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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격탐사는 넓은 지역에 한 수문학  상태나 변화량을 측할 수 있는 시․공간 인 수문인

자나 변수들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표면 알베도, 식생정보  지표면 온도 분포 

등 유역의 수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수문 인자들의 공간 인 분포를 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자원의 공간 인 분포를 악하기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지표면 수문인자의 

시․공간 인 변화 특성을 분석하 다. 수문인자의 변화 분석을 해서 1995년도 강 상류의 보

청천 유역에 해서 획득된 5개의 Landsat TM 자료를 이용하 으며, COST 모델을 이용하여 

기보정을 수행하 다. 연구결과, 토양 에 포함된 수분의 양과 태양고도각의 변화에 따라 알베도가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andsat TM 자료로부터 추출된 지표면 온도와 기상 측을 통

해서 얻어진 기온도 사이의 차이가 2.5℃ 내지 3.86℃로 나타났다.

주요어: Landsat TM, 알베도, 식생지수, 지표면 온도

ABSTRACT

Remote sensing provides informations on the changes of the hydrological states and variables over 

with the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to monitor hydrological conditions and changes for large area. 

Especially, it can extract a spatial distribution of hydrological parameters such as surface albedo, 

vegetation informations, and surface temperature to effectively manage water resources of the 

watersh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 of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in surface 

hydrological parameters which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5 

Landsat TM data of 1995 which is collected for Bochong-chon watershed, located in the upper stream of 

Keum River, were used to estimate characteristics on the change of hydrological parameters and 

atmospheric correction was carried out using COST model. The study showed that the difference of the 

albedo by the land cover was very sensitive depending upon the change of sun elev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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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ount of water in the soil.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rface temperature analysis and the 

measured air temperature was from 2.5℃ to 3.86℃.

KEYWORDS: Landsat TM, Albedo, NDVI, Surface Temperature

FIGURE 1. Study area location map

서    론

1980년  이후 원격탐사 자료를 수자원 분

야에 용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원격탐사 자료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강수 측, 강설 지역 

분석, 수질 오염 감시  홍수 피해 지역 등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자원 련 정보

를 직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수자원 

모델링 분야에서 원격탐사 자료는 매우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모델링을 한 수문

인자나 수문모델의 입력자료를 시․공간 으

로 제공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수자원 분야에서 원격탐사 자료는 자료

(point data)보다는 공간자료(spatial data)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토양수분이나 강설, 수분 

함량과 같은 통 인 기법에 의해서 측하

기 어려운 수문인자들의 측이 가능하다는 

, 그리고 수문인자의 장기 측과 넓은 지역

에 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다(Engman, 1996).

한, 수문모형에 있어서 유역의 물리 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분산형 모형

(distributed model)에 한 연구가 최근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모형의 경우

에는 각 격자에 한 정확한 수문인자가 필요

하며, 격자에 한 알베도, 식생정보, 지표면 

온도  토양수분 등과 같은 수문인자를 원격

탐사 자료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ndsat TM 자료를 이용하

여 지표면 알베도, 식생지수  지표면 온도 등

과 같은 수문인자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1995년도 강 상류

에 치하고 있는 보청천 유역에 해서 획득

된 5개의 Landsat TM 자료(Path 115-Row 35 

Subscene B)를 이용하 으며, 정량 인 알베도 

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상자료만을 이용하

여 비교  쉽게 기효과를 보정할 수 있는 

COST 모델을 이용하여 Landsat TM 자료에 

한 기효과를 보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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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chart of data processing on Landsat TM

자료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Landsat TM 자료를 이용하

여 지표면 수문인자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

으며, 연구 상 지역은 강 상류의 보청천 유

역이다(그림 1). 본 연구에서 이용된 Landsat 

TM 자료는 Path 115-Row 35의 Subscene B

이며, 1995년 1월 11일, 4월 1일, 5월 3일, 10

월 10일  11월 27일에 획득된 5개 자료이다. 

그림 2는 Landsat TM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

면 수문인자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기 한 자

료 처리 흐름도를 나타낸다. 

