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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미국 NASA에서 개발한 LIS(Land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

역의 수문인자를 산출하여 토양수분 및 증발산량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LIS를 이용한 수문

인자 산출을 위해 사용된 지표면 모형은 Noah-MP(Noah-MultiParameterization)이며, 수문기

상 자료는 MERRA2(Modern-Era Retrospective 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Version 2)를 적용하였다. Land Cover 및 국내 기상자료 적용에 따른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IGBP(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UMD(University of Maryland) 

Land Cover를 적용하였고, 기상관측자료는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자료를 사용하였다. 산출된 자료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토양수분 및 증

발산량을 대상으로 지상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상관계수(CC, Correlation Coefficient), 편의

(BIAS), 효율계수(NSE, Nash-Sutcliffe Efficiency)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IGBP를 적용한 토

양수분의 상관계수는 평균 0.56, 증발산량은 평균 0.71로 나타났고, UMD를 적용한 토양수분은 

평균 0.68, 증발산량은 평균 0.72이며, UMD를 적용한 결과의 상관계수가 높게 평가되었다. 수문

기상 자료로 MERRA2를 사용하였을 경우 토양수분의 상관계수는 평균 0.68, 증발산량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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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로 나타났고, ASOS를 적용한 토양수분은 평균 0.66, 증발산량은 평균 0.72이며, ASOS를 

적용한 결과 상관계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기상자료를 적용할 경우 상관계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지점 자료의 격자화를 진행할 때 MERRA2와 동일한 공간해상도

인 0.65°× 0.5°로 격자화하여 지역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발생 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LIS, Noah-MP, 토양수분, 증발산량, ASOS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accuracy of soil moisture and evapotranspiration by 

calculating the hydrological parameters in Korean peninsula using Land Information 

System(LIS) developed by US NASA. We used Noah-MP surface model to calculate 

hydrological parameters, and used MERRA2(Modern-Era Retrospective 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Version 2) for hydrological forcing data. And,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IGBP) and University of Maryland(UMD) land cover maps 

were applied to compare the output accuracy, and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ASOS) of KMA was used as ground observation data. In order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output data, the correlation coefficient(CC),  BIAS, and efficiency factor 

(NSE, Nash-Sutcliffe Efficiency) were analyzed with soil moisture and evapotranspiration

by ASOS ground observation data. As a resul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soil 

moisture using IGBP was 0.56 on average, and evapotranspiration was about 0.71. On 

the other hand, soil moisture using UMD was 0.68 on average and evapotranspiration 

was about 0.72,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y UMD was evaluated as high accuracy 

compared to the results by using IGBP.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soil moisture was 

an average of 0.68 and evapotranspiration was an average of 0.72 when MERRA2 was 

used as hydrological forcing data. On the other hand, the soil moisture applied with 

ASOS was an average of 0.66, and evapotranspiration was an average of 0.72. It is 

judged that the ASOS point data was reanalyzed as 0.65°× 0.5°grids, which is the 

same spatial resolution with MERRA2, resulting in differences in accuracy depending on 

the region.

KEYWORDS : LIS, Noah-MP, Soil Moisture, Evapotranspiration, ASOS

서  론

전 지구적으로 1880년에서 2012년 사이에 

평균기온이 0.65℃에서 1.06℃ 상승하였으며, 

향후 100년간 약 1.4℃에서 5.8℃ 상승할 것으

로 예측되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한반도가 

위치한 중위도 지역은 평균 강수량이 증가할 가

능성과 극한 강수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었다(Pachauri et al., 

2014). 지구온난화로 인해 물의 순환 과정이 

촉진되고 지속성 강수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 집

중호우로 인한 유출량과 증발산량이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Cho, 2015). 지구온난화로 인

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홍

수, 가뭄 등의 수재해로 인해 재산 및 인명피해

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MOIS, 2018).

