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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levation and meteorological elements is analyzed in Jeju Island for analysis of evapotranspiration with two 

different height observation station during 3 years data. The slope of temperature gradient recorded 1.30 ℃/100 m from the 
analysis  of temperature data. There is much difference evapotranspiration between low elevation and high elevation station 
because of decrease solar radiation and wind speed with height increase. The evapotranspiration is observed by mini 
lysimeter at Hankukgonghang. The result of observation is presented 34.2% of global solar radiation changed into 
evapotranspiration during 4 clear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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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표면 증발산은 지표면 토양 증발과 식생에 의한 

증산 양을 합한 것으로 바람, 기온, 일사, 습도 등의 기

상요소에 의해 그 양이 결정된다. 증발산량에 대한 관

측은 지표면 물수지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우

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어 연구가 본

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 예로는 우리나

라에서는 정교한 관측을 기반으로 한 에디공분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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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연구(강 등, 2009; 권 등, 2010)와 전통적인 기상

관측 장비를 활용하는 Bowen Ratio 방법이 있으며, 
기상요소로부터 가능증발산량을 추정하는 것으로 세

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이하 FAO)의 Penman-Monteith Equation 
(이하 PM)방법 그리고  대형증발계와 소형증발계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한과 이, 2005; 임, 2010). 
특히 증발산은 고도에 의한 지형적인 효과와 기상요

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그  중심

부에 1950 m 높이의 한라산이 위치하여 내륙과는 다

소 상이한 화산섬 형태의 지형으로 해안에서 내륙으

로 갈수록 급격히 고도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증발산량 추정에 대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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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에서 FAO의 PM방법을 이용하여 고도에 대한 

증발산 효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 비교는 제주기상

청의 기상자료와 중 산간 지대에 위치한 한국공항 부

지 내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자료를 활용하였

다. 또한 한국공항 부지 내에 증발산량을 측정할 수 있

게 연구용으로 제작한 라이시메타를 설치하여 직접적

인 방법으로 증발산량을 관측하였다. 이들 관측 자료

로 부터 제주도에서 고도와 기상요소에 따른 증발산

량의 영향과 증발산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것과 소형 라이시메타를 필드에 적용하여 증발산

의 일변화 특징과 해석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재료 및 방법

2.1. PM방법에 의한 증발산비교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기상청 노장에서 관

측한 일단위의 온도, 습도, 바람, 일사량의 기상요소를 

FAO 56 PM(Allen 등, 1998)을 기초로 한  증발산량

(ETo) 산출연구보고서(Dirk, 2009)를 이용하여 관측 

자료로 이론적인 가능증발산량을 구하고 소형증발계 

증발량 관측 자료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고도에 따

른 증발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발고도 20 m
의 제주기상청 노장 관측 자료와 한국공항 부지 내에 

설치된 10 m 높이의 기상 관측탑(동경: 126° 42', 위
도: 33° 25', 해발고도 356 m)을 선정하여 두 지점에서

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기상 관측 자료

를 이용하여 고도에 의한 증발산 효과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다.  

2.2. 라이시메타 제작과 관측 

라이시메타는 토양 무게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

하여 시간에 따른 무게 변화량으로부터 단위 시간당

의 증발산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관측 장비로 다른 

측정 방법들과는 달리 증발산량의 절대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rueger 등(1997)은 가로, 세로 

각각 1.68 m 깊이 1.83 m의 대형 라이시메타를 설치

하여 관측 방법적인 Bowen의 증발산량과의 비교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대형 라이

시메타의 설치와 운영에는 매우 많은 운영 경비와 노

력이 필요하여 소규모 연구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일

본 쯔쿠바에 있는 기상연구소에서 증발산 연구를 수

행한  Lee와  Haginoya(2011)가 연구에 사용한 라이

시메타(Fig. 1)와 같이 토양 시료 용기의 크기로 직경 

30 cm, 높이 30 cm로 제작하였다. 이 용기 상부 단면

적은 706.9 cm2로 내부 토양 부피는 21,207 cm3 로 높

은 분해능으로 증발산 관측을 가능하여 제주지역의 

중 산간 지역의 증발산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지표면으로 입사하는 강한 태양 복사는  지표면 토