1. Landsat TM 자료

Landsat 성은 1967년 미국 내무성

(Department of Interior)의 제안으로 1972년 

NASA에서 발사한 최 의 지구자원탐사 성

으로, 1999년 4월 17일 발사된 Landsat-7호까

지 7개가 발사되었다. 이 성은 발사 기 

ERTS-1호로 명명되었으며, 1975년 1월 22일 

ERTS-B가 발사된 이후 지 의 Landsat이라

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TM 센서는 Landsat-4호와 Landsat-5호에 

각각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가시  역

뿐만 아니라 근 외선  외선, 그리고 열

외선 역의 에 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를 탑재하고 있다. 한, MSS 센서보다 공간

해상도, 분 해상도, 시간해상도  방사해상

도 측면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Landsat TM 자료는 6개 밴드 자료가 

28.5m×28.5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밴드 6의 경우에는 120m×120m의 공간해상도

를 가지고 있다. TM 센서는 수역의 구분, 식

생의 종류, 식물이나 토양의 수분함량 분석 등 

수자원과 련된 많은 인자의 분석에 유용하

게 이용될 수 있다. 

2. 자료 획득  기하보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격탐사 자료는 1995년

도에 획득된 5개 Landsat TM 상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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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Azimuth

angle(
o)

Sun

elevation(
o)

Aquisition

time

Centered

coordinate

     Jan. 11 146 24 10:18:00 AM E127.719/N36.046

     Apr. 1 128 45 10:14:48 AM E127.723/N36.046

     May 3 117 55 10:13:26 AM E127.713/N36.045

     Oct. 10 138 39 10:05:56 AM E127.648/N36.055

     Nov. 27 147 26 10:05:50 AM E127.832/N36.033

TABLE 1. Landsat TM data used in this study

상류의 보청천 유역(Path 115-Row 35)에 해당

하는 Subscene B 자료이다(표 1). Landsat TM 

자료는 일본의 RESTEC(Remote Sensing 

Technology of Japan)에서 구입하 으며, 자료 

형태는 BIL(band interleaved by line)이다. 자

료 처리는 호주 ERM의 ER-Mapper를 이용하

으며, 기하보정은 1:25,000 지형도상에서 총 

30개의 지상기 을 설정하여 Affine 변환식에 

필요한 각각의 계수를 계산하 다. 계산과정에

서 RMS(root mean square) 오차가 0.3 화소

(pixel) 이상인 5개의 지상기 은 사용하지 않

았으며, 수치표고자료 등과 같은 GIS 자료와의 

통합을 해서 최근린 내삽법(nearest neighbor)

을 이용하여 30m로 재배열(resampling)하 다.  

3. 기보정 

Landsat TM 센서와 같은 제 3세  성은 

강설 수문학(snow hydrology), 증발산(ET)  

유출 등과 같은 수자원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량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는 원격탐사 자료의 

기보정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기보정은 

주로 복사 달모델(RTM; radiative transfer 

model)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복사 달모델 

에서 LOWTRAN(AFGL; Air Force Geophysical 

Lab.)과 MODTRAN이 가장 많이 이용된

다. 한, 단지 상 자료만을 이용하는 

DOSM(Chavez, 1988), Empirical Line법

(Switzer 등, 1981)  COST 모델(Chavez, 

1996) 등과 같은 방법이 있다. 

복사 달모델을 이용하여 기보정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많은 입력 자료가 요구되며, 특

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력 자료가 충분히 

획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상자료만을 이용하여 기보정을 

실시하는 COST 모델을 이용하여 기보정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지구 표면이 완 한 반사체

(Lambertian's body)라고 가정하고, 기에 의

한 경로 휘도 LP(λ)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
표면 반사도 RS(λ)는 다음과 같다.

RS(λ)= D⋅π⋅L 0(λ)
E sun(λ)⋅cosθ S  (1)

여기서, RS(λ)는 지표면 반사도, L0(λ)는 
지표면 방사휘도(mW-cm-2-sr-1-㎛-1), Esun(λ)는 
태양 복사에 지(mW-cm

-2
-㎛-1), θS는 태양 

천정각(deg), D는 지구와 태양사이의 거리

(AU)이다.