이러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중호우

로 인한 침수 범위 예측, 토양수분 및 증발산량 

등의 수문인자를 활용한 가뭄 분석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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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수재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이 필수적

이다. 하지만 강수량의 경우 지점 관측소, 대형 

레이더 등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관측하고 있

지만, 토양수분 및 증발산량 등의 수문인자를 

관측할 수 있는 지점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

라서 전국적인 수문인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격탐사 또는 수문 모델을 통한 값을 얻는 방

법이 필수불가결한 방법이다. 원격탐사를 활용

하면 물의 순환에 필요한 수문인자를 직·간접

적으로 관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으며, 주로 강

수, 유출, 토양수분, 증발산량, 지표면 온도, 단

파장 및 장파장의 복사에너지 등이 산출 가능하

다(Chae et al., 2004).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수문인자 또는 물의 순

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지표면 모델(LSM, 

Land Surface Model)이 사용된다. LSM은 토

양, 식생, 적설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통해 물, 

에너지, 식생의 거동을 예측하는 모델로써 입력

자료로는 지표면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초기 

매개변수(토지, 토양, 지형, 식생 등)와 강우, 온

도 등의 기상입력자료, 토양의 상태변수(토양수

분 및 증발산 등), 플럭스(잠열, 현열, 지열 등)

를 나타내는 경계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모의를 

통해 상태변수, 플럭스, 유출량 등 다양한 수문

인자를 산출한다(Lee, 2017).

대표적인 LSM은 Noah LSM, VIC(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 LSM, CLM(Community 

Land Model)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VIC 

LSM을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유출

량 산출(Son, 2010), 한반도의 토양수분 모의

(Cho et al., 2017), 소양강댐 유역의 토양수분

을 모의(Lee, 2017)하였으며, Noah LSM을 통

해 해남과 광릉을 대상으로 지표 플럭스를 산출

하였다(Jang, 2015). 또한, Noah-MP(Noah- 

MultiParameterization) LSM을 이용하여 해남 

플럭스 관측소 인근의 증발산량을 모의(Kim et 

al., 2013)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LSM을 활용한 수문인자 관

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VIC 

LSM을 활용하여 전지구적 범위, 미국 서부지역, 

중국 전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수

분, 증발산량, 유출량을 모의하였다(Nijssen et 

al., 2001; Sheffield et al., 2006; Hamlet et 

al., 2007; Wang et al., 2011). 또한, Noah, 

Noah-MP LSM을 이용하여 Mississippi 

River, Little Washita River를 대상으로 토양

수분, 증발산량, 지표 및 지하수 유출량, 수자원 

변화량, 잠열 플럭스 등을 모의하는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Rosero et al., 2011; Cai 

et al., 2014). 미국 NASA에서는 Noah, Noah 

-MP, VIC LSM 및 Routing 모델과 DA(Data 

Assimilation)를 결합하여 프레임워크 형태의 

LIS(Land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다양한 모델에 따른 수문인자를 전지구적, 미국,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수문인자를 산출한

다. 지역별로 산출되는 LIS는 각각 GLDAS 

(Global Land Data Assimilation System) 

0.25°, NLDAS(North American Land Data 

Assimilation System) 0.1°, FLDAS(FEWS 

NET(Famine Early Warning Systems 

Network) Land Data Assimilation System) 

0.1°의 명칭과 공간해상도의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Kumar et al., 2006; Peters-Lidard et 

al., 2007; Kumar et al., 2012; Lawston, 

2017; McNally et al., 2017; Arsenault. K.R 

et al., 2018).

따라서, 다양한 LSM을 활용할 수 있는 LIS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역의 수문인자(27종)를 0.01°

(약 1㎞)의 공간해상도로 산출하여 토양수분 및 증

발산량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사용한 LSM

은 Noah-MP이며, 정확도 평가를 위해 토양수분 

지상관측자료(13개 지점)와 증발산량 지상관측자료

(5개 지점)를 이용하였고, IGBP(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와 UMD 

(University of Maryland) Land Cover를 적

용하여 정확도가 높은 Land Cover를 선택하였

다. 또한, 국내 기상자료 적용에 따른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자

료를 적용하여 산출된 토양수분 및 증발산량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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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S modes of operation (Source : NASA, https://lis.gsfc.nasa.gov)

연구범위 및 방법

1. 적용 모델 - LIS

본 연구에서는 물의 순환 과정 분석에 필요한 

수문인자를 산출하기 위해 미국 NASA에서 개

발한 LIS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대상으로 수문

인자를 산출하였다. LIS는 지표면 상태 및 플럭

스 필드를 최적의 조건으로 생성하기 위해 위성 

및 지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고

급 모델링 기술의 통합을 목적으로 개발된 고성

능의 수문 모델과 DA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

임워크이다(그림 1). 

