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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o select the incoming solar radiation equation which is most suitable for the estimation of Penman 
evaporation, 12 incoming solar radiation equations were selected. The Penman evaporation rates were estimated using 
12 selected incoming solar radiation equations, and the estimated Penman evaporation rates were compared with measured 
pan evaporation rates. The monthly average daily meteorological data measured from 17 meteorological stations (춘천, 
강능, 서울, 인천, 수원,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대구, 전주, 광주, 부산, 목포, 제주, 진주) were used for this study.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estimated evaporation rates, mean absolute bias error(MABE), root mean square error(RMSE), 
mean percentage error(MPE) and Nash-Sutcliffe equation were applied.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o estimate pan 
evaporation using Penman evaporation equation, incoming solar radiation equation using meteorological data such as 
precipitation, minimum air temperature, sunshine duration, possible duration of sunshine, and extraterrestrial radiation are 
most suitable for 11 study stations out of 17 study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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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입사태양복사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유지시키는데 필수

적인 재생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증발량 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상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다른 기상자

료와 비교하여 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신뢰성 있는 입사태

양복사량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료획득이 

용이한 다른 기상 및 지리지형적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

으로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발량 산정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적절한 입사태양복사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으

며, 증발량 산정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로 Angstrőm 

(1924)과 Prescott(1940)에 의해서 제안된 입사태양복사

식이나 혹은 Prescott(1940)에 의해서 제안된 입사태양복

사식에서 매개변수를 보정한 식(Allen 등, 1998)이 적용되

고 있다.

과거 수행된 연구결과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입사태양복

사량 산정을 위하여 Prescott(1940)은 Angstrőm(1924)에 

의해서 제안된 식에서 청명한 하늘에서의 입사태양복사량 

대신에 보다 계산이 편리한 대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

복사량을 사용하여, 입사태양복사량과 대기권내에 도달하

는 입사태양복사량의 비와 일조시간과 가조시간의 비 사이

의 1차 선형회귀식을 제안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각 지역

에 적용하기 위하여 Prescott(1940)에 의해서 제안된 입사

태양복사식의 매개변수를 보정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Page, 1961; Rietveld, 1978; Benson 등, 1984; Abdalla

와 Feregh, 1988; Allen 등, 1998; Tiris, 1997; Chen 등, 

2004; Augustine와 Nnabuchi, 2009; Liu 등, 2009). 

Prescott(1940)에 의해서 제안된 1차 선형회귀식 대신에 

입사태양복사량과 대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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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y locations and data period. 

Study location (No.) Lat. (N) Long. (E) Elev. (m) Data period
Chuncheon (1) 37°54' 127°44' 76.8 1970-2009
Gangneung (2) 37°45' 128°54' 25.9 1970-2007
Seoul (3) 37°34' 126°58' 86.0 1955-2009
Incheon (4) 37°28' 126°38' 68.9 1955-2009
Suwon (5) 37°16' 126°59' 33.6 1970-2009
Seosan (6) 36°46' 126°30' 25.9 1970-2009
Cheongju (7) 36°38' 127°27' 57.4 1970-2009
Daejeon (8) 36°22' 127°22' 68.3 1970-2009
Chupungnyeong (9) 36°13' 128°00' 242.5 1955-1990
Pohang (10) 36°02' 129°23' 1.9 1970-2009
Daegu (11) 35°53' 128°37' 57.6 1955-1990
Jeonju (12) 35°49' 127°09' 53.5 1955-2009
Gwangju (13) 35°10' 126°54' 70.5 1955-1990
Busan (14) 35°06' 129°02' 69.2 1955-2009
Mokpo (15) 34°49' 126°23' 37.9 1970-2009
Jeju (16) 33°31' 126°32' 20.0 1955-2009
Jinju (17) 35°12' 128°07 21.3 1970-2009

비와 일조시간과 가조시간의 비 사이의 2차 회귀식이 제안

된 바 있으며(Ogelman 등, 1984; Almorox와 Hontoria, 

2004; Ahmad와 Ulfat , 2004), 또한 일부 연구자들에 의

해서 3차 회귀식도 제안되었다(Zabara, 1986; Bahel 등, 

1987; Ertekin와 Yaldiz, 2000; Zhou 등, 2005).

