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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oil moistu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ests in hydrological respons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and surface and atmosphere. Estimation of Antecedent Wetness Conditions
(AWC) which is soil moisture condition prior to a rainfall in the basin should be considered for rainfall-
runoff prediction. In this study, Soil Wetness Index (SWI), Antecedent Precipitation Index (API5), remotely
sensed Soil Moisture (SMrs), and 5 days ground Soil Moisture (SMg5) were selected to estimate the AWC
at four study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emotely sensed soil moisture data were taken from the
AMSR-E soil moisture archive. The maximum potential retention (Sobs) was obtained from direct runoff
and rainfall using Soil Conservation Service-Curve Number (SCS-CN) method by rainfall data of 2011
for each study area. Results showed the great correlations between the maximum potential retention and
SWI with a mean correlation coefficient which is equal to -0.73. The results of time length representing
the time scale of soil moisture showed a gap from region to region. It was due to the differences of soil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udy area. Since the remotely sensed soil moisture has been proved as
reasonable hydrological variables to predict a wetness in the basin, it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Key Words : Antecedent wetness conditions, Remotely sensed soil moisture, Soil wetness index,

Maximum potential retention, AMSR-E, SCS-CN method

요약 : 토양수분의 시공간적 변동성은 유역의 수문학적인 반응과 지표 대기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관

심사로 특히, 강우유출 예측 시 유역의 강우사상에서 사전 토양수분 상태 즉, 선행습윤조건(antecedent

wetness conditions, AWC)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습윤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토양

습윤지수(SWI), 5일 선행강우지수(API5), 위성토양수분(SMrs), 5일 지점토양수분(SMg5)을 선정하여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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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우-유출모형 불확실성의 원인은 강우자료 입력,

매개변수추정 방법, 모형의 수학적 특성, 토양의 수분특

성, 토양의 종류 등 여러 요소들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

다. 또한 유역의 습윤상태 또는 함수상태에 따라 유출량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우의 유출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서 유역의 선행습윤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강우가 내리기 전 유역의 습윤조건은 유출분석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Aronica

and Candela, 2004; Brocca et al., 2008). 이를 위한 토양의

수분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출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

려운 점이 있어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수문순환 분석에 있어 해당 유역의 토양

수분특성을 초기조건으로 반영하고자 할 때 원격탐사

기법은 토양수분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Brocca et al., 2008; Wagner et al., 2013).

토양수분은 강우의 침투, 유출, 증발산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인자이며 수문순환 분석에서 강수와 함께 기

상, 지표, 지하수변화를나타내는중요한요소로써시공

간적 변동성에 대한 연구가 관측,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

어지고있다(Kostka et al., 2003; Choi et al., 2008). 또한이

를 파악하는 것은 수문 및 기후 모델링이나 예측의 정확

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Crow et al., 2005; Komma et al.,

2008).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토양수분 관측이 시작되

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중량법(Gravimetric Method), Time Domain Reflectometry

(TDR) 방법 등을 이용하여 지점에서 측정되는 현장관

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측정 방법은 토양수

분을 관측할 때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며, 관측 장비의 유

지관리 문제로 인해 많은 수의 관측지점에서 토양수분

의 결측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09).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미국, 유럽, 일본등에서

는 토양수분 관측에 원격탐사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지점에서 측정된 토양수분과 원격탐사

를 이용한 토양수분간의 자료 검증(Cho and Choi, 2014)

및 식생과의 영향분석(Hur et al., 2011)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 그 적용성이 검증된 바 있다. 원격탐사로 관측되는

토양수분의 정확도는 지형특징, 토지피복상태, 식생, 토

양종류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형적으

로 관측이 난해한 지역에서도 시공간적으로 비교적 안

정적인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을 통한 토양수분 관측은 동일한

관측 장비를 통해 넓은 지역에서 균질한 수준의 관측 값

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인 경향성 분포를 산정하

기 용이하다(Choi et al., 2009).