LIS는 LDT(Land surface Data Toolkit), 

LIS Core(Land Information System Core), 

LVT(Land surface Verification Toolkit)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LDT는 지표 매개변수 

처리, 지리 공간 변환, 일관성 검사, DA 전처리 

등 LIS Core에서 사용되는 초기자료를 일관된 

자료 형태로 변환한다. LIS Core는 LDT에서 

변환된 자료와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수문기상

자료 등을 이용하여 LSM 및 DA를 수행하고, 

최적화 및 불확실성 추정 알고리즘 적용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LVT는 지상관측자료, 원격관

측자료, 수문모델 및 재분석 결과 등의 자료와 

비교하여 LIS에 대한 검증과 벤치마킹 기능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본 연구에서는 

LIS의 기능 중 LDT와 LIS Core를 이용하여 

2016년도의 한반도 전역의 수문인자를 분석하

였다(그림 2).

LIS에서 산출 가능한 인자는 Energy 

Balance, Water Balance, Surface/Subsurface 

State, Evaporation, Hydrologic, Cold 

Season, Carbon, Routing, Lake 등 18개로 분

류되며 총 234종의 인자를 산출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Noah-MP LSM과 MERRA2를 이

용하여 산출 가능한 27종의 인자를 산출하였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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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ame

Energy Balance

Net Shortwave Radiation (W/㎡)
Net Longwave Radiation (W/㎡)

Latent Heat Flux (W/㎡)
Sensible Heat Flux (W/㎡)
Ground Heat Flux (W/㎡)

Water Balance

Snowfall Rate (Kg/㎡S)
Rainfall Rate (Kg/㎡S)

Total Precipitation Rate (Kg/㎡S)
Total Evapotranspiration (Kg/㎡S)

Surface Runoff (Kg/㎡S)
Subsurface Runoff (Kg/㎡S)

Snowmelt (Kg/㎡S)

Cold Season 
Snow Cover (-)
Snow Depth (M)

Surface State 

Vegetation Canopy Temperature (K)
Average Surface Temperature (K)
Surface Radiative Temperature (K)

Surface Albedo (-)
Snow Water Equivalent (Kg/㎡)

Subsurface State
Average Layer Soil Moisture (Kg/㎡)
Average Layer Soil Temperature (K)

Evaporation 

Interception Evaporation (Kg/㎡S)
Vegetation Transpiration (Kg/㎡S)
Bare Soil Evaporation (Kg/㎡S)

Total Canopy Water Storage (Kg/㎡)
Snow Sublimation (Kg/㎡S)

Hydrologic Terrestrial Water Storage (Mm)

TABLE 1. Hydrological parameters that can be calculated using Noah-MP and MERRA2

FIGURE 2. LIS setting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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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Noah and Noah-MP LSM

(Source : Barlage et al., 2014, https://slideplayer.com/slide/6380287/)

2. Noah-MP LSM

Noah-MP LSM은 Noah LSM을 기반으로 여

러 물리 과정들이 개선되어 개발된 모델이다. 

Noah LSM은 기후 예측을 위해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ASA 등 여러 그룹에서 개발되

었다. Noah-MP LMS은 다중 물리 옵션을 사

용하여 특정 매개변수 체계를 격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 약 4,584개의 조합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NCEP GFS(Global Forecasting System)

및 CFS(Climate Forecasting System)과 결합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날씨 

예보를 개선할 수 있다.

Noah LSM은 한 종류의 지표면 온도만 변수

로 사용하지만, Noah-MP LSM은 다양한 지표

면 온도 및 캐노피를 변수로 사용하는 특징(그

림 3)을 가지고 있다. Noah LSM의 토양수분은 

Clapp and Hornberger(1978)가 제시한 토양

수분함량 및 수리전도도 공식(식 1-3)을 사용

하고 있으며, 증발산량은 Penman-Monteith 

공식(식 4)을 사용한다(Cai et al., 2014; Lee, 

2018).