양 온도에 영향을 주고 그 온도 변화는 토양 무게 변화

를 측정하는 로드셀에 오차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중 온도 변화가 비교적 적

은 지표면 40 cm 깊이에 로드셀이 위치하게 하였다. 
토양 시료가 완전 포화에서 완전 건조 상태의 전 무게 

범위에 대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100 kg 용량의 

TEDEA HUNTLEIGH사의 로드셀(Table 1 참조)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로드셀의 측정 분해능은 

0.01%로 100 kg 로드셀을 사용할 경우 분해능은 0.01 
kg이 되고 이것을 라이시메타 단면적 706.9 cm2에 대

해서 적용해 계산해 보면 증발산량에 대한 측정은 매

우 높은 분해능인 0.014 mm 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된

다. 로드셀 아날로그 신호는 Campbell Sci 사의 

CR1000 데이터로거를 이용하여 저장하였다.   

Soil Block

Load Cell

Fig. 1. Diagram of lys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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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loadcell(Model-1510)

Item   Range

Rated capacity
Resistance excitation      
Resistance output
Compensated temp. range
Operating temp. range
Combine error     
Repeatability error

100 Kg             
380±10 Ω   

350± 3 Ω
-10∼40 ℃
-30∼70 ℃
≤0.02 %
≤0.017 % 

2.3. 관측 장소 선정

관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료의 신뢰성과 품

질을 확보하고 관측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접근성과 효율성이 좋은 장소가 요구된다. 좋은 관측 

장소 선정은 야외 관측수행에 있어 중요한 조건으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잘 충족되는 관측 장소로  한국공

항의 노장을 선정하였다(Fig. 2). 이곳은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넓고 평편하며, 억세 풀들이  평편한 지면

을 피복하고 있어 관측 노장으로는 매우 양호한 조건

이다. 라이시메타는 Fig. 3의 앞쪽 원형부분으로 최대

한 자연 상태에 가깝게 설치하여 관측하였다.  

Jeju

Seogwipo

Hankuk
gonghang

Fig. 2. Map of the observation site(from Google map).

Fig. 3. Photo of lysimeter installed at HankukKonghang.  

2.4. 라이시메타 관측과 해석  

맑은 날씨의 경우 태양복사 중 수평면 일사량은 일

출과 함께 점차 증가하는데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정오경에 최대가 되고, 오후가 되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며 기온의 일교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습도 변화 또

한 기온과 같이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맑고 청명한 

기상 상태에서는 라이시메타에서 관측된 증발산 관측 

자료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 인자인 복사량과의 정량

적인 관계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본 연

구에서는 라이시메타 관측이 시작된 2011년 10월 15
일에서 12월 31일 자료 중에서 위와 같이 맑은 날씨가 

연속하여 나타난 2011년 10월 16일(Julian Day 199)
에서 2011년 10월 19일(Julian Day 203)의 4일간에 

대해 일사량과의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고도에 따른 기상 요소의 상관관계

제주도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는 제주기상

청 노장(JJ, 해발고도 20 m)와 한국공항(HH, 해발고

도 356 m)로 두 지점 사이에는 336 m의 고도차이가 

있다. 이들 지점의 고도차에  따른 증발산 자료에 대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9 ～ 2011년 3년간의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계산된 일평균 온도 

자료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Fig. 4와 같이 된다. 
기울기 값은 1.02로 지면의 온도에 대해 거의 같은 비

율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함수의 절편 값은 -4.37 ℃로 100 m 당의 온도감률을 

계산해 보면 1.30 ℃/100m로 표준대기감율 0.65 ℃
/100m건조단열 감율 0.98 ℃/100m 보다 크게 나타났

다. 이것은 해발고도 상승에 따른 온도의 분포는 연직

적인 온도 분포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 제주도에

서는 고도와 지형적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온도 분포에 대해서는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5는 일 누적 일사량에 대한 상관을 나타낸 것