유역의 수문해석에 있어 강우량에서 침투량과 유효

우량을 분리하기 위해 많은 경험식이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 농무성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1954년에 개발된 Soil Conservation Service-

Curve Number(SCS-CN)법으로 토양의 종류, 토지이용

상태, 식생의 피복상태 및 선행토양함수조건(Antecedent

Soil Moisture Conditions, AMC)를 고려하여 유효우량을

산정할 수 있다. SCS-CN법에서는 강우사상이 발생하

기 전 해당유역의 토양수분특성인 선행습윤조건

(Antecedent Wetness Conditions, AWC)을 선행강우지수

(Antecedent Precipitation Index, API)인 선행 5일 강우로

나타내며, 누적된 강우량에 따라 AMC-I, AMC-II,

AMC-III의 3단계로 분류하여 누적된 강우량이 높을수

록 유출률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 방법은 농림지,

주거지 등에서 강우 발생 동안 일어나는 표면 유출을 추

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간단하지만 안정된 방법

이며 이해와 적용이 쉬워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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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점에 대한 선행수분조건을 파악하였다. 토양수분 자료는 AMSR-E로 관측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2011년의 강우사상을 선택하여 Soil Conservation Service-Curve Number (SCS-

CN)법과 강우량을 활용하여 직접유출고와 최대잠재보유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토양의 습윤상태를 나타내

는 4개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최대잠재보유량과 SWI가 평균 -0.73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또

한 토양수분의 시간적 변동성을 나타내는 time length를 산정한 결과 지역 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지역 및 토양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관측된 토양수분이 지표의 습윤상태를 예측하는데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Mishira and Singh, 2003). 그러나 보다 정량적이고 정

확한 토양수분 특성 정보를 얻기 위해서 누적된 사전강

우보다 강우사상 전 관측된 토양수분자료가 반영된

AWC가 필요하다.

Wagner et al.(1999)은ERS scatterometer로관측된토양

수분 자료를 이용하여 온난계절대의 우크라이나(연구

면적 603,700 km2)에서 깊은 지표의 토양습윤 상태를 추

정하였다. 토양층 깊이에 따른 시간적 척도(time length,

T)를 고려하여 지표에서 관측된 토양수분이 특정 토양

깊이까지부합할수있는방법인 Soil Wetness Index(SWI)

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0-20 cm, 0-100 cm의 토양층

깊이에서 최적화된 T가 각각 15일과 20일로 구해진 바

있다. Scipal et al.(2002)은 온대기후, 열대기후 지역 0-

100 cm 깊이의 토양수분 특성을 관측하기 위해 45,000

개 이상의 관측지점을 설치하여 보다 정확한 SWI를 산

정한 바 있다. Vischel et al.(2008)은 아프리카 남부(연구

면적 4,625 km2)에서 물리기반 수문모델인 TOPKAPI로

추정한 토양수분과 SWI를 비교하여 0.78에서 0.92의 높

은 상관계수를 가짐을 보였다. Brocca et al.(2009)은 원격

탐사 토양수분 자료를 이용하여 SWI, API, Base Flow

Index (BFI)를 AWC 지표로 나타냈으며, AWC가 관측된

최대잠재보유수량(Sobs)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

과 SWI가 Sobs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양

수분 관측결과를 적용하여 AWC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지표의 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

을 통하여 AWC를 산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SCS-CN법에서 유출률이 가장 높은 AMC-III조건

을 적용하여 AWC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역의 습윤

조건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인 분석 방

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수분문석의 불확실성 개선과 설

계안전을위한AWC 추정방법및방향이설정될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공간 분석이 가능한 위성

토양수분자료를 이용하여 수문순환 분석을 위한 중요

요소로서의 적용성 및 연구지역의 선행습윤상태를 분

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AWC 4개 지표를 선정하여

SCS-CN법으로 도출된 최대잠재보유수량과의 상관관

계 분석을 통해 AWC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지역 및 데이터

1) 연구지역 및 현장관측 토양수분 데이터

현 재 농 업 기 상 정 보 시 스 템 (Rural Development

Adiministration, RDA)에서는 한반도내 약 120개 지역에

대해 한 시간 간격으로 토양수분 값(%)을 관측, 제공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점토양수분