Angstrőm(1924)에 의해서 제안된 식과 같이 입사태양

복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조시간 이외에 다른 기

상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리 지형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상학적 요소들 중에는 기온, 운량, 상대습도, 강수

량 등이 포함되고, 지리 지형적 요소로서 고도, 위도 그리고 

경도 등이 포함된다(Sabziparvar와 Shetace, 2007).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Reddy, 1974; Bristow와 Campbell, 1984; 

Supit와 Kappel, 1998; Gopinathan, 1988; Ehnberg와 Bollen, 

2005; Chen 등, 2004; Ehmberg와 Bollen, 2005; Zhou 등. 

2005)에 의해서 입사태양복사량과 대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량의 비와 이들 기상요소들과의 상관식이 유

도되거나 혹은 기상요소들과 지리지형요소를 동시에 고려

한 상관식이 유도된 바 있다.

과거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각 지역조건에 적합하게 

입사태양복사식을 보정하는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

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Iziomon와 

Mayer, 2002; Pohlert, 2004; Almorox와 Hontoria, 2004).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발량 산정에 필요한 적절한 입사

태양복사량 산정식이 검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Penman 증발량 산정에 적절한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식

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표된 입사태양복사식들이 

Penman 증발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검토 하였으며, 

증발접시 증발량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Penman 증발식을 

이용한 증발접시 증발량 산정을 위한 최적의 입사태양복사

식을 선정하였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우

리나라 전국에 위치한 17개 기상관측지점의 기상자료를 이

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기상자료는 월평균 일자료로

서, 강수량, 증발접시 증발량, 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조

시간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관측관리하는 월

평균 일 수문･기상자료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

적을 위하여 17개 전체 기상관측지점에서 일별 자료를 적

용하는 경우 분석대상 수문기상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월

평균 일자료를 이용하였다. 17개 기상관측지점의 지리적 

위치 및 자료기간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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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nman 증발식

Penman 증발식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수표

면에서 발생되는 순복사에너지와 증발표면 위의 공기움직

임에 의한 증발효과를 고려하여 물리적 이론에 근거한 증

발식을 제안하였다(Penman 1948).

 ∆ 
∆   

(1)

     (2)

    (3)

  

 



   (4)

      

 

   
  (5)

   ×
  (6)

여기서, 는 Penman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증발량

(mm/day), 은 순방사(mm/day)이고 Allen 등(1998)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은 순방사(MJ 

/m
2
/day), 는 순단파복사량(MJ/m

2
/day), 은 순장

파복사량(MJ/m
2
/day), 는 입사태양복사량(MJ/m

2
/day), 

는 수표면 태양복사에너지 반사율, 는 맑은 날 지구표

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에너지(MJ/m
2
/day), 는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방사열량(MJ/m
2
/day), 는 해수

면으로부터의 지반고(m), 는 Stefan-Boltzmann 상수, 


 는 24시간 동안 최대 절대온도, 

 는 24시간 

동안 최소 절대온도. 는 포화증기압과 온도곡선의 기울

기(mb/℃), 는 건습계 상수(mb/℃). 여기서 는 증발접

시 내부에서의 열저류항으로써 일평균이나 월평균 일 자료

를 사용하는 경우 무시할 수 있다(Linacre, 1993; Valiantzas, 

2006).

       (7)

여기서 는 지상 2 m 높이에서 풍속(m/s), 는 포화증

기압(mb), 는 실제증기압(mb),   는 대기의 포

화증기압 부족량(mb), 는 건조력(drying power)항 

(mm/day)이다. 본 연구에서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는 방사

열량 ()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 식(8)을 적용하였다 

(Allen 등. 1998).

 
×

      

       (8)

여기서,   = 일사상수   (Duffie와 Beckman, 

1991)

  =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 

    
 

  = 일몰시간 각,       (rad)

 = 관측지점의 위도  (rad)

 = 태양의 편위    

   (rad)

 = 율리우스일 (Julian day)

2.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식 검토

입사태양복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조시간 이외

에 다른 기상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리 지형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상학적 요소들 중에는 기온, 운량, 상대

습도, 강수량 등이 포함되고, 지리 지형적 요소로서 고도, 

위도 그리고 경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입사태양복사량과 대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

복사량의 비와 이들 기상요소들과의 상관식이 유도되거나 

혹은 기상요소들과 지리지형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상관식

이 유도된 바 있다 (Table 2). 

