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수문기상학적인요소중태양으로부터지표로전달
되는 에너지인 일사량 또는 표면도달일사량(Solar

Insolation, Irradiance)은지구유체운동을유발시키는가

장 기본적인 에너지이다(Kawai and Kawamura, 2005;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2007). 이 인
자는대기-지표흐름에서태양에너지, 생물계등의복
사수지, 비점원오염모델등에주요입력자료로쓰이
며, 태양에너지, 농업 기상, 수문 기상, 농업생산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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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표면도달일사량은태양과지구에너지시스템을이해하는데중요하며, 대기-지표면의흐름, 농업생

산량, 태양발전에필요한에너지연구등과같은많은분야에활용되고있는중요한변수이다. 대부분의태양에

너지는지상관측지점에서관측하는경우가많이있지만, 공간적인분포를판단하기에는한계성을지니고있다.

이에반해인공위성을활용한원격탐사기법은지속적인자료제공과더불어광역범위의공간적분포를파악하

는장점이있다. 본연구에서는COMS 위성자료중표면도달일사량 (Solar Insolation, INS)의정확성판단하

기위해플럭스타워에서측정된지점자료와의비교, 검증을실시하 다. 결론적으로볼때, 30분간격의자료

와일평균의자료에서높은상관계수를보임에따라천리안위성자료의한반도적용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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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역의 일조 등에 관한 많은 학문에서 연구되고 있

다. 이렇듯표면도달일사량자료가많이이용·요구됨

에 따라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Jo and Kang

(2005; 2009)은 실측데이터 자료의 정확도평가를 위해

16개지역의 1980년 1월~2004년 12월까지의자료를기

초로하 고, 불확실한자료에대해서는보정을한후

분석을하 다. 분석을통해지상관측지점장비의노

후화로인한자료의질적수준에문제가있었으며, 측

정분석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추후 연구가 더 진행 되

어야할것이라시사하 다. 또한, 정확한데이터를구

하기위해관측소의품질관리시스템을통한관측자료

의오류를감소시키고자하 다. 기상청에서는기계의

노후화와정비부족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고관측의

정확도향상을위해 22개소의관측소를설치하 으며,

2005년기상관측표준화법을제정, 2008년 12월에는표

준기상관측소들을지정하 다(Kim et al., 2010).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오류 및 오작동 등

이자주발생되고, 또한, 지상관측지점의자료를일사

량의공간적인분포특성으로나타내기에는어려움이

있었다. 이에이런문제를해결하고자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전지구적인환경변화를관측하고해석하기위

해인공위성을이용한연구가제안되었다(Jensen, 2007;

Park et al., 2008; Sur and Choi, 2011).

인공위성은크게궤도위성과정지위성으로나눌수

있으며 두 종류의 위성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대표적으로많은연구가이뤄진궤도위성

으로는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센서를 탑재한 위성이 있다. 대부분의

MODIS 센서를 이용한 입사단파복사량 연구는 맑은

날(Clear Sky)에산정되는경우가많다(Bisht et al., 2005;

Jang et al., 2009; Lee et al., 2011). 이와같이궤도위성을

이용하여측정하는표면도달일사량은구름등의외부

적인요인으로측정이되지않는부분이생기게된다.

이러한단점을개선하기위해서 Jang (2009)은 MODIS

위성자료와 기후모형인 Fifth-Generation Penn State/

NCAR Mesoscale Model (MM5)을 이용하여 증발산 산

출에대한연구를하 다. 그중증발산을산정하기위

한전처리과정에서구름이많은날(Cloud Sky)에서의

입사단파복사량을구하기위해MM5를이용하여보정

(gap-filling)하 다. Bisht and Bras (2010)은순복사량(net

radiation, Rn)의 수득율을 높이기 위해 MOD06_L2

(Cloud Sky)자료를 사용하여 전천후 일사량 산출기법

을연구하 다.

다음으로 정지위성을 이용한 연구로서 Yeom et al.

(2008)은 Kawamura 물리적 모델을 기본으로 Multi-

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 (MTSAT-1R)의 Level 1자료

를이용하여표면도달일사량을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간적변동성을파악하기에용이한정지궤도인공위

성을사용한연구가점차진행이되고있다.

