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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lbedo is known as a factor that directly impacts on the surface energy balance one of
the elements of earth radiation balance. The change of albedo includes the change of soil moisture,
vegetation, solar zenith angle, snow, and so on. In addition, it operates as a crucial path to understanding
feedback mechanisms between radiation balance and its influence on climate and vegetation dynamics
and therefore, observing the variation of albedo is a one of the essential procedures for anticipating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we used MODIS 16-Day composited Albedo data from 2001 to 2011
years with the purpose of observing the change of albedo over Northeast Asia.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albedo for 11 years, albedo in the area of an active vegetation has increased in near-infrared
(NIR) domain and decreased in visible (VIS) domain. On the basis of local changes in vegetation in
2002, the both area of the Gobi Desert and the Manchuria was enormously changed and chosen the
research area and furthermore, the vegetation of both regions had deteriorated due to the change of the
minimum value si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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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알베도는지구복사균형을이루는요소중에서지표의에너지균형에직접적으로 향을주는인

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알베도 변화는 토양 수분량, 식생, 태양광의 입사 각도, 적설 등의 변화를 포함하

여지구복사균형과그것이기후와식생변화에미치는 향력을이해할수있는결정적인변수로작용한다.

따라서알베도변화모니터링은기후변화예측에서필요한과정중하나이다. 본연구에서는동북아시아의

알베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1년의 MODIS Albedo 16-Day 자료를 이용하 다. 연간

알베도 변화에서 식생이 활발한 토지피복의 알베도 값이 NIR 밴드에서 높은 알베도 값을 VIS 밴드에서 낮

은 알베도 값을 가짐을 확인하 고, 2002년을 기준으로 고비사막 부근과 만주지역의 알베도 값이 변화를

보여 식생 변화 지역으로 사료되어 세부 연구 역으로 선정하 다. 또한 최솟값의 변화로 두 지역 모두

2010년이후식생이악화됨을감지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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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알베도(Albedo)는 입사된 태양복사 에너지가 반사되

는 비율로 정의되며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지구 복사

균형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도 지표의 수분과 에너지 균

형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Dirmeyer and Shukla, 1994; 염종민외, 2005). 알베

도는 에어로졸과 함께 구름의 수명에 향을 미치고(이

권호외, 2004) Wielicki et al.(2005)에의하면알베도

0.01의변화는대기의이산화탄소가2배로늘어나는효

과와 같으며 Zhou et al.(2003)은 강수와 증발산 양의

감소로 인한 사막화와 삼림파괴의 결과로 높은 알베도

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린 바 있다. 실제로도 알베도 변

화는토양수분량, 식생, 태양광의입사각도, 적설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지구 복사균형과 그것이 기후와 식생

변화에 미치는 향력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

로작용한다(Gao et al., 2006). 또한기후와생태계모

델에서의알베도는지역에따라변화하는토지피복으로

인해 모수화된다(Wang and Davidson, 2007)는 연구

에서미루어볼때알베도변화모니터링은기후변화예

측에서반드시필요한과정중하나이다.

위성으로부터 산출되는 알베도는 EUMETSAT

(European Organis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 과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EUMETSAT은 Meteosat을 기반으

로 네 가지 지리 역(Europe, Northern Africa,

Southern Africa, South American Continent) 으로

분할하여알베도를산출하고있다(Geiger et al., 2011).
NASA는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를 기반으로 전 지구 알베도를 1

km로 관측하여 제공하고 있다. 위성 기반의 알베도 자

료를 이용한 연구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

며최근연구에의하면동일한종의식생에서잎의배열

의차이와잎표면의특성에따라알베도가크게변화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었다(Ridgwell et al., 2009).
Wielicki et al.(2005)는 Terra MODIS의 CERES