     (1)


 



                      (2)

 
 



             (3)

 


   (4)

여기서, 는 토양수분 함량(㎤/㎤), z는 토양 

깊이(㎝), 는 토양수분확산, 는 비포

화 토양의 수리전도도(㎝/d), 는 비포화된 토

양의 잠재력(-㎝), 는 포화된 토양의 잠재

력(-㎝), 는 공극의 크기 분포를 나타내는 곡

선 맞춤 변수, 는 포화된 토양의 토양수분

(㎤/㎤), 는 포화된 토양의 수리전도도(㎝

/d)이고, 는 잠재 증발산량(㎜/day), 는 

온도에서의 포화 증기압, 은 복사량(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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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양의 열 유동량(W/㎡), 는 공기의 비

열 용량(J/kgK), 는 공기의 포화 증기압

(kPa), 는 공기의 실제 증기압(kPa), 는 건

조 공기 밀도(kg/㎥), , 는 현열 및 수증기

에 대한 저항력(s/m)이다.

Noah-MP LSM을 사용하면 증발산량이 음

의 값이 산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Penman-Monteith 공식을 사용할 때 LSM에

서 물이 없는 조건이거나 순복사량이 음의 값으

로 입력되었을 때 음의 값이 나오며, CRAE 모

델에 Penman-Monteith 공식을 사용할 때 상

수를 더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하였다(Xu 

et al., 2005).

3. 대상지역 현황 및 자료구축

대상 지역인 한반도는 미국, 아프리카 등의 

지형적 특성과 다르게 광활한 평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산악지형이 대부분이다(그림 4). 또

한, 하천의 유량은 매우 불규칙하며 1년 중 7월

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인 강수로 인해 범람 되

는 하천이 많으며, 갈수기에는 하상을 거의 노

출하는 하천들이 많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0.01°의 공간해상도로 수문인자를 산출하였다. 

LSM에 사용하기 위해 지형자료와 수문기상자료

를 구축하였으며, 지형자료는 Land Cover 

(IGBP, UMD), Soil Texture, Elevation 등 9가

지 종류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수문기상자료는 

NASA에서 원격탐사와 지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한 MERRA2(Modern-Era Retrospective

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Version 2)와 기상청에서 관측하여 제공하는 

종관기상관측(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자료를 사용하였다(표 2). 

지점자료인 ASOS를 LIS에 적용하기 위해서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를 사용하

여 MERRA2 공간해상도(0.65°× 0.5°)로 격

자화하였고, 강우량(mm/hr), 기온(℃), 습도

(%), 풍속(m/s), 풍향(deg), 기압(hPa) 등의 

자료를 MERRA2 대신 내삽하여 수문인자를 산

출하였다. 

FIGURE 4. Topographic features of study area 

and korean peninsula

  

Input List Data Set

Land Cover UMD, IGBP

Land Mask MODIS Native

Soil Texture STATSGO/FAO

Elevtion SRTM

Albedo NESDIS/NOAA

Snow Albedo NESDIS/NOAA

Greenness NESDIS/NOAA

Slope type NESDIS/NOAA

Bottom Temperature ISLSCP1

Hydrological MERRA2, ASOS

TABLE 2. Topographic data and 

hydrological forcing data used 

in this study

4. 정확도 평가 방법

LIS를 통해 산출된 토양수분과 증발산량의 정

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관계수(CC, Correlation

Coefficient), 편의(BIAS), 효율계수(NSE, Nash

-Sutcliffe Efficiency)를 이용하였다. CC는 식 

5와 같이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

내는 계수이며 –1≤CC≤1 의 값을 가진다. CC

가 0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 CC가 0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 CC가 0일때는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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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of IGBP and UMD evapotranspiration

없다고 본다. BIAS는 식 6과 같이 산출된 값의 

과대, 과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이며 1보다 크

면 산출값이 과대 산출된 것이며 1보다 작으면 

과소 산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NSE

는 식 7과 같이 관측값과 산출된 값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하는 계수로 0보다 작으면 산출

된 값이 나쁘거나 관측값의 일관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0보다 크면 산출된 값이 관측값의 평

균을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것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결

과로 판단할 수 있다.