자료를수집하여AWC 지표중 5일지점토양수분(SMg5)

산정에 활용하였다. 토양수분 결측 값이 적고 자료의 분

포가 고르며 시가화지역이 6% 미만인 지역인 경기도 양

평군, 경상북도청송군, 전라남도장성군, 충청남도홍성

군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1). 양평군의 면적은

880 km2으로 산림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청송군

의 면적은 848 km2으로 역시 산림이 70% 이상이다. 장

성과 홍성의 면적은 각각 518.5 km2, 453 km2이며 농경

지 비율이 비교적 높고, 홍성의 경우 산림이 38.3%, 농경

지가 36.9%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

토양수분의 경우 추운 기간에 토양이 동결되어 부정

확한 토양수분 값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 1월, 11월, 12

월을 제외하였고, 강우사상별로 필요한 5일 이상의 강

Analysis of Regional Antecedent Wetness Conditions Using Remotely Sensed Soil Moisture and Point Scale Rainfal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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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우자료가 확보 가능했던 2월부터 9월까지를 연구기간

으로 하였다. 연구지역의 SCS-CN법의 유출곡선지수

(Curve Number, CN)를 산정하기 위해 환경부의 토지이

용도와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

상태와NRCS(The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수문학적토양그룹, 토성을조사하였다(Table 2). 여기서

돌, 자갈이 섞인 사질토인 Sandy clay loam이 양평 68%,

청송 75%, 장성 55%, 홍성 47%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Sandy loam, Sandy clay,

Loamy sand는 1.5%~20% 사이의 함량을 보였다.

2) AMSR-E 토양수분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AMSR-E는 2002년 5월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가 발사한

Aqua위성에 탑재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 6.9, 10.7,

18.7, 23.8, 36.5, 89.0 GHz 등 총 6개 주파수에서 밝기온

도(Brightness Temperature, Tb)를 측정하는 다중채널 마

이크로파 복사계이다(Comiso et al., 2003; Choi et al.,

2012). AMSR-E는 타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에 비해

다양한주파수와높은해상도의영상을제공하는장점

이 있어 많은 연구에 활용되었으나, 2011년 10월 4일

센서 고장으로 작동이 멈추었으며, 후속위성이 발사

되어 토양수분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AMSR-E 자료

는 대한민국표준시(Korea Standard Time, KST) 1:30 pm

(Ascending)과 1:30 am(Desending)에 측정하여 United

S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Vrije Universiteit

Amsterdam(VUA), NAS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AMSR-E를 통해

산정된토양수분자료는 6.9 GHz(C band)와 10.7 GHz(X

band)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토양수분 복원

알고리즘(Retrieval Algorithm)에 의해 지표면 토양수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Nioku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이 중VUA에서 제공하는KST 1:30 pm, C band AMSR-

E 토양수분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양수분 복원 알고리즘은 밝기 온도(Tb)를 식 (1)과

같이 계산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전도 알고리즘을 사용

한다(Njoku and Li, 1999; Njoku et al., 2003).

Tb = Ts(1 _ rp) exp(_ τ) + Tc(1 _ ωp)[1 _ exp(_ τ)][1 + rp exp(_ 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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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area

Area Latitude
(degree)

Longitude
(degree)

Area
(km2)

Mean
slope
(%)

Land Use (%)
Water-

shed Urban Bare
soil

Grass
land Forest Crop

land Field

Yangpyeong 37˚ 29 127˚ 29´ 880 15.8 2.99 3.91 1.16 1.54 72.42 10.98 7.0
Cheongsong 37˚ 22 129˚ 03´ 848 19.3 1.41 1.63 0.73 0.96 79.04 3.39 12.84
Jangseong 35˚ 18 126˚ 47´ 518.5 12.7 2.85 4.70 0.81 1.68 59.85 18.89 11.23
Hongseong 36˚ 35 126˚ 38´ 453 7.5 0.88 5.21 2.64 5.39 38.30 36.97 8.45

Table 2. Soil texture of the study area
Area Sandy clay loam (%) Sandy loam (%) Sandy clay (%) Loamy sand (%)