두위성 (정지위성, 극궤도위성)의큰차이점은관측

되는시간적인간격에있다. 정지위성은어느한지점

에대한시간적인변화를지속적으로관측함으로서대

상지역의추세를파악하는데상대적으로높은활용도

를가지고있다. 국내에서는2010년에발사된정지위성

인 천리안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이있으며,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계속

적인품질관리와알고리즘의개발과보정이진행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COMS에서 제공되는 INS

(COMS_L2_data)자료의검증을위해설마천유역과청

미천 유역에 설치된 Flux Tower 등과의 검증·비교를

하 다. 이자료들과비교를통해천리안위성의활용

가능성에대해서알아보려고한다.

2. 연구지역및관측자료

1)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인공위성이 처음 발사된 이후 세계 각 선진국들은

자국위성을개발하 으며관련된연구를활발히진행

하 다.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국내기술을 활용

한인공위성이없었으며관련연구가미흡하 다. 2010

년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일본의 MTSAT 위성들을 사

용해왔으나,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의해 2010년

6월 27일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천리안 위성

(Communication, Ocae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이발사되었다. 천리안위성은정지위성으로지

구적도상공 36,000 km, 동경 128.2도에서 한반도의 기

상, 수문, 해양의관측및통신의임무를가지고, 기상센

서는 15분 간격(긴급시 8분), 해양센서는 하루 8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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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을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 Table 1과 같이 천리안

위성의기상센서(Meteorological Imager, MI)에서제공되

는 Product로 level 1 (Low 상)과 level 2(분석 상)자료

가있으며, 이자료들은Global, Korea, Asia 등여러가지

관측범위로제공된다.

2) 연구 지역과 Flux Tower

청미천은안성일죽면과이천시장호원읍을거쳐여

주군점동면삼합리에서남한강으로흐르는하천으로

경기도이천시장호원장호원읍과여주시점동에위치

한다. 유역면적은 569.6 km2, 유로연장이 60.8 km, 유역

경사가 17.01%이며, 식생의 상태로는 유역의 전체로

나타낼경우산림과농경지가 48.5%, 43.1%, 기타(도시

및도로등) 8.4%를차지하고있다. 설마천은임진강제

1 지류로유역은경기도파주시적성면에위치하고유

역면적이 8.48 km2, 유로연장 5.8 km이다. 이하천은전

형적인 곡류 하천으로 유로경사가 2%인 전형적인 급

경사산지사행하천이다. 식생의상태로는유역의 90%

이상이주로 20~40년수령의침엽수와활엽수로구성

되어있다(Kwon et al., 2009). 이두유역은한반도의생

태계지속적인감시(탄소/물/에너지순환)를통해정량

화하고, 순환 메커니즘과 향력을 이해하고자 Flux

Tower가 설치 되어있다(Kwon and Kim, 2010). 본 연구

에서는 Rsd (Incoming shortwave radiation)을산정하기위

하여청미천유역과설마천유역에설치되어있는Flux

Tower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Fig. 1). 두 지역의 Flux

타워의상세한내용은Table 2에나타내었다.

3. 표면도달일사량산출Algorithm

1) Flux Tower 자료를 사용한 입사단파복사량(Rs↓,
Downwelling shortwave radiation, Rsd) 산정

물의순환은지구에너지와태양복사에너지사이에

너지흐름의상호작용에인하여지표와대기사이의에

너지 흐름에 직접적인 향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에

너지를복사에너지(Fig. 2)라하며 energy balance에서가

Assessment of Solar Insolation from COMS: Sulma and Cheongmi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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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able 1.  Outputs of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MI Sensor (http://nmsc.kma.go.kr)

Dataset Level Outputs

COMS Level 1 Infrared1, Infrared2, Water vapor, Shortwave infrared, Visible

Cloud Detection, Clear sky radiance, Atmospheric motion vector, Sea surface temperature, Land surface temperature, 
COMS Level 2 Sea Ice/Snow detection, Insolation, Upper tropospheric humidity, Total precipitable water, Cloud analysis, Cloud top

temperatures & heights, Fog, Outgoing long-wave radiation, Aerosol index, Aerosol optical depth

Dataset Level Outputs



장 핵심적인 요소로 순복사량(net radiation, Rn)에 대한

이해가필요하다(Allen et al., 2007; Jeong et al., 2009).

Rn = (1 _ a)Rsd + Rld
_ Rlu (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Irrigation and Drainage

Paper No. 56 (Allen et al., 1998)에서와같이순복사량은

또다른식으로나타낼수있다.