가. 일조시간을 이용한 식

일조시간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회귀식이 입사태양복사

량 산정을 위한 식으로 제안되었다.   

S1 식 :

Angstrőm(1924)은 일조시간()과 가조시간( ) 그리

고 청명한 하늘 조건의 입사태양복사량()을 이용하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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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coming solar radiation equations.

Data required Equations Input data Incoming solar radiation equations

Sunshine
duration

S1  , ,  






S2  , ,  






S3  , ,  







 


S4  , ,  




 
 



 


Temperature T
 , 





∆

∆ 
TemperatureSuns
hine
duration

TS
 , 
 , 





 

 




Precipitation, 
Sunshine
duration

PS ,  , ,  







 
 


Precipitation, 
Temperature, 
Sunshine
duration

PTS
, 
 , ,  





 

 
 


Relative
humidity H ,  

Relative
humidity, 
Temperature

HT
,  ,
 ,

  ∆ 

Elevation,
Sunshine
duration

AS
, 
,  










 


Latitude,
Elevation,
Sunshine
duration

LAS
, 
 , ,  


 




 


*=incoming solar radiation (MJ/m2/day), =sunshine duration, =possible sunshine duration, =daily maximum temperature
(℃), =daily minimum temperature(℃),  = monthly average precipitation (mm),  = monthly average relative humidity (％), 
 = differenc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   = elevation of syudy statioin (km),  = latitude of study 
station (rad)

사태양복사량( )을 산정하는 식(9)를 제안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청명한 하늘 조건의 입사태양복사량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Prescott (1940)은 식(9)를 변형하여  

대신에 대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량()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다음 식(10)과  같은 Angstrőm- Prescott식

을 제안하였다. 식(10)은 단지 와 과의 단순상

관 관계를 이용하여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는 편리함이 

있으나, 지역특성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계수 와 를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len 등 

(1998)에 의해서 제안된 계수 =0.25와 =0.5를 적용하였

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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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입사태양복사량(MJ/m
2
/day)이다.

S2 식 :

Rietveld (1978)는 전 세계 42개 지역에서 관측된 자료

를 이용하여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는 식을 제안한 바 

있다. Rietveld는 식(10)의 계수 와 를 다음과 같이 나타

냈으며,

   
 

   
 

따라서 식(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S3 식 :

Ogelman 등 (1984)은 입사태양복사량의 비(H/Ho)와 

일조시간과 가조시간의 비(n/N) 사이의 2차 회귀식(12)를 

제안한 바 있다.




  


 

 


(12)

따라서 식(10)의 계수 와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14)

S4 식 :

Bahel 등 (1987)은 기후조건과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된 전 세계 48개 지역의 일조시간과 입사태양복사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사태양복사량의 비(H/Ho)와 일조시간과 가조시

간의 비(n/N) 사이의 3차 회귀식 (15)를 제안한 바 있다. 




  

  
 


 
 


 15)

나. 기온을 이용한 식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는 연구지역의 운량과 관계

가 있다. 따라서, 청명한 하늘의 경우 하루 중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반면에 구름이 낀 날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는 입사태

양복사량을 결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 연

구자들에 의해서 기온을 이용한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식이 

제안되었다.  

T 식 :

Bristow와 Campbell (1984)은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차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16)을 제안하였다.




    ∆   (16)

∆      

        

여기서 는 일 최고기온(℃)이고, 는 일 최저기

온(℃)이며, 는 율리우스일(Julian day)이다.

다. 기온, 일조시간을 이용한 식

TS 식 :

Chen 등 (2004)은 Hargreaves 등 (1985)에 의해서 제안

된 입사태양복사식에서 입사태양복사량의 비()와 

  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Hargreaves 등 (1985)이 제안한 식을 수정한 다음 식 

(17)과 같은 새로운 입사태양복사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17)

 

여기서 는 일 최고기온(℃)이고, 는 일 최저기

온(℃)이다.

라. 강수량, 일조시간을 이용한 식

PS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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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svert 등 (1990)은 캐나다에 위치한 6개 지점에서 강

수량( )과 일조시간과 가조시간의 비( )를 입사태양

복사량의 비()와 상관시켜 다음 식(18)과 같은 입사

태양복사량 산정식을 제안한 바 있다. 




