수 사이 

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분석을 

위해서는 각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야 한다. 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상관분 

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돌리기로 하겠다. 

IV. 결론 

이 연구는 SEBAL 모형을 우리나라 금강 상류의 

보청천 유역에 적용하여 일중발산량을 구하였고， 

실제 기상 관측 자료에 Morton 법을 적용하여 계 

산한 중발산량과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적용 가농 

성을 검증하였다. 또， 연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중발산량분포의 시공간적 특성올 살펴 보았다. 중 

발산량의 시공간적 변동과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1) 사면의 방향2) 사면의 기울기 그리고 3) 토지 피 

복에 따른 일중발산량의 시공간분석올 실시하였 

다. 연구를 위해 Landsat 5 TM 영상의1995년 1월 

11일， 4월1일， 5월 3일， 10월 10일， 그리고 11월 27 

일 자료를 SEBAL 모형 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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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평균 일중발산량은 1월 11 일 1.1027 

mm/day, 4월 1 일 2.3909 mm/day, 5월 3일 4.5W2 

mm/day, 10월 10일 2.0895 mrn!day, 그리고 11월 

27일 1. 2725 mrn! day로 추정되었다. SEBAL 모형 

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토지피복을 논， 

밭， 주거지역， 수면， 그리고 산지로 분류하여， 각 

토지피복별 평균 중발산량을 계산하고， Morton 법 

에 의한 중발산량 자료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10월 10일 위성 영상에서 얻은 중발산량 중 수면에 

서 ~t의 허용한계를넘어서는과소추정이 나타 

났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24 개의 경우에서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의 추정량을 보였다. 종합해 

볼 때 SEBAL 모형은 우리 나라의 상황에 적용 가 

능한것으로판단된다. 

사면의 방향에 따른 중발산량 분포의 분석 결과， 

남남동 사면에서 중발산량이 가장 크다. 겨울에서 

여름으로 진행됨에 따라 북동， 북북동 및 북쪽 사 

면에서 중발산량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남남서와 

서쪽 사면의 중발산량 변동은 이에 비해 크지 않았 

다.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옮겨갈 때에는 반대로 

되돌아 가는 현상을보였다. 

사면의 기울기에 따른 중발산량 분포의 분석 결 

과， 공간적 변화는 50。이내의 경사면에서는 사면 

의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증발산량이 중가하였고， 

50
0 

이상의 경사면에서는 증발산량이 감소하였다. 

시간적 변화는 전반적으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수록 증발산량이 중가하고， 여름에서 겨울로 갈수 

록 증발산량이 감소하였다. 

토지피복별 중발산량 분포는 모든 위성영상에서 

산지， 밭， 논， 수면， 주거지역 순으로 증발산량이 

많았다. 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중발산량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 5월의 주거지역과 10월과 11월의 

수면에서 중발산량이 적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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