Rn = Rns
_ Rnl (2)

식 (1)에서 Rsd(incoming shortwave radiation or solar

insolation)는 하향 단파 복사(W m
_2), Rld(incoming

longwave radiation)는하향장파복사(W m
_2), Rlu(outgoing

longwave radiation)는상향장파복사(W m
_2), a(albedo)로

일반적으로 0.23의값을사용한다(Oh, 1992; Choi et al.,

2005). 식 (2)에서 Rns은 단파에 의한 순 복사에너지(W

m
_2), Rnl은장파에의한순복사에너지(W m

_2)이다. 청

미천 Flux Tower 19.2 m와설마천 Flux Tower 9.7 m에는

순복사계 CNR2 기기가설치되어있어순단파, 장파복

사, 순복사등을관측할수있다(Choi et al., 2005). 하향

단파복사량을구하기위해서는식 (3) 과같이구할수

있다.

Rns = (1 _ a) Rsd (3)

2) COMS MI의 solar insolation (INS) 산정

수문기상학에서의 표면도달일사량은 단위면적에

단위시간동안태양에너지가지표면에입사하는양(W

m
_2)이다. 표면일사량은대기모형, 수치모델,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과 같은 연구에서 기초가 되는 주요 인자

로서 정확한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시·공간적으로높은해상도가요구되고있다. COMS

의표면도달일사량은 4 km×4 km의공간해상도로제

공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지역을 관

측할수있다.

COMS위성의기상센서(MI)에서산출되는표면도달

일사량(Solar Insolation, INS)은동아시아지역에대해최

적화되어있는 Kawamura Model (Kawamura et al., 1998)

을 기본으로 하여 산정되었다(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2007). 표면도달일사량을 산정

하는알고리즘은구름이없는경우와구름이존재하는

경우의두가지로구분된다. 청천일경우식 (8)과같이

산정되며, 구름이존재할경우구름에의한감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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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ual figure of surface radiation balance (Allen et al., 2007).

Table 2.  Description of the study sites (http://asiaflux.net)

Site Lat. Long. Elevation (m) Type of Vegetation Terrain Period

Sulma 37˚ 56′19.99″N 126˚ 57′16.94″E 293 m Mixed forest Mountain area 2007. 10 - Present

Cheongmi 37˚ 9′35″N 127˚ 39′10″E 141 m Rice paddy Plain 2008. 10. - Present

Site Lat. Long. Elevation (m) Type of Vegetation Terrain Period



를산출하여식 (13)과같이산출된다.

Kawai and Kawamura (2005)은 구름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다음과같은식으로표면도달일사량을산정하

다.

ST = SI + SR + SA (8)

SI = S·t0·tR·(1 _ aW)·tA (9)

SR = S·t0·(0.5·(1 _ tR))·tA (10)

SA = S·t0·tR·(1 _ aW)·FC·w0(1 _ tA) (11)

ST = I(dm/d)2 cos q (12)

여기서, SI는직달일사량, SR는레일리산란에의한

일사량, SA는에어로솔에의한일사량, S는대기의최

상부의일사량이다. 대기 향으로생기는반사, 흡수,

산란등의인자(Lacis and Hansen, 1974)로서 tR는레일

리산란에의한투과도, t0는오존흡수에의한투과도,

tA는에어로솔에의한감쇠되는투과도, aW는수증기

에의한투과도, FC는에어로솔산란에있어서산란에

대한전방산란의비, w0는단일산란알베도이다(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2007).

구름이있는경우에는구름에대한 향을포함하여

다음과같은식으로표면도달일사량을산정하 다.

ST = (SI + SR + SA)·(1 _ a·A) (13)

A = (14)

여기서, q는천청각, R은구름에의한반사도값, a는

구름의 흡수 값을 나타낸다. 자세한 알고리즘의 설명

은참고문헌에서참고하기바란다.

본연구에서는COMS 위성의MI 센서로부터측정된

Level 2 자료인표면도달일사량자료를사용하 다(Fig.

3). COMS의공간해상도는 4 km×4 km인북반구확장

자료(1934×1544)이며, 이를 연구에 적합하게 한반도

역(650×650)을 대상으로, 공간해상도 1 km×1 km

로변환하 다(Lee et al., 2009; Hong et al., 2011; Beak and

Choi, 2012).