만약 상 내에 존재하는 물이나 그림자 

등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 방사휘도 LS(λ)*≡0
라고 가정한다면, L0(λ)*=LP(λ)가 성립된다. 
한, 주로 이러한 화소들에서 실제 반사도는 

0이다. 따라서, 경로휘도 LP(λ)는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Chavez, 1996).

Lp(λ)= {Lmax(λ)-Lmin(λ)}
255

×DN(λ)*
+Lmin(λ)-0.01(Esun(λ)⋅cosθ s⋅τa)/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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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d
 Date Band 1 Band 2 Band 3 Band 4 Band 5 Band 7

   Jan. 11 46.8 15.2 13.2 9.20 6.40 2.20

   Apr. 1 76.6 26.2 25.2 16.0 12.0 4.00

   May 3 79.3 29.5 27.0 19.2 16.8 6.00

   Oct. 10 77.0 28.8 27.0 23.4 12.6 2.80

   Nov. 27 45.3 14.8 12.3 6.50 5.50 2.30

TABLE 2. Dark-object values of each Landsat TM data

일반 으로 COST 모델에서는 상 내에 

존재하는 그림자나 맑은 물 등의 DN 값을 이

용하여 DN(λ)*을 선정하게 되며, 지표면에서 
센서까지 경로에 따르는 기의 투과율 τa는 
학두께 del과 태양 천정각 θS의 함수로 나
타낼 수 있지만, 태양 천정각은 학두께의 약 

2.7배 정도 큰 값을 가지고 있다. 태양 천정각

은 학두께보다 τa에 더 큰 향을 주게되므

로, Taylor 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τ
a= 1-θ 2

S/2!+θ 2
S/4!+ θ 2

S/6!  (3)

한편, (2)식에서 필요한 DN(λ)*을 Landsat 
TM 상내에서 선정하기 해서 상내에 

치하고 있는 수지나 그림자 등에서 각 날짜

에 해 획득된 상에서 10개씩 선정하 으

며, 선정된 DN 값을 이용하여 평균한 값을 

표 2에 나타내었다.

4. 수문인자 추출 

원격탐사 자료는 역 인 지역에 한 지

표면 정보를 주기 으로 제공해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로부터 수문인자의 정성  혹은 

정량  변화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지표수나 지하수  환경변화 측 등

에 필요한 토지피복 상태, 식생상태  열수지 

요소와 같은 인자들을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해서 필요한 지표면 알베도, 식생지수  지

표면 온도 등의 변화를 분석하 다.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정확한 알베도를 추

정하기 해서는 지표면의 분 반사도, 태양 

방사조도(irradiance)의 분 분포  장  등

이 고려되어야 한다. Landsat TM 자료의 경

우 휘도의 분 분포가 0.43～2.35㎛의 범 를 

가지게 된다. 기보정을 거친 상자료의 반

사도를 이용하여 알베도를 계산하기 해서는 

상체의 분  분포곡선을 여러 개의 동일한 

반사도를 가지는 세그먼트로 나 어야 한다. 

각 세그먼트는 세그먼트의 범  내에 포함되

는 밴드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지

표면이 식생면일 경우에는 식 (4)와 같이 나타

낼 수 있으며, 비식생면일 경우에는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Brest와 Goward, 1987). 

α =  0.526RS(TM 2)+ 0.362RS(TM 4)

     +0.112RS(TM 7) (4)

α =  0.526RS (TM 2)+ 0.474RS(TM 4)(5)

유역에 분포하는 식생에 한 정보는 유역

에서 발생하는 증발산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며, 특히 열수지 요소  지 열 도량과 

한 계가 있다(Kustas와 Daughtry, 1990). 

그러나 넓은 지역에 한 식생정보는 시․공

간 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 측을 통해

서 획득하기가 어려우며, 시간 으로나 경제

으로 매우 실성이 없다. 인공 성 자료에 의

한 식생 정보 추출은 Rouse 등(1973)에 의해 

밴드간 비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지 까지 Landsat TM, NOAA/AVH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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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등과 같은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

여 식생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en과 Cihlar, 1996; 

Larsson, 1993).