R=





 








 







 








    (5)

BIAS = 


 






 




                      (6)

NSE = 


 







 






             (7)

여기서, 는 번째 관측값, 는 관측값의 

평균값, 는 산출된 자료의 번째 값, 는 산

출된 자료의 평균값, 은 자료의 개수이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지형자료 중 IGBP, UMD의 

Land Cover를 이용하여 산출된 수문인자 중 

토양수분과 증발산량을 대상으로 지상관측자료

와 비교하였다. 또한, MERRA2와 ASOS 수문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기상자료를 적용했을 

때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1. IGBP 및 UMD Land Cover별 정확도 평가

LSM의 지형입력자료 중 하나인 Land Cover

는 지표면의 상태를 물로 덮인 지역, 산림지역, 

도심지 등으로 분류하여 제작된 지도이며 IGBP

는 16개, UMD는 14개로 분류된다. 그림 5와 

표 3은 Land Cover별로 산출된 수문인자 중 

증발산량과 지상관측자료를 비교한 결과이다. 

지상관측자료와 정확도가 높은 자료는 표에 굵

은 글씨와 밑줄을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설마천

의 경우 CC는 IGBP가 지상관측자료와 근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UMD보다 과대산출 

되는 경향이 있고 NSE도 UMD의 효율이 더 높

게 나타났다. 청미천, 덕유산, 무안의 경우 근소

한 차이로 UMD의 결과값이 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용담의 경우 설마천과는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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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CC BIAS NSE

IGBP UMD IGBP UMD IGBP UMD

Seolmacheon 0.83 0.78 1.31 1.05 0.48 0.60

Cheongmicheon 0.79 0.79 1.21 1.20 0.35 0.36

Deogyusan 0.65 0.66 2.07 2.07 -2.89 -2.84

Yongdam 0.57 0.63 1.62 1.81 -1.22 -1.72

Muan 0.73 0.73 1.17 1.16 0.48 0.49

TABLE 3. Verification of evapotranspiration 

by land cover using CC, BIAS, 

and NSE

그림 6과 표 4는 Land Cover별로 산출된 

수문인자 중 토양수분과 지상관측자료를 비교한 

결과이다. 설마천, 철원, 진주, 보성군의 경우 

IGBP를 적용한 토양수분이 UMD를 적용한 토

양수분보다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미천, 부

귀, 서산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UMD의 결과값

이 IGBP보다 높게 나왔고, 순천의 경우 IGBP

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천천, 수원, 전주, 

청주, 서귀포의 경우 UMD를 적용한 토양수분

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원, 전주, 

청주, 서귀포의 경우 CC가 약 두 배정도 높게 

평가되었다.

UMD와 IGBP Land Cover 중 UMD Land 

Cover를 사용하였을 때 증발산량과 토양수분의 

산출값이 지상관측자료와 높은 정확도로 산출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MERRA2 및 ASOS 수문기상자료별 정확도 

평가

그림 7과 표 5는 MERRA2와 ASOS를 사용

하여 산출한 수문인자 중 증발산량과 지상관측

자료를 비교한 결과이다. 설마천, 청미천, 무안

의 경우 ASOS를 적용한 증발산량이 MERRA2

를 적용한 증발산량보다 지상관측자료와 근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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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IGBP and UMD soil moisu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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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tinued

게 나타났다. 덕유산, 용담의 경우 MERRA2가 

CC가 높지만 BIAS, NSE는 ASOS를 적용한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

그림 8과 표 6은 MERRA2와 ASOS를 사용

하여 산출한 수문인자 중 토양수분과 지상관측

자료를 비교한 결과이다. 설마천의 경우 ASOS

를 적용하여 산출한 토양수분과 지상관측자료간

의 상관성이 많이 낮아졌다. 천천, 부귀, 순천, 

진주, 전주, 서귀포, 보령군의 경우도 ASOS를 

적용하면 지상관측자료와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청미천, 철원, 수원, 청주, 서