3) 통계학적 분석

본연구에서2011년4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의자

료를사용하여천리안위성과지상관측자료의연관성

및관계성을확인하기위해서통계학적인분석을하

다. 정확도 및 오차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관측값과

모델값(인공위성 자료)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오차

를 판별하는 Bias(mean error), 모형으로부터 산출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RMSE(Root Mean Square

Error), MAE(Mean Absolute Error), 모델(위성자료)과관

측치간 얼마만큼의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IOA

(Index Of Agreement)를이용하 다.

Bias = (Mi
_ Oi)

RMSE =    (Mi
_ Oi)

2nS
i = 1

1
N

nS
i = 1

1
NR

cos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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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Rsd derived from COMS.
(a) 2011. 04/01 12:00 PM (b) 2011. 05/01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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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iuned
(g) 2011. 10/01 12:00 PM

(e) 2011. 08/01 12:00 PM (f) 2011. 09/01 12:00 PM

(c) 2011. 06/01 12:00 PM (d) 2011. 07/01 12:00 PM



MAE = |Mi
_ Oi|

IOA = 1 _

여기서, M은모델의값, O은관측값 (지상관측지점,

MODIS), 
_
M, 

_
O은자료의평균, N, n은자료의개수이다.

오차 정도를 나타내는 Bias와 정확성을 나타내는

RMSE, MAE는“0”의값에가까울수록모델과관측값

간의 유사성을 나타낸다. Bias는 양의 값이면 모델의

과대평가, 음의 값이면 모델의 과소평가를 나타내며,

IOA는“1”에 가까울수록 모델과 관측값 간의 유사성

을나타낸다(Baek and Choi, 2012).

4. 결과및고찰

1) COMS Rsd vs Flux Rsd 의 비교

일사량은 에너지의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관측 할

수있는관측지점이많이존재하지않는다. 또한여러

가지기존의경험식및물리식을이용해서계산한다고

하여도실제적인태양입사각에대한정보를포함하여

계산하기에는시간·인력·비용이많이소요된다. 그

에비해인공위성을통한 Rsd의산정이이러한문제를

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하지만, 인공위성자료

는지점자료와의검증및비교가필수적이다.

본연구는2011년4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식물의

생장기기간을기준으로천리안위성으로부터산정되

는 Rsd의 변동성을 파악하 다. Fig. 4는 유량조사사업

단에서관리하는 Flux Tower(청미천과설마천지점)와

천리안위성자료를 Flux Tower 관측기준으로 30분간

격의시계열그래프로나타내었다. Fig. 4(a), (b)를보이

듯이 전체적인 경향성은 7-8월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

하는경향을나타내는것을볼수있었으며, 2011년6월

22일-30일, 2011년 7월 7일-16일은집중호우로인한

향(구름)으로다른시기에비해낮은Rsd가산출되는것

을알수있다. 지면에서의 Flux Tower에서는구름으로

인한표면도달일사량의유입이적음으로인해낮게나

타났다. 이와더불어천리안위성또한대기권위에서

구름의 향으로인한태양에너지및표면도달일사량

의 유입이 적음으로 인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그렇지만지상에서관측되는자료의 Rsd와구름에

대한 향 값을 포함한 COMS의 Rsd 자료간의 차이가

평균적으로약 80 W m
_2 (최대 420 W m

_2)정도차이가

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Fig. 5는두자료간의일대

일그래프를나타내었다. Fig. 5에서보듯이두자료간

의 산점도는 일정한 구역에 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수있다. 하지만전반적인산점도경향으로볼때에

두자료모두 COMS Rsd가 Flux Tower Rsd 에비해과소

n                    nS(Mi
_ Oi)

2

i = 1 1
n                                            nS(|Mi

_ _
M | + |Mi

_ _
O|)

i = 1 1

nS
i = 1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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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estimated Rsd of 30-min time step for the study sites.

(a) Comparing Rsd between CFK flux tower and CFK COMS (time interval 30-min.)