Yangpyeong 68.13 11.15 2.06 5.78
Cheongsong 75.11 2.61 1.72 19.3
Jangseong 55.46 7.15 5.75 9.74
Hongseong 47.86 29.62 14.64 0.45

Table 3. Statistical properties of soil moisture data from February 1 to September 30, 2011

Area
Ground-based soil moisture (RAD) AMSR-E (VUA-NASA)

Average Max. Min. Stdev. Average Max. Min. Stdev.
Yangpyeong 38.22 53.8 23.5 8.12 25.39 66.5 5.6 8.35
Cheongsong 27.80 35.6 16.5 4.6 25.45 51.1 9.8 6.64
Jangseong 30.26 42.1 21.9 5.47 21.71 40.2 26 5.05
Hongseong 35.28 45.9 11.8 7.45 37.75 89.6 13.44 9.86



여기서, Ts는 토양의 온도(Soil Temperature), rp는 지표

토양반사도(Soil reflectivity), τ는 식생불투명도(vegetation

opacity), wp는식생분산알베도(Vegetation Single Scattering

Albedo)이다. RDA와 AMSR-E에서 관측된 토양수분의

통계 결과인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를Table 3에

나타냈다. 양평의 경우 RDA 및 AMSR-E 토양수분의

평균차가 12.84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청송의 경우 2.35

로 가장 작은 평균차를 보였다. 최댓값과 최솟값의 경우

홍성과양평이가장큰차이를보였다. 반면, 표준편차에

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AWC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지점강우

량을 활용하여 5일 선행강우지수(API5)를 계산하였으

며, 위성토양수분 데이터를 통하여 위성토양수분(SMrs)

토양습윤지수(SWI), 지점토양수분으로 5일 지점토양수

분(SMg5)을 산정하였다. 또한, 실측자료로써 유역의 강

우량을 산정하기 위해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

템(http://www.wamis.go.kr)에서 제공하는 2011년 일평균

강우량(mm/day)자료를 이용하였다. 양평군 8개 강우관

측소(양동, 방일, 양평1, 양평2, 여주, 주암, 검천, 청운),

청송군 7개 강우관측소(부동, 진보2진안리, 현서, 도평,

부남, 청송, 진보2월전리), 장성군 3개 강우관측소(북이,

장성댐, 삼서), 홍성군 4개 강우관측소(홍성, 청양, 예산,

보령)의 지점강우자료로부터GIS모듈을 이용하여 티센

다각형법(Thiessen polygon method)으로 유역평균 강우

량(P)을 산정하여 강우사상을 조사하였다. 각 연구지역

의 AWC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강우사상 하루

또는 이틀 전 무강우에 해당하며, 강우강도가 10 mm/hr

보다큰경우에해당하는강우사상을선택하였다(Brocca

et al., 2009).

1) 토양습윤지수(SWI)

AMSR-E의C-band 마이크로파센서로관측된토양

수분은 지표토양수분으로 반영 가능한 깊이가 5 cm 미

만이다. 토양수분 함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5 cm 이하

보다 더 깊은 깊이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추정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단 물수지모델(two-layer

water balance model)을 적용하였다(Wagner et al., 1999).

지표층(surface layer, θ)과 깊이 ‘L’만큼 떨어진 저수지층

(reservoir layer, θsur) 사이에 있는 수분함량을 산정하기 위

한 변수인 T는 토양수분의 시간적 변동성을 나타낸다.

만약 T가 20일 경우 토양수분이 관측된 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의 토양수분 값이 SWI로 계산되며 이때, 측정 일

로부터 먼 날일수록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된 가중치가

반영된다. 즉, 토양수분의 시간 변동성이 SWI 산정에 반

영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깊이까지의 수분

함량까지 고려할 수 있다.

지표층과저수지층의수분함량은아래의물수지방정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 = C[θsur (t) _ θ(t)]                         (2)

여기서, t는 시간, L은 저수지층의 깊이, C는 pseudo-

확산계수이며 T = L/C로 둘 때 식 (2)의 해는 다음과

같다.