산의 경우 ASOS를 적용하여 산출한 토양수분

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상관측자료인 ASOS를 적용하여 산출

한 증발산량과 토양수분은 지점에 따라 정확도

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A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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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CC BIAS NSE

MERRA2 ASOS MERRA2 UMD MERRA2 UMD

Seolmacheon 0.78 0.79 1.05 1.01 0.60 0.62

Cheongmicheon 0.79 0.79 1.20 1.06 0.36 0.52

Deogyusan 0.66 0.64 2.07 1.80 -2.84 -1.75

Yongdam 0.63 0.59 1.81 1.52 -1.72 -0.83

Muan 0.73 0.77 1.16 1.10 0.49 0.57

Point
CC BIAS NSE

IGBP UMD IGBP UMD IGBP UMD

Seolmacheon 0.52 0.46 2.90 3.05 -23.47 -27.60

Cheongmicheon 0.57 0.57 1.06 1.06 0.07 0.07

Cheoncheon 0.61 0.79 1.06 1.2 0.17 -0.25

Bugwi 0.62 0.62 1.70 1.70 -26.44 -26.01

Cheorwon 0.74 0.68 1.91 1.96 -8.92 -10.11

Suwon 0.39 0.74 2.66 2.49 -19.46 -15.34

Suncheon 0.62 0.62 3.69 3.80 -24.85 -26.95

Jinju 0.61 0.59 2.05 2.11 -18.97 -21.14

Jeonju 0.35 0.70 1.26 1.30 -0.44 -0.30

Cheongju 0.38 0.79 1.22 1.23 -0.32 0.05

Seosan 0.71 0.71 2.06 2.06 -9.72 -9.72

Seogwipo 0.31 0.74 1.27 1.41 -1.91 -3.84

Boseong-gun 0.89 0.88 1.11 1.15 0.51 0.30

TABLE 4. Verification of soil moisutre by land cover using CC, BIAS, and NSE

TABLE 5. Verification of evapotranspiration by hydrological forcing data using CC, BIAS, 

and NSE

Point
CC BIAS NSE

MERRA2 ASOS MERRA2 UMD MERRA2 UMD
Seolmacheon 0.46 0.33 3.05 3.41 -27.60 -38.80

Cheongmicheon 0.57 0.69 1.06 0.99 0.07 0.45
Cheoncheon 0.79 0.76 1.20 1.08 -0.25 0.34

Bugwi 0.62 0.59 1.70 1.56 -26.01 -16.76
Cheorwon 0.68 0.69 1.96 1.81 -10.11 -6.89

Suwon 0.74 0.76 2.49 2.16 -15.34 -9.05
Suncheon 0.62 0.60 3.80 3.43 -26.95 -20.15
Jinju 0.59 0.58 2.11 1.91 -21.14 -14.13
Jeonju 0.70 0.61 1.30 1.37 -0.30 -0.74
Cheongju 0.79 0.81 1.23 1.14 0.05 0.38
Seosan 0.71 0.71 2.06 1.91 -9.72 -7.00
Seogwipo 0.74 0.66 1.41 0.33 -3.84 -11.65
Boseong-gun 0.88 0.84 1.15 1.04 0.30 0.53

TABLE 6. Verification of soil moisutre by hydrological forcing data using CC, BIAS, and NSE

를 격자화 할 때 MERRA2에 맞는 공간해상도

(0.65°×0.5°)로 격자화해서 정확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LIS를 한반도에 적용할 때 

IGBP, UMD Land Cover에 따른 정확도를 평가

하였다. 2016년도에 관측된 토양수분 및 증발산

량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IGBP를 이용한 토양

수분의 CC는 평균 0.56(0.31~0.89), BIA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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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 of MERRA2 and ASOS evapotranspiration

평균 1.84(1.06~3.69), NSE는 평균 –10.29 

(-26.44~0.51), 증발산량의 CC는 평균 0.71 

(0.57~0.83), BIAS는 평균 1.48(1.17~2.07), 

NSE는 평균 –0.56(-2.89~0.48)이고, UMD를 

이용한 토양수분의 CC는 평균 0.68(0.46~0.88), 

BIAS는 평균 1.89(1.06~3.8), NSE는 평균 –

10.83(-27.6~0.3), 증발산량의 CC는 평균 

0.72(0.63~0.79), BIAS는 평균 1.46(1.05~2.07), 

NSE는 평균 –0.62(-2.84~0.6)로 나타났다. 