식생이 살아있는 경우 근 외선 역(NIR)

에서는 강한 반사도를 보이는 반면, 색 역

(RED)에서는 엽록소에 의해 반사도가 낮게 나

타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넓은 지역에 

한 식생 조사와 측, 그리고 변화 양상을 분

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규화 식생지수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가 일반 으로 이용된다.

NDVI=
NIR-RED
NIR+RED

(6)

한, Landsat TM에는 지표면 온도를 추출

할 수 있는 열 외선 역(10.4～12.5㎛)에 

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

으며, 자료 획득 당시 넓은 지역에 한 지표면 

온도를 분석할 수 있다. Landsat TM의 밴드 6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면 온도를 계산할 경우에

는 성에 탑재된 센서가 흑체(blackbody)와 

해있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다.

Landsat TM 자료의 밴드 6을 이용하여 지

표면 온도를 구하고자 할 경우, 측된 DN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방사휘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표면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Markham과 Becker, 1986).

TS=
K 2

ln (
K 1

L 0
(λ)+1)

(7)

여기서, TS는 지표면 온도(K), K1은 1차 

보정상수(60.776K), K2는 2차 보정상수

(1,260.56mW- cm-2-sr-1-㎛-1), L0(λ)은 계산된 
방사휘도(mW-cm-2-sr-1-㎛-1)이다.

결과  고찰

1. 알베도 변화

그림 3～그림 7은 알베도에 한 일별 공

간분포도를 각각 나타내는 데, 체 으로 토

지피복 형태와 계 에 따른 알베도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다. 한, 수지와 하천 등 수역

에서 알베도가 다른 토지피복 형태에 한 알

베도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1월 11일과 

11월 27일에 계산된 알베도가 4월 1일, 5월 3

일  10월 10일에 계산된 값보다 크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림 3은 1월 11일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으로, 앙부와 하단부에 치하고 있는 논과 

밭 등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산림지역

에서 경사방향에 따라 알베도 값의 차이가 많

이 나타나고 있다. 즉, 태양에 지의 입사가 

많은 남쪽방향의 경사를 가진 산림지역에서는 

높은 값을 나타내는 반면, 북쪽방향의 경사를 

가진 산림지역에서는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1월 27일(그림 7)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4월 1일(그림 4)과 5월 3일(그림 5)의 결과

에서는 토지 피복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

고 있지만, 수역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값들이 

나타나고 있어 다른 자료와 같은 양상을 보이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년  4월과 5월

에 식생의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클로

로필(chlorophyll)에 의해 0.45㎛내지 0.67㎛에 

포함되는 밴드 1과 밴드 3의 가시  역을 

매우 강하게 흡수하지만, 밴드2의 경우에는 매

우 높은 반사도를 가진다. 구름이 없는 경우에

는 태양 고도각의 변화에 따라 알베도가 격

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구름이 많은 경우

에는 거의 알베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Nunez 등, 1972). 따라서 4월 1일과 5월 3일

의 경우 태양 고도각이 각각 49.77o와 58.43o로, 

1월 11일과 11월 27의 26.92o와 26.45o에 격

히 증가하기 때문에 상 으로 알베도가 감

소하고 있다.

10월 10일(그림 6)의 경우에는 5월 3일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



An Analysis on the Changes of the Surface Hydrological Parameters using Landsat TM Data
―――――――――――――――――――――――――――――――――――――――――――――――――――――――――――――――――  
52

      FIGURE 3. Albedo map in Jan. 11          FIGURE 4. Albedo map in Apr. 1

     FIGURE 5. Albedo map in May 3            FIGURE 6. Albedo map in Oct. 10 

은 태양 고도각이 39.42
o로 감소하 지만, 원시 

자료에 구름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식생지역에서는 엽록소

에 의한 밴드 2의 반사도가 4월 1일과 5월 3

일과 비교하여 상 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림 4  그림 5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토양에서 알베도는 주로 토양 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함양에 따라 달라지게 되