  


  

 
  

 


(18)

여기서 는 월평균 일 강수량(mm)이다.

마. 강수량, 기온, 일조시간을 이용한 식

PTS 식 :

Boisvert 등 (1990)은 캐나다에 위치한 6개 지점에서 강

수량과 기온 그리고 일조시간과 가조시간의 비를 입사태양

복사량의 비()와 상관시켜 다음 식(19)과 같은 입사

태양복사량 산정식을 제안한 바 있다.




  


 

  
   

 


19)

여기서 는 일 최저기온(℃)이고, 는 월평균 일 강수

량(mm)이다.

바. 상대습도를 이용한 식

H 식 :

Elagib 등 (1998)은 바레인에서 관측된 상대습도( )

와 대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량자료()를 입사

태양복사량( )과 상관시켜 다음 식(20)과 같은 입사태양

복사량 산정식을 제안한 바 있다.

                          

     (20)

여기서 는 입사태양복사량(MJ/m
2
/day)이고, 는 월

평균 일상대습도(％)이고, 는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방사열량(MJ/m
2
/day)이다.

사. 상대습도, 기온을 이용한 식

HT 식 :

Elagib 등 (1998)은 바레인에 관측된 상대습도( )와 

월평균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 그리고 대기권

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량()을 입사태양복사량( )

과 상관시켜 다음 식(21)과 같은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식을 

제안한 바 있다.

    ∆  (21)

여기서 는 입사태양복사량(MJ/m
2
/day)이고, 는 월

평균 일상대습도(％)이고, 는 월평균 일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의 차(℃), 는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방

사열량(MJ/m
2
/day)이다.

아. 고도, 일조시간을 이용한 식

AS 식 :

Gopinathan (1998)는 고도와 일조시간 자료를 이용하

여 Angstrőm-Prescott식의 계수 와 를 다음과 같이 제

안하였으며, 입사태양복사량의 비()와 상관시켜 다

음 식(22)와 같은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식을 제안한 바 

있다.

     


    





    




      

 

 


(22)

여기서 는 입사태양복사량 (MJ/m
2
/day)이고, 는 관

측지점의 고도(km)이고, 는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

양방사열량(MJ/m
2
/day)이다.

자. 위도, 고도, 일조시간을 이용한 식

LAS 식 :

Zhou 등 (2005)은 위도, 고도, 일조시간과 가조시간의 

비( )를 입사태양복사량의 비()와 상관시켜 다

음 식(23)과 같은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식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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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기서 =4.2510, =4.1878, =0.0437, =10.5774, 

=11.4512, =0.0832, =12.7247, =13.0994 그리고 

=0.10이다. 는 입사태양복사량 (MJ/m
2
/day)이고, 

는 관측지점의 고도(km)이고, 는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

는 태양방사열량(MJ/m
2
/day) 그리고 는 관측지점의 위

도(rad)이다.

3. 산정된 증발량의 신뢰도를 검증

관측된 증발접시 증발량을 이용하여 산정된 Penman 증

발량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절대편향오차(Mean 

Absolute Error, MABE), 제곱평균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평균백분위오차(Mean Percentage Error, 

MPE), Nash-Sutcliffe 지수를 산정하였다. 

가. 평균절대편향오차(MABE)

식(24)에서 보여주는 평균절대편향오차(MABE)는 장기

간에 걸쳐서 산정된 결과값의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MABE값이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식

으로서, MABE값이 0에 가까울수록 본 연구에서 산정된 

Penman 증발량이 증발접시 증발량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24)

여기서 는 Penman 식으로 산정된 번째 월의 증발

량을 나타내고,  는 관측된 번째 월의 증발접시 증발

량을 나타내며, 은 총 검증자료의 수이다.

나. 제곱평균오차(RMSE)

식(25)에서 보여주는 제곱평균오차(RMSE)는 산정된 값

과 관측된 값 사이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에 산정된 계산값의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적합하다. 하지

만 산정된 값과 계산된 값이 어느 일정기간에 급격하게 커

지는 경우 RMSE값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RMSE값이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식으로서 산정식의 오

차는 적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RMSE값이 0에 가까울

수록 본 연구에서 산정된 Penman 증발량이 증발접시 증발

량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25)

여기서 는 Penman식으로 산정된 번째 월의 증발량

을 나타내고,  는 관측된 번째 월의 증발접시 증발량

을 나타내며, 은 총 검증자료의 수이다.