두 개의 Land Cover를 적용하였을 때 지역에 

따라 정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

로 UMD를 적용할 경우의 정확도가 높게 평가

되었다. 특히 CC가 수원, 전주, 청주, 서귀포의 

경우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Land 

Cover에 따라 충분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지구 범위를 대상으로 제작



Calculation of Soil Moisture and Evapo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sing NASA LIS(Land Information System)96

Seolmacheon Cheongmicheon

Cheoncheon Bugwi

Cheorwon Suwon

Suncheon Jinju

FIGURE 8. Comparison of MERRA2 and ASOS soil moisu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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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ntinued

된 Land Cover가 아닌 한반도를 대상으로 제

작된 고해상도의 Land Cover를 적용할 경우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수문인자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 기상자료를 적용할 경우의 정확도

를 평가하기 위해 MERRA2 수문기상자료 외 

ASOS의 강우량(㎜/hr), 기온(℃), 습도(%), 풍

속(m/s), 풍향(deg) 기압(hPa) 자료를 내삽하

였다. MERRA2를 이용한 결과는 UMD Land 

Cover를 이용한 결과와 같으며, ASOS를 이용

한 토양수분의 경우 CC는 평균 0.66(0.33~ 

0.84), BIAS는 평균 1.7(0.33~3.43), NSE는 

평균 –9.5(-38.8~0.53), 증발산량의 CC는 평

균 0.72(0.59~0.79), BIAS는 평균 1.3(1.01~ 

1.8), NSE는 평균 –0.17(-1.75~0.62)로 나타

났다. ASOS를 적용하였을 경우 정확도가 낮아

지는 현상은 지점 자료를 격자화 할 때 

MERRA2와 동일한 공간해상도인 0.65°× 

0.5°로 격자화하여 지상관측 자료의 이점을 충

분히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에 

따라 정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진 수문기상자료를 구축할 경우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LSM의 매개변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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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를 하지 않고 Land Cover, 수문기상자료

(강우량, 기온, 습도, 풍속, 풍향, 기압)만 적용

하여도 지역에 따라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면, 매개변수 최적화 및 입력자료를 한반도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면 산출되는 수문인자의 

정확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 NASA에서 개발한 LIS

를 사용하여 한반도 지역의 수문인자(27종)를 

산출하였다. LSM은 Noah-MP LSM을 사용하

였고 Land Cover별 정확도 평가를 위해 UMD, 

IGBP Land Cover를 이용하여 정확도가 높은 

Land Cover를 적용하였으며, 국내 기상자료를 

적용하기 위해 ASOS를 사용하여 한반도 지역 

특성에 맞는 수문인자를 산출하여 토양수분과 

증발산량을 대상으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UMD, IGBP Land Cover를 적용한 결

과, 대체적으로 UMD를 적용한 토양수분 및 증

발산량의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수원, 전주, 청주, 서귀포의 경우 IGBP

를 적용한 결과보다 UMD를 적용한 결과값의 

CC가 2배가량 높았다. 

둘째, 국내 지상관측자료인 ASOS를 내삽하여 

산출한 결과, 지역에 따라 토양수분 및 증발산량 

정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수문인

자의 공간해상도는 0.01°이지만 내삽을 위해 격

자화된 ASOS의 공간해상도는 MERRA2와 동일

한 0.65°×0.5°로 적용하여 지역에 따라 정

확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LSM의 매개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입

력자료 중 지형자료(Land Cover), 수문기상자

료(강우량, 기온, 습도, 풍속, 기압)만 적용하여

도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면, 한반도 특

성에 맞는 Land Cover와 고해상도의 수문기상

자료를 적용하면 수문인자의 정확도는 매우 높

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 NASA에서 개발한 LIS

를 한반도에 적용하여 산출한 수문인자룰 물의 

순환 과정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물의 순환 

과정을 분석하여 수재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수문인자가 필요하며,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해 한반도 특성에 맞는 매개변수 

최적화, 입력자료 구축, DA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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