며, 토양 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양이 증가

할 경우 토양의 반사도는 감소하게 된다

(Bowers와 Hanks, 1965). 따라서, 그림 4와 그

림 5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주로 논 지역에

서 알베도가 그림 3과 그림 7의 결과와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한, 토지피복별 알베도의 

차이가 4월 1일과 5월 3일의 경우에 작게 나

타나고 있는 데, 이는 토양 의 수분함양과 

태양 고도각이 증가함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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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aily variation of albedo for various land cover type

FIGURE 7. Albedo map in Nov. 27

그림 8은 알베도를 토지피복별로 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으로, 반 으로 1월 11일과 

11월 27일에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1월 11일과 11월 27일에 

태양 고도각이 상 으로 작고 토양 수분량

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논에서 나타

나고 있는 알베도 변화 양상을 보면, 4월 1일

에 0.108로 격히 감소하다가 11월 27일에는 

0.175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논에 개

를 한 물의 공 량의 변화에 따라 알베도가 

향을 받고 있다. 한, 식생 지역에서 계산

된 알베도와 수지나 하천 등을 포함한 수역

에서 알베도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식생지역에서는 경사방향에 따라 알

베도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물의 경우에는 거의 경사 방향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체

인 평균값에서는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식생지수 변화

기보정을 실시한 Landsat TM 자료로부

터 식생의 부존 상태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식생지수를 분석하여 그림 9～그림 13에 

각각 나타냈다. 그림 9는 1월 11일의 NDVI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식생지역에서 부분 

0.7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태양 

고도각이 작기 때문에 경사방향에 따라 다소 

작은 값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존재하고 있다. 

한, 논이나 밭등에서는 0.2내지 0.5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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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9. NDVI map in Jan. 11             FIGURE 10. NDVI map in Apr. 1  

  FIGURE 11. NDVI map in May 3              FIGURE 12. NDVI map in Oct. 10 

값을 보이고 있으며, 앙부의 보은읍이나 남

부에 치하고 있는 청성면 등 유역 내에 존

재하는 주거지역에서 식생의 도 차이에 의

해 산림지역보다는 다소 낮지만 수지나 하

천 등 수역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은 4월 1일의 NDVI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유역 내에 존재하는 수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물에서 근 외선 역의 

에 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북동쪽에 존재하는 

삼가 수지와 북서쪽에 존재하는 상궁 수

지 등에서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 

식생이 성장하는 계  향으로 밴드 2의 

반사도가 증가하는 반면, 밴드 3의 반사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체 으로 높은 NDVI 분포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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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NDVI map in Nov. 27

          
5월 3일의 NDVI 분포도(그림 11)를 보면, 

물과 식생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즉, 유

역 앙부에 치하고 있는 논에서는 매우 작

은 값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 로 산림지역

에서는 0.8이상의 높은 값들이 나타나고 있다. 

논 지역에서 값들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논에 작물을 재배하기 해 물의 공 이 이루

어져 근 외선 역에서 상 으로 작게 반

사하기 때문이다. 한, 산림지역에서 태양 고

도각의 증가로 인해 그림자에 의한 효과가 

게 나타나고 있어, 1월 11일의 결과에서 나타

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반 으로 비

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는 10월 10일의 결과를 나타낸 그

림으로, 하천과 주거지역에서 비슷한 값을 가

지고 있다. 10월은 계 으로 농작물을 수확

하는 시기이므로 가시  역 에서 밴드3의 

반사도가 논 지역에서 작아져 상 으로 높

은 NDVI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은 11월 27일의 결과를 보이고 있

으며, 1월 11일 결과(그림 9)와 유사한 NDVI  

분포를 보이고 있다. 태양 고도각이 감소함으

로써 그림자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식생의 활동도가 낮아져 앙부의 논 지역과 

산림지역에서 값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그림자에 의한 향을 받고 있는 

산림지역에서 수역과 비슷한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3. 지표면 온도 변화

열수지 요소를 분석하기 해 필요한 지표

면 온도를 추출하기 해서 (7) 식에 의해 지

표면 온도의 공간분포도를 그림 14～그림 18

과 같이 나타내었다. 반 으로 산림지역에서

는 낮은 지표면 온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논

과 밭  주거지역 등에서는 높은 값을 나타

내고 있다. 한, 태양 복사에 지가 경사면에 

따라 다르게 입사하기 때문에 경사방향에 따

른 지형  요소에 의해 온도분포가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5월 3일(그림 16)의 결과