             θ(t) = ∫t
_ ∞ θsur (t’) exp (_ ) dt’              (3)

특정 측정일 전의 토양수분 관측 값(ms(t))을 통해 저

수지층의 수분함량을 설명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SWI를 구할 수 있다.

                  SWI(t) =                    (4)

여기서, ms, ti 와 SWI(t)는 각각 θsur(t), θ(t)와 유사성을

가지며, ti 는 ms, ti 의획득일이다. 특정일 t의 SWI는 t로부

터 과거 T일 동안 측정된 토양수분 값을 가까운 날짜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SWI는 관측된 당일의 값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측정값이 결과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표

토양수분양이 아닌 더 깊은 층의 수분함량을 반영되게

된다.

2) 최대잠재보유수량(Maximum Potential Retention, S)

유효우량은 총 강우량에서 직접유출에 기여하는 부

분으로 차단, 지면저류, 증발, 침투 등의 강우 손실분을

총강우량에서 빼줌으로서 산정할 수 있다. 강우량에서

침투량과 유효우량을 분리하기 위해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USDA에서 제안한 SCS-CN방법이

dθ
dt

t _ t’
T

1
T

Σ ms, ti exp (_ )
i i

Σ exp (_ )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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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_ t’
T

t _ t’
T



국내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강우사상에서 유효우

량은 총우량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며, 침투량은 최대잠

재보유수량(maximum potential retension, S)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최대잠재보유수량은 유출이 시작된 후 유

역에 저류된 추가적인 물의 양으로 가정되며 유역특성

에 따른 CN값과 함께 유효우량을 산정하는 변수로 사

용된다. 토양종류 및 토지이용상태가 일정하고, 강우사

상 간의 서로 다른 최대잠재보유수량이 AWC와 깊은 관

련이 있다는 가정 하에 최대잠재보유수량은 관측된 강

우와직접유출량(Direct runoff, Q)으로산정되며이를관

측된 최대잠재보유수량 ‘Sobs’로 정의한다. 먼저 S를 산정

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다.

                           S = _ 254                             (5)

이로부터Q를 계산할 수 있으며 P를 구하기 위해 티

센다각형법(Thiessen polygon method)을 사용한다.

                             Q =                               (6)

식 (6)을 S에 대해 정리하면 식 (7)이 되며 식 (6)으로

부터구한 직접유출량으로부터 관측된 최대잠재보유수

량, Sobs를 구할 수 있다.

 Sobs = (2λP _ λQ + Q _ λ2Q2 _ 2λQ2 + 4λPQ + Q2)   (7)

일반적으로 SCS-CN방법에서는 λ를 0.2로 제안하고

있다(Ponce and Hawkins, 1996).

4. 결과 및 토의

1) 선행습윤조건(AWC)과 관측된 최대잠재보유수량
(Sobs)과의 관계

연구지역별로 선택된 강우사상에 해당하는 P와 식

(6)로부터계산된Q를Table 4에나타내었다. 여기서 P와

Q는 산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AWC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출된 P 및 토지이용상태와

NRCS 수문학적 토양그룹으로부터 SCS-CN법을 통하

여 각 연구지역의 CN을 계산하였으며, CN 값은 각각

양평 64.15, 청송 62.97, 장성 66.32, 홍성 64로 나타났다.

연구지역들의 시가화 지역이 평균 5% 미만, 초지가 평

균 60% 이상으로 비교적 유사한 토지이용상태를 보이

고 있어 이러한 특징이 비슷한 CN 값이 산정된 데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Table 4에서 선택된 강우사상에 해당하는 토양수분

관측 값을 도시한 결과(Fig. 2) 강우사상별, 연구지역별

다른 토양수분 값이 나타났으나 계절적 패턴은 유사함

을 보여주고 있어 관측 값이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지역차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

수분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25,400
CN

(P _ 0.2S)2

P + 0.8S

1
2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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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in characteristics of selected rainfall-runoff events: Rainfall(P), Direct runoff(Q)
Yangpyeong Cheongsong Jangseong Hongseong

Date
(dd/mm/yy)

P
(mm)

Q
(mm)

Date
(dd/mm/yy)

P
(mm)