이다. 상관관계에서 그 기울기는 0.84이고 상관계수

는 0.7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일평

균 일사량의 값은 제주가 13.70 Mjoule/m2, 한국공항

이 11.85 Mjoule/m2으로 13.5%에 해당하는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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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oule/m2 적게 관측되었다. 그림에서의 특징은 상관

관계선 상단부에 밀집된 형태의 자료가 있으나 하단

부에는 자료가 매우 흩어져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제

주도의 산악적인 지형의 효과가 잘 나타난 것으로 고

도가 낮은 제주기상청이 맑은 날씨일 때 산 중턱에 위

치한 한국공항은 맑은 경우와 흐린 경우가 있다는 것

이 된다. 이것은 낮은 고도의 지표면 부근 공기가  한

라산 정상 방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고도가 낮은 해안

가 부근의 지점에는 구름이 없으나 고도가 높은 중산 

간 지역 상공에는 구름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음을 확

인한 것으로 제주도에서의 일사량 분포 해석에 주의

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Fig. 6은 일평균 풍속에 

대한 값을 나타낸 것으로 제주기상청의 일평균은 3.37 
m/s 한국공항은 3.09 m/s로 0.28 m/s 낮게 나타났으며 

그 기울기는 0.86이나 상관 계수는 0.26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관측 고도가 높은 한국 공항이 고도가 낮은 

제주기상청 보다 평균 풍속이 느린 것은 일반적인 풍

속의 연직 분포에서 위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하는 것

Fig. 4. Relation between temperature Jeju and Hangkuk- 
gonghang.

Fig. 5. Same as Fig. 4 but for solar radiation. 

Fig. 6. Same as Fig. 4 but for wind.

과는 달리 제주도 중 산간 지역에서의 고유한 특징으

로 해석이 되며 낮은 상관 계수는 바람에 대해서는 국

지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2. 팬 증발량과 PM 방법에 의한 증발산량의 비교 

Fig. 7은 제주기상청의 3년간의 일 단위의 소형증

발계의 증발량과 PM방법에 의한 증발산량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자료의 상관관계는 0.84로 매

우 높게 분석되어 제주에서 PM 방법에 의한 정량적인 

해석과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제주기상청에

서 관측된 증발 팬의 연평균 증발량은 1,240.1 mm이

고 PM방법의 증발산량은 1,098.6 mm로 나타나 

141.5 mm의 차이가 있었으며, 자유 수면인 소형증발

계에서 관측된 증발량은 PM 증발산량보다 약 13% 정
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추후 제주지역 증발산의 수치 해석 연구에 보다 정

량적인 통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7. Relation between Pan evaporation and P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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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도에 따른 증발산 관계

 Fig. 8은 PM 방법으로 제주기상청 노장 관측 자료

와 한국공항의 기상 관측 요소로부터 산출한 일 증발

산량 값이다. 제주도는  산악이라는 특수한 지형적인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도의 경우 고도에 따라 급

격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일사량은 상대적으로 적

게 나타나고  풍속 또한 낮게 나타나 기상요소들 모두

가 증발산을 억제하는 “-” 방향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증발산량에 대한 상관

관계의 기울기 값이 0.76으로 1보다 작게 분석되었다. 
한국공항의 3년간의 PM 방법의 증발산량은 834.9 
mm로 해석되어 1098.6 mm를 기록한 제주기상청 증

발산량의 24%에 해당하는 263.7 mm가 적게 관측되

었다. 그러나 해발 고도가 다른 두 관측소임에도 불구

하고 그 상관계수는 0.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추후 

연구를 통해 제주도의 증발산량 분포 추정에 대한 개

관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Fig. 8. Relation between evapotranspiration Jeju and Hankuk- 
gonghang.

3.4. 라이시메타 관측 

Fig. 9는 라이시메타 관측이 시작된 2011년 10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자료 중에서 가장 맑은 날

이 계속된 2011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한국공항

에 설치한 라이시메타에서 관측된 중량 변화 자료로

부터 에너지 단위로 환산한 증발산값과 한국공항자동

기상관측 장비에서 관측된 단파 복사량을 시계열로 

나타내었다.  