에서는 태양 고도각의 증가로 인하여 경사방

향에 따른 효과가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물의 

방사율이 산림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유역 

앙부 치하고 있는 논 지역에서 상 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TABLE 3. Calculated surface temperature 

using Landsat TM band 6

Date Min(℃) Max(℃) Average(℃)

Jan. 11 -12.87 5.17 -3.32

Apr. 1 -1.22 17.82 8.66

May 3 0.00 28.00 16.58

Oct. 10 6.00 21.00 14.65

Nov. 27 -6.00 12.00 1.20

표 3은 유역내의 지표면 온도를 추출한 결

과를 요약한 표이다. 계산결과, 1월 11일의 경

우 평균 3.32℃, 4월 1일의 경우 평균 8.66℃, 

5월 3일에는 16.58℃, 10월 10일에는 14.65℃ 

 11월 27일에는 1.20℃로 나타났다. 한, 계

산된 온도의 최소값과 최 값의 차이가 5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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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4. Surface temperature map in Jan. 11    FIGURE 15. Surface temperature map in Apr. 1  

    

 FIGURE 16. Surface temperature map in May 3    FIGURE 17. Surface temperature map in Oct. 10  

일의 경우 약 28℃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0월 10일의 경우 약 15℃ 정도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지표면 온도와 풍속이 

높은 상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즉, 5월 3일의 경우 최  풍속이 

7.0m/sec, 평균 풍속이 3.1m/sec인 반면, 10월 

10일은 최 풍속이 2.7m/sec이고 평균 풍속이 

0.7m/sec로 매우 안정 인 기상 조건을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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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Difference between estimated surface temperature from Landsat TM and 
measured air temperature on the ground station

FIGURE 18. Surface temperature map in Nov. 27

그림 19는 보은 기상 측소에서 측정된 

기 온도와 Landsat TM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지표면 온도와의 계를 나타낸 그

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 

온도보다 지표면 온도에 다소 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

즉, 4월 1일에 약 3.86℃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11월 27일 약 2.5℃로 가

장 작게 추정되었다. 일반 으로 지표면 온도

와 기온도 사이의 차이는 동일한 식생조건

일 경우에는 약 2℃보다 작고, 식생이 산재되

어 있는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

이게 된다(Choudhury 등, 1986; Huband와 

Monteith,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지표면 온도와 실제 기상 측을 통해 획득된 

온도 차이가 2.5℃ 내지 3.86℃의 범 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Landsat TM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면 수문

인자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강 상류에 치

하고 있는 보청천 유역에 한 1995년도 5개

의 Landsat TM 자료를 분석하 다. Land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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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 인 지표면 수문인

자의 변화 분석을 해 상 자료만을 이용하

는 COST 모델에 의해 기보정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표면 수문인자는 알

베도, 식생지수  지표면 온도 등이다.

분석결과, 태양 고도각의 증가로 인해 식생

이 성장하는 4월과 5월의 식생의 알베도 값이 

1월과 11월에 비해 상 으로 작게 나타났으

며, 토양 에 포함된 수분의 양에 따라 알베

도가 토지피복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알베도의 변화는 태양 고도각의 

증가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며, 산림지역에서 

나타난 그림자에 의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 

알베도의 변화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표면 온도와 기온도의 차이가 4월 1일

에 3.8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1월 27일

에 2.5℃로 가장 작게 계산되었다. 기상 측을 

통해서 얻어진 기온도와 Landsat TM 자료

의 밴드 6을 이용하여 분석한 지표면 온도사

이에 약 2.5℃내지 3.86℃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기보정을 실시하지 않은 자료로

부터 계산된 지표면 온도를 이용하여 열수지 

요소를 계산하기 해서 필요한 지표면 온도

의 정량  추출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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