Q
(mm)

Date
(dd/mm/yy)

P
(mm)

Q
(mm)

Date
(dd/mm/yy)

P
(mm)

Q
(mm)

27/02/11 30.24 4.64 27/02/11 40.12 2.96 27/02/11 59.08 0.02 27/02/11 41.77 2.20
20/03/11 9.35 12.13 20/03/11 12.01 11.79 20/03/11 11.99 9.48 20/03/11 12.26 10.94
07/04/11 11.29 11.25 07/04/11 10.38 12.52 07/04/11 34.17 2.65 07/04/11 12.12 11.00
22/04/11 24.37 6.34 11/04/11 10.89 12.28 22/04/11 20.72 6.22 22/04/11 19.08 8.23
30/04/11 95.57 2.14 22/04/11 14.47 10.74 30/04/11 24.20 5.13 30/04/11 40.77 2.38
09/05/11 8.43 12.56 26/04/11 15.59 10.28 10/05/11 44.08 1.04 10/05/11 28.65 5.16
20/05/11 11.70 11.08 02/05/11 11.87 11.85 22/06/11 33.06 2.89 26/05/11 9.98 11.95
01/06/11 17.15 8.85 11/05/11 67.55 0.04 03/07/11 23.96 5.20 01/06/11 29.63 4.89
23/06/11 64.33 0.03 26/06/11 39.95 7.91 21/07/11 12.28 9.36 23/06/11 27.80 5.40
07/07/11 59.05 20.12 02/08/11 40.88 2.81 07/08/11 42.69 1.22 24/07/11 41.15 2.31
24/07/11 11.06 11.36 08/08/11 44.16 2.21 20/08/11 15.92 7.91 07/08/11 26.99 5.63
17/09/11 10.40 11.65 18/08/11 13.22 2.09 10/09/11 6.65 11.89 11/09/11 53.63 0.64
29/09/11 22.69 6.88 12/09/11 20.63 0.61 29/09/11 21.51 7.37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강우-유출, 홍수 예

측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Wagner et al., 2013).

Brocca et al.(2010)은 원격탐사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

로 SWI를 산정하여 뿌리층 토양수분을 정량적으로 나

타내 홍수예측모델 결과를 개선하였으며, Matgen et

al.(2012)은 연구지역의 토양수분 SWI를 하천 동역학 모

델의 변수로 입력하여 토양함수 상태를 반영함으로써

모델의 불확실성을 개선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관측

된 토양수분을 비교 검증해 보았을 때, 토양수분 자료로

부터 토양의 습윤 상태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토

양수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AWC의 지표인 API5, SMrs, SMg5, SWI와 Sobs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임을 확인하였다

(Table 5). Sobs는 유역의 평균토양수분 부족량을 나타내

므로 AWC와 Sobs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Brocca et al., 2009). 양평의 경우 SWI가 가장 높은

-0.75의 상관계수 r 을 보였으며, SMg5와의 상관계수는

-0.32로 나타났다. 청송 역시 SWI와 Sobs가 -0.74로 높

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신뢰도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장성과 홍성 역시 SWI와 Sobs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61, -0.81로 나타났고 홍성의 경우

신뢰도 95% 구간에서 유의함을 보였다. AWC 지표 중

SWI가 Sobs와 평균 -0.73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연구

지역의AWC를나타낼수있는가장적절한지표임을알

수 있다. 반면 5일 선행강우지수 API5의 경우 Sobs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유의성이 거의 없는 결과

를 보였으며, SMrs, SMg5지표 역시 거의 0에 가까운 상관

계수로 나타났다.

Brocca et al.(2009)은 이탈리아의 3개 연구지역 Tiber,

Assino, Niccone의AWC 지표와 Sobs와의상관관계를분석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SWI와 Sobs의 상관계

수는 평균 -0.9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또한 API와의 상관계수는 -0.34로 낮은 상관관계

를 보여 SWI 지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하여

AWC를 추정하는데 유용함을 제안하였다.

2) 선행습윤조건(AWC)과 토양수분지수(SWI)와의 관계

위의 결과로부터 연구지역의 AWC를 추정하기 위해

SWI 지표가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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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oral pattern of AMSR-E soil moisture for four measurement sites.