산정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Table 3에 청미천과 설마천 Flux Tower의 Rsd자료와

천리안위성의 Rsd자료의 30분간격통계값을분석하

여정리하 다. 통계학적분석을통해두지점모두평

균적으로Bias가약 -80 W m
_2 (청미천 : -86.08 W m

_2, 설

마천: -85.60 W m
_2)정도로나타나는것은 COMS의 Rsd

자료가 전반적으로 과소 산정되는 것을 나타내며, 실

제관측값(Flux Tower)과비교되는실험값(인공위성)의

차를 제곱 평균하는 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청미천이 156.26 W m
_2, 설마천이 177.89 W m

_2 로나타

났으며, 오차들의절대값의평균인Mean Absolute Error

(MAE)은설마천에서 116.92 W m
_2, 청미천에서 134.70

W m
_2 정도차이가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두자료가

얼마만큼의 일치성을 나타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Willmott (1982)가제안한 Index of Agreement (IOA)값은

청미천이 0.88, 설마천이 0.84로확인된것으로보아두

자료가적절하게일치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두연구지역의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0.92(청

미천), 0.91(설마천)로나타나는것으로보아자료간의

분포가비슷한경향을따른다는것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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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uned

(b) Comparing Rsd between SMK flux tower and SMK COMS (time interval 30-min.)

Fig. 5.  Comparison Rsd of measured flux tower and estimated COMS Rsd at 30-min time step for the entire study period.

(a) CFK (b) SMK



전반적인결과들로비추어볼때 COMS의 Rsd와 flux

tower의 Rsd의시간적인경향성은잘나타내고있지만,

과소산정되는것으로볼수있었다. 이러한주된이유

로는COMS 표면도달일사량산정된식을통해서알수

있다. 표면도달일사량은먼저청천일경우의표면도달

일사량을 산정하고 그 후에 구름 향에 의한 cloud

factor의 값을 포함시킨다. 지상관측지점에서 관측시

청천일경우는청천일경우로관측이되지만COMS에

서 관측될경우공간해상도(4 km×4 km)에서주변지

역에구름이존재할경우그에대한 cloud factor의값으

로산정되기때문에전반적으로경향성은동일하게나

타나지만 과소 산정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

우는강우및구름으로인해청천이아닐경우에관측

지점과COMS 자료의값의차이가줄어드는것을보면

확인할수있다. 구름은관측이어려울뿐공간적인감

쇠효과를 고려하여 표면도달일사량을 산출하여 정확

한 값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듯이 표면도달일

사량의오차를발생시키는가장큰요인으로는구름이

얼마나존재하는지에대한문제로볼수있다.

2) 일평균 COMS Rsd vs Flux Rsd 의 비교

기존의MODIS 위성으로부터산출되는자료는인공

위성이 지나갈 때 관측되는 순간적인 값이다. 순간적

인값은그시간에서의관측값일뿐하루에발생하는

정량적인 양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간적인경향을관측하기가어렵기때문에Bisht et al.

(2005)는기준증발산량의패턴이 sin의형태를나타냄

에 따라 sinusoidal model을 사용하여 일단위의 증발산

량으로나타내는연구를하 다.

자료는분석함에따라서분·시·일·년단위로나

타낼수있다. 자료의전반적인경향을파악하기위해

서는일반적으로시간자료를평균함으로서자료의특

성을뚜렷하게보여주는대푯값을파악하기위함이다.

이는 자료들 간의 기준을 정의하고 균일화 작업을 통

해경향성을파악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두자료의일평균자료의비교를하

고, 하루에관측되는값(Rsd)이 80% 이상의수득률이

없을 경우는 검증에서 제외하 다. Fig. 6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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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istics results between flux tower Rsd and COMS Rsd for 30-min time step of the study sites

Site Bias(W m
_2) RMSE(W m

_2) MAE(W m
_2) IOA a b R

CFK -86.08 156.26 116.92 0.88 0.67 47.88 0.92

SMK -85.60 177.89 134.70 0.84 0.61 72.75 0.91

Site Bias(W m
_2) RMSE(W m

_2) MAE(W m
_2) IOA a b R

Fig. 6.  Time series of estimated daily average of daily time step for the study sites.

(a) Comparing Rsd between CFK flux tower and CFK COMS



자료를일평균하여 (a) 청미천, (b) 설마천시간에따른

변화를시계열로나타내었다. 두그림 Fig. 6(a), (b)에서

보는것처럼일평균Flux Tower Rsd와COMS Rsd의자료

가 30분단위로하 을때보다경향성을잘나타내는

것을확인할수있다. 앞서말한것처럼 6월 22일-30일,

7월 7일-16일, 7월 24일-28일, 8월 1일-4일, 8월 6일-8일,

8월 12일-17일등집중호우들의 향으로인한Rsd의감

소의경향또한뚜렷하게나타나있다. Fig. 7에서알수

있듯이일평균하여나타내었을때두자료의산점도가

1:1 선에가까운것을확인할수있으며, 이는두자료

간의 연관성이 일평균하여 계산 할 경우 자료간의 경

향성이유의하게나타난다는것을의미한다.