(Clouds and Earth’s Radiant Energy System) 자료

를 이용한 알베도 변화 분석을 통해 5년 동안(2000-

2004) 전지구알베도수치가증가함을보 다. Loarie

et al.(2010)는 MODIS 자료로 남미 지역 10년의

(2000-2009) 알베도 변화를 관측하고 그에 따른 반사

도와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비교하 다. 하지만 지표 에너지 균형 연구에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 광대역 알베도(broad

band albedo)(Liang et al., 1998) 를사용하지않고분

광알베도(narrow band albedo)를통해연구를수행하

다. 단파 역(Shortwave)은 지표면에서 반사된 총

에너지를 특징짓는 요소이고 근적외 채널(Near-

Infrared, NIR)과가시채널(Visible, VIS)은식생의반

사도에서 상이한 변화를 보이기에(Strahler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위 세 가지의 광대역 알베도를 이

용하 다. Wei et al.(2001)과 Zhou et al.(2003)도마

찬가지로 각각 NOAA -14(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의 AVHRR(Advanced

Very-High Resolution Radiometer) 과MODIS 광대역

알베도를이용하여모델로부터얻어진알베도값과함께

연구를수행한바있다.

본 연구에서는 MODIS 알베도 산출물을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구 환경 변화의 hot spot인

동아시아 지역의(김상일 외, 2011) 광대역 알베도 변화

를 연구하 다. 다양한 토지피복에서의 알베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6가지(Evergreen Forest, Mixed

Forests, Shrublands, Grasslands, Croplands,

Barren of Sparsely Vegetated) 토지피복 별 알베도

변동 특성을 분석하 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사막

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세부 연구 역으로 선정하

여연도별·광대역밴드별비교를통해알베도변화패

턴을분석하 다.

2. 연구자료및방법

본연구의범위는Fig. 1과같이위도20°N ~ 50°N,

경도100°E ~ 145°E 지역에이르는동북아시아지역으

로 선정하 다. 동북아시아는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여

토지피복 별로 알베도 변화를 분석함에 매우 적합하며

사막화가진행되고있는고비사막과만주지역이연구

역에 포함되어 있다. 고비사막 부근은 사막화가 진행되

었을경우그변화탐지가용이할것으로사료되며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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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우 황사발원지의 동진 추세가 중국 내 사막지
역에 서에서 동으로 점차 확대·가속화되며 최근 황사
발원지로 주목 받는 지역(피경진 외, 2009) 이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알베도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01년부
터2011년으로MODIS 센서로부터취득한Albedo 16-
Day(MCD43B, version5) 자료이다. 본연구에서는20

개의 Layer 의 Black Sky 중 세 개의 Broad Band인

VIS(0.3 ~ 0.7 mm), NIR(0.7 ~ 5.0 mm), SW(0.3 ~

5.0 mm) 역을이용하 다. Broad Band 알베도값은

spectral-to-broadband conversion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계산되며(Liang, 2000; Liang et al, 2002),
VIS 광대역알베도는Red, Green, Blue 채널 spectral

albedo가 혼용된 값이며, NIR 광대역 알베도는 근적외

역 spectral albedo 뿐만 아니라 1.2 mm, 1.6 mm,

2.1 mm spectral albedo를 모두 이용하여 산출한 값이

다. 따라서본연구에사용된VIS 역이나NIR 역의

알베도값은광대역알베도값을의미하는바이다. 알베

도값은반사도를의미하는값이기에단위가없고0과1

사이의값을가진다.

토지피복 별 알베도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자료는

2001년 MODIS에서 제작된 Global Land Cover 1km

이용하 고 총 17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피

복별알베도값은현재기후모델에이용되지만정확도

가 높은 data를 얻기 위해서는 원격탐사로부터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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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chart of the study.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는 알베도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Strahler et al.,

1999). 보조자료로 이용된 MODIS Global Land

Cover는 동북아시아 토지피복 분포를 확인한 결과 값

의 분포가 적은 클래스가 많았기에 17개 클래스 중 본

연구에대표적으로이용될6개클래스만추출하 다.