맑은 날 단파복사의 일변화는 종 모양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관측에서도 같은 형태로 아침에 일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때 증발산은 일시적인 시각 지연

이 있은 후 일사와 같이 증가하고, 감소 할 때도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맑은 날에는 일

출이 있은 후  지표면에서의 증발산이 일어나기 시작

하고 일몰과 함께 증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증발산이 매우 미미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추후 제주도 식생

에서의 증산 량을 추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기

초 자료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에 나타낸 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4 일간 수평

면 복사량의 34.2%가 증발산에너지로 변환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PM 방법에 의한 결과는 49.8%의 증발

산에너지로 계산되었다. 이것으로 부터 실제 증발산

과 가능 증발산과의 차이에 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Fig. 10은 하향 단파 복사와 증발산과의 관계를 나

타내었다. 관계식에서 기울기 값은 0.33으로 나타나

Fig. 9. Daily variation of solar radiation and evapotranspi- 
ration of lysimeter.

Table 2. Daily total energy at HankukKonghang
Unit:Mj/m2

․day

Date Lysi. PM Radiation

10/16
     17  
     18  
     19  

6.38  
6.21  
5.30  
4.55  

7.98   
9.02   
8.67   
6.94   

15.14
16.48
18.21
15.69

Sum
  % 

22.44
34.2  

32.61
49.8  

65.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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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 between solar radiation and evapotranspi- 
ration of lysimeter.

으며 상관계수 또한 0.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

은 단파복사의 관측만으로 특정지역의 일정 기간 동

안 증발산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3.5. 라이시메타와  PM(ETo)의 증발산 비교

다양한 방법의 증발산 추정 방법들 중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PM 방법으로 바

람, 습도 풍속, 일사의 기상요소로부터 구할 수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0월 15일에서 12월 31일
까지 총 78일 중 강우 등에 의해 자료의 교란이 일어

나지 않은 34일간의 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Fig. 11을 

만들었다. 이 계절은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기

이며  증발산량이 여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

로 실제 관측되는 증발산과 PM방법에 의한 증발산량

간의 검토를 위해 비교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

이 PM 방법에 의한 증발산과 라이시메타에서 관측한 

자료의 상관관계에서 기울기는 0.80으로 나타났으며, 
그 상관은 0.2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

Fig. 11. Relation between PM(ETo) and evapotranspi ration of 
lysimeter. 

주도라는 지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총량은 PM 
방법에 의한 증발산량은 46.6 mm이고 라이시메타는 

38.3 mm로 나타나 두 값 사이에는 8.3 mm의 차이가 

있었다. 이 값은 약 20%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이

한 지표면 증발산량 추정 시 각각의 방법이 가지는 계

산 결과에 대한 의미의 해석과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관측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고도가 다른 제주도의 제주기

상청 노장과 한국공항 노장의 관측 자료에 대한 3년간

의 분석 결과에서는 고도가 증가할수록 기온, 일사, 풍
속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온의 상관관

계 분석에서 그 함수의 절편 값은 -4.37℃로 나타나 

100 m 당의 온도감률을 계산해 보면 1.30℃/100 m로 

표준대기감율 0.65℃/100 m 건조단열 감율 0.98℃
/100 m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제주도의 경

우 고도와 지형적인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

로 해석이 되고 온도 분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PM 방법에 의한 한국공항의 

3년간의 평균 증발산량은 834.9 mm로 해석되어 제주

기상관측소의 1098.6 mm에 비해  263.7 mm가 적게 

분석되어 제주지역에서 고도 증가에 따른 증발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공항에서 라이시메타 관측이 시작된 2011년 

10월 15일에서 12월 31일 자료 중에서 가장 맑은 날

이 계속된 2011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연속 4일 

간의 라이시메타 관측 자료에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장비는 매우 높은 관측 성능으로 안정적인 관측이 이

루어졌으며, 증발산량은 단파복사와 매우 높은 상관

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관측에서는 단파

복사량의 34.2%가 증발산량으로 변환된 것으로 관측

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일출과 일몰에 따른 단파 복

사와 증발산량의 시계열은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지

고 있어 추후 계속될 제주지역 증발산 추정 연구에 매

우 중요한 연구 결과로 사료되며 라이시메타 관측을 

통한 증발산 해석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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