Table 4에일평균청미천과설마천 Flux Tower의 Rsd

자료와 천리안 위성의 Rsd자료의 통계 값을 분석하여

정리하 다. 일평균한 자료를 기준으로 두 지점의 평

균적인Bias가약 -25 W m
_2 정도로COMS Rsd 자료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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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Rsd of measured Flux tower and estimated COMS Rsd at daily average time step for the entire study period.

(a) CFK (b) SMK

Fig. 4.  Contiuned

(b) Comparing Rsd between SMK flux tower and SMK COMS



소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30분 간격으

로 나타낸 Bias보다 평균적으로 균일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밖에 RMSE, MAE, IOA들의 통계분석은

청미천이55.36 W m
_2, 42.68 W m

_2, 0.97, 설마천이62.87

W m
_2, 49.61 W m

_2, 0.96으로분석되었다. 상관계수또

한 0.96, 0.96으로높은상관성을나타냄에따라일평균

자료로나타낸 Flux Tower Rsd와 COMS Rsd간의연관성

이 접하다고할수있다.

5. 결론

각지점별수문기상인자의측정은시간적인자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점별로 관측된 자료

의 지형적인 조건 및 기상학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대표성은많이떨어지게된다. 이러한자료

를이용하여점(point)에서공간(space)으로나타낼경우

오차는커지게되며시공간적대표성이더욱더떨어지

게 된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많은 관측지점을 선

정·설치하는 것은 인력·비용·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험식,

공간통계학적(공간보정기법)들을 사용하여 나타내기

때문에현실적인차원에서의시공간적분포에관한정

보의정확성이제한될수밖에없다. 그런대안으로원

격탐사기법을이용한인공위성자료의사용은시공간

적인제약을벗어날수있는가능성을나타내었다.

본연구에서는2011년4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식

생의생장기에 Flux Tower Rsd와 COMS Rsd의변동성을

나타내었고, 두 자료간의 비교 및 검증을 실시하 다.

Fig. 6에서와 같이 시계열 그래프와 Fig. 7을 확인하면

Flux Tower의 Rsd자료와 COMS 자료간의 경향성이 비

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공간해상도 4 km인

COMS 자료가두지역모두경향성을잘나타내는것

을확인할수있으며, 실제적인자료의사용가능성에

대해서는좋은결과를나타내었다. 그러나, Fig. 4의 30

분간격시계열에서는COMS 자료가Flux tower 자료에

비해낮게산정되는것을확인할수있으며, Choi et al.

(2005)에서나타나있는것처럼광릉산림 Flux Tower에

서도의범위양상이본연구와유사한것으로나타내

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 직접관측되는자

료와원격탐사기법을사용한자료간의비교에서많은

오차가발생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 Kim et

al. (2003)에서도 언급하 듯이 지면 위에서 관측되는

표면도달일사량은대기중에있는산소 ,질소및먼지

등에흡수, 산란되기도하며, 또한아침, 저녁에는태양

의빛이비스듬하게대기층을통과하므로방출되는양

보다적은값을가지게된다. 이렇듯이, 한반도의경우

6-8월의 빈번한 강우로 흐린 날 표면도달일사량의 계

산은 대부분 구름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좌우되며, 평균값이하의값이산출되어이로인한오

차가발생된다. 또한, 천리안위성의공간해상도로인

한 향을무시할수없다. 지점자료에서의관측값은

한지점에서의값을대표하지만천리안위성은 4 km×

4 km 의값을대표하기때문에발생하는오차또한생

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일사량을산정하는데있어서 Kawamura 물리모델식을

수정 및 국내에 적합한 모델식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

행되어야할것이다. 추후연구를통해 COMS의표면

도달일사량이 다방면에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며, 토목분야뿐만이 아닌 기후변화, 태양에너지

등의추후연구에도움이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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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istics results between flux tower Rsd and COMS Rsd for daily average of the study sites

Site Bias(W m
_2) RMSE(W m

_2) MAE(W m
_2) IOA a b R

CFK -28.47 55.36 42.68 0.97 0.87 17.87 0.96

SMK -25.51 62.87 49.61 0.96 0.79 45.56 0.96

Site Bias(W m
_2) RMSE(W m

_2) MAE(W m
_2) IOA a b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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