본연구의흐름은Fig. 2와같이자료수집후전처리

과정을 거쳐 알베도 변화 분석을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먼저월단위로자료를합성하여 11년간알베도

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식생이 활발한 지역

에서 각 광대역 밴드 별 알베도 값이 어떠한 패턴으로

변화하는지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추후 세부 연구

역에서의알베도변화분석에적용하 다. 또한2002년

을기준으로 2011년알베도값의계절별변화를이미지

화하고 값의 차이가 큰 지역을 세부 연구 역으로 선정

하 다. 이후 세부 연구 역에서의 최솟값 변화를 분석

하여대상지역에서의식생변화를감지하 다.

3. 결과및분석

2001년에서 2011년까지 동북아시아의 전체 알베도

변화 패턴은 각 토지피복에 대해 일정한 증감의 추세를

보 으며 NIR 밴드에서 가장 활발한 증감의 추세를 보

다. NIR 밴드 알베도 값의 변화는 Fig. 3(a)과 같이

0.15~0.35 역에서나타나며식생이활발한지역이라

고 할 수 있는 Evergreen Forest와 Mixed Forests에

서 여름철에 높은 값을, 겨울철에 낮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 식생지역인 Barren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여름철에 낮은 값을, 겨울철에 높은 값을 가진다. 이는

식생이 활발할수록 NIR 밴드에서 높은 알베도 값을 가

짐을 의미한다. Evergreen Forest와 Mixed Forests

가 같은 변화 패턴을 보 고 이와 반대되는 경향으로

Shrublands, Grasslands, Barren 이 같은 변화 패턴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물이 성장하는 시기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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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rend of broad band Albedo by Land Cover during 11 years.



월~9월 사이에 NIR 역 Grasslands 알베도 값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Wang and

Davidson, 2007) 와같은경향을보인다. 이와같이식

생활력도에따라다른변화패턴을보이는이유는일반

적으로 NIR 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1.2 mm, 1.6 mm,

2.1 mm 역을통합하여산출된알베도값으로인한결

과로 인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Croplands의 경우에는

다른 토지피복에 비해 증감의 주기가 잦게 나타나며 이

는 작물 수확시기의 차이라고 사료된다. VIS 밴드에서

는 Fig. 3(b)에서 볼 수 있듯이 0.02~0.18 역에서 변

화를 보 으며 Evergreen Forest와 Mixed Forests에

서여름철에낮은값을, 겨울철에높은값을가짐으로써

NIR 밴드와는 상이한 추세를 보인다. Evergreen

Forest의경우계절별변화가다른토지피복에비해작

은경향을보이며이것은사계절내내광합성을하는특

성에따른 향으로사료된다. Barren의경우여름철에

낮은값을, 겨울철에높은값을가짐으로써NIR과같은

경향을 보이고 이는 비 식생지역인 Barren에서 태양광

을흡수또는반사할수있는식생의개체수가희박하기

때문이다. SW 밴드는 VIS 밴드와 NIR 밴드를 포함하

는 역으로두 역의알베도값이상쇄된값이라고볼

수 있다. 알베도 값은 Fig. 3(c)와 같이 0.1~0.23으로

두밴드의중간값을가지며대체적으로NIR의변화패

턴과비슷한경향을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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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fference of albedo in 2002 and 2011.



2002년과 2011년의 알베도를 비교하기 위해 4계절

을 대표하는 1, 4, 7, 10월의 차이를 보았다. 2001년의

경우겨울철구름과눈에의한missing data가많아비

교의 기준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어 2002년을 기준으

로 정하 고, 이는 앞선 연구로 2000년과 2001년에서

산출된 MODIS Albedo Product 내에 bad quality인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Loarie et al., 2010)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2011년과 2002년의 밴드 별

알베도값차이를구하고음의범위만을추출, 절대값으

로처리하여식생이악화된지역을표시한것이다. 가장

눈에띄는차이는Fig. 4와같이 7월, 10월에서많이나

타나고 이는 여름철인 7월에 식생이 활발하며, 곡식이

나 농작물의 수확시기인 10월에 지표면 상태가 크게 변

화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세 밴드 모두 지역적으로

는 중국 동부지역, 고비사막 부근, 만주부근이 큰 변화

를보 다. Fig. 4(a),(b)와같이NIR는7월과10월에고

비사막부근에서 변화를 볼 수 있었고,(c),(d)인 VIS에서

는 7월에는 만주부근과 중국 동부지역, 10월에는 북부

지역에서변화를보 다. SW도(e),(f)에서볼수있듯이

NIR과비슷한고비사막부근과동부지역에서변화를확

인할수있었다.