Table 5. Statistic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maximum potential retention and different indicators of antecedent wetness conditions

Area
Yangpyeong (T=15) Cheongsong (T=20) Jangseong (T=3) Hongseong (T=1)

r p-value r p-value r p-value r p-value
API5 0.05 0.88 0.11 0.73 0.16 0.63 0.08 0.78
SMr -0.01 0.97 -0.03 0.93 0.15 0.63 -0.19 0.53
SMg5 -0.32 0.29 -0.07 0.83 -0.05 0.88 0.36 0.23
SWI -0.75 0.08 -0.74 0.02* -0.61 0.11 -0.81 0.04*

* Indicates significance at the 0.05 probability level



SWI와 Sobs에서 산정된 상관계수와 T와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한 그래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SWI와 Sobs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T는 각각 양평 15일, 청송

20일, 장성 3일, 홍성은 1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Wagner et al.(1999)이 제시한 global scale인 T=20일과 유

사하거나 더 짧은 결과이며 이런 차이는 각 연구지역마

다 상이한 토양종류, 배수특성, 토지이용상태로 인한 침

투능 차이에 따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Brocca et

al.(2009) 역시 3개 연구지역별로 T가 다르게 나타났으

며 그 원인이 토양층의 두께, 지형 특징 등의 차이에 있

다고 제시하였다.

연구지역 토지이용상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지역 별 토양종류가 T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토양종류를

파악한결과NRCS 수문학적토양그룹중B에속하는토

양기호 ‘Fba’인 Sandy clay loam이 양평 68%, 청송 75%,

장성 55%, 홍성 47%으로 나타나 전체 토양 중 반 이상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ba는 돌, 자갈이 섞인 사

질토로 배수가 대체로 양호한 특징이 있어 토양의 배수

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 외 토양은 Sandy loam,

Sandy clay, Loamy sand는 1.5%~20% 사이의 함량을 보

였으며, 반면 홍성의 경우 Sandy loam 함량이 29.62%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성의 경우 Sandy clay loam, Sandy

loam이 총 76%로 배수능이 뛰어난 사질토의 함량이 높

아 T=1일로 가장 짧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T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초기

배수상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바탕으

로 연구지역별로 최적의 SWI를 산정하기 위해서 유역

의 토양종류, 배수정도가 AWC와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토양수

분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로 관측된 토양수분 값 및 지

점 강우자료를 활용, 연구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

여 선행습윤상태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API5, SMrs, SMg5, SWI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결과는 관

측된 최대잠재보유수량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유역의 평균토양수분 부족량을 나타내

는 Sobs와 AWC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표는 SWI로 나타났으며 연

구지역 별로 각각 양평 -0.75, 청송 -0.74, 장성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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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lation coefficient (r ), relationship between SWI index and the maximum potential retention, Sobs, for the four study area
for whe values of characteristic time length, T.



홍성 -0.81의 상관계수 값이 산출되었다. 또한 각 지역

별로 SWI가 Sobs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T는

양평 15일, 청송 20일, 장성 3일, 홍성 1일이였다. 연구지

역별 토양의 종류를 비교한 결과 NRCS 수문학적 토양

그룹 중 B에 속하는 돌과 자갈이 섞인 사질토의 함량이

높을수록T가 짧게 나타났고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T

를 기점으로 수렴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SWI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지역의

지형 특성 분석과 지속적인 토양수분 관측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AWC를 추정하기 위해 주로 선행강

우량이 고려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AWC 지표들이 국내에

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강우나

토양수분의 지점자료를 얻기 어려운 지역에서 원격탐사

토양수분 관측 값을 이용하여 현장측정의 한계점을 개

선하고, 유용한 수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이를통하여유역의수문순환분석시필요한토

양수분상태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와 정보를 제공함으로

서 예측의 불확실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추후AMSR-E 토양수분관측값외다른위성자료

를 추가하고 연구 지역 및 기간을 확대하여 한반도 전 지

역에 대한 보다 신뢰도 높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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