연도별, 계절별알베도차이를산출하여변화가있었

던 지역을 Fig. 5와 같이 세부 연구 역 case 1(36.7°N

~ 39.8°N, 105.3°E ~ 109.7°E), case 2(41.3°N ~

44.1°N, 119.7°E ~ 123.4°E)로 선정하여 최솟값의 변

화를분석하 다. case 1은고비사막부근, case 2는내

몽골 자치구 동쪽에 위치한 만주지역으로, 사막화가 진

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Case 1은 Shrublands와

Grasslands, Barren이 섞여있는 지역이며 최솟값의

변화를Table 1. 과 Fig. 6(a)에서확인할수있다. 전체

적으로 NIR(black long dash line)과 VIS(grey solid

line)는반대경향을보이지만2010년이후로는같은경

향을 보인다. 2003년과 2006년에 NIR 밴드의 알베도

값이 0.0305, 0.0397로 높은 값을 가지고 VIS 밴드의

값이 0.0193, 0.019로낮은값을가져식생이활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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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area of albedo between 2002 and 2011.

Fig. 6.  The trend of Albedo in case 1 (The Gobi Desert) and case 2 (Manchuria) during 11 years.



을 알 수 있었고, NIR 밴드와 SW 밴드는 2006년에 각

각 0.0397, 0.435로 최고치에 달한다. Case 2는

Croplands로Table 1. 과Fig. 6(b)에서확인할수있으

며 case 1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알베도 값을 가

지지만 case 1과 마찬가지로 NIR 밴드와 VIS 밴드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2002, 2006, 2007년에 NIR 밴

드의알베도값이0.01, 0.003, 0.003으로낮은값을가

지고 VIS 밴드의 값이 0.0173, 0.0175, 0.0185로 높은

값을 가져 식생이 악화되었음을 감지하 고 2010년 이

후로도식생이악화되고있음을확인하 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2001년에서2011년까지MODIS 센서

로부터 취득된 Albedo 16-Day 자료를 이용하여 동북

아시아 지역의 토지피복 별 광대역 밴드 알베도 변화를

분석하 다. 11년간의 알베도 변화 경향은 NIR, VIS,

SW 밴드 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 으며 식생 상태에 따

라 주기적인 증감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1년과2002년의알베도값차이로식생의악화가감

지되는 지역(case 1 - 고비사막 부근, case 2 - 만주지

역)을 세부 연구 역으로 선정해 그 최솟값을 보았다.

고비사막부근의경우2003년과2006년에식생이활발

했으나2010년이후로식생이악화되고있음을보 다.

만주지역의경우는2002, 2006, 2007년에식생이악화

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도 악화되고 있음을 감지하

다. 연구지역이포함된동아시아는기후변화의척도이

며중국의산업화의 향을많이받는지역이기도하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토지피복 별 광대역 알베도 변화 경

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후 예측의 기초자료로서 활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1년 상반기 자료

에 missing data가 다수 존재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겨

울철 구름이나 적설의 향을 더 고려하고 Quality

Control과 자료의 Filtering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보조자료로 이용된 MODIS Global Land

Cover는 2001년에 제공된 자료로 연구의 정확도 향상

을 위해 최신의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세부 연구

역이었던 고비사막 부근과 만주지역은 향후 기후와

관련된 연구에서 관심 대상 역으로 주목될 것으로 사

료되며 식생 및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더심도깊은연구가수행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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