다. 평균백분위오차(MPE)

식(26)은 평균백분위오차(MPE)를 보여준다. 양의 MPE

는 산정값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의미하고, 음의 MPE는 

산정값이 과소 산정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MPE값이 0

에 가까울수록 본 연구에서 산정된 Penman 증발량이 증발

접시 증발량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 (26)

여기서 는 Penman식으로 산정된 번째 월의 증발량

을 나타내고,  는 관측된 번째 월의 증발접시 증발량

을 나타내며, 은 총 검증자료의 수이다.

라. Nash-Sutcliffe 지수

Nash-Sutcliffe 식(1970)은 산정식의 신뢰도를 검증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다음 식(27)과 같이 나타

낸다.

  






 





 



  


(27)

여기서 는 Penman식으로 산정된 번째 월의 증발량

을 나타내고,  는 관측된 번째 월의 증발접시 증발량

을 나타내며, 

 는 전체 검증기간 동안 관측된 자료의 

평균값이고, 은 총 검증자료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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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h-Sutcliffe 지수는 -∞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

며, 지수값 1은 관측값과 모형으로부터 산정된 값이 완전하

게 일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Nash-Sutcliffe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본 연구에서 산정된 Penman 증발량이 증발접

시 증발량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한편 지수값 0은 모형으로

부터 산정된 값이 관측자료의 평균값과 같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수값이 0보다 작은 것은 잔차분산(식(27)의 분자

항)이 관측값의 분산(식(27)의 분모)보다 큰 것을 나타

낸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검토된 12개의 입사태양복사식들을 적용

하여 Penman 증발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Penman 증발

량과 관측된 증발접시 증발량을 비교하여 Penman 증발량 

산정을 위한 최적의 입사태양복사식을 선정하였다. 산정된 

증발량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증발접시 증발량과 

Penman 증발식으로부터 산정된 증발량의 평균값을 비교

하였다. 

1. 증발량 산정값과 관측값 평균 비교

Table 3은 입사태양복사식에 따른 증발량 산정값과 관

측값의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음영으

로 처리된 진한 이텔릭체 숫자는 각 연구지역별로 증발접

시 증발량과 가장 근사한 Penman 증발량 산정결과를 보여

준다. 대부분의 지역(춘천, 강릉, 서울, 수원, 청주, 대전, 

포항, 대구, 전주, 광주, 진주)에서 PTS식이 증발접시 증발

량과 가장 근사한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TS

식은 강수량과 일 최저기온, 일조시간, 가조시간 그리고 대

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사

태양복사량을 구한다 (식(19)). 

인천, 서산, 추풍령, 목포지역의 경우 HT식이 증발접시 

증발량과 가장 근사한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HT식은 상대

습도와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 그리고 대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사태양복사

량을 산정하는 식이다 (식(21)). 부산, 제주지역의 경우 T식

이 가장 근사한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T식은 일 최고기온

과 최저기온 차 그리고 대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

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사태양복사량을 구한다 (식(16)). 

PS식의 경우 강수량과 일조시간과 가조시간( )의 비

를 입사태양복사량의 비()와 상관시켜 유도한 식으

로 일 최저기온을 추가하여 유도된 PTS식보다는 더 큰 증

발량을 산정하였다 (식(18)). 또한 17개 전 지역에서 일조시

간과 가조시간비를 입사태양복사량의 비()와 상관

시켜 유도한 S2식보다도 더 큰 증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증발접시 증발량과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증발접시 증발량 산정을 위해서 강수량 자료를 추가하여 

적용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S식의 경우 T식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T식에 필요

한 기상자료에 일조시간과 가조시간의 비(n/N) 사이의 관

계를 추가하여 유도된 식으로서 대부분의 기상관측지점에

서 PTS식 다음으로 증발접시 중발량과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식(17)). 따라서 부산과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강수량

자료가 없는 경우 PTS식을 대체하여 TS식을 적용할 경우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H식의 경우 상대습도에서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방사열량을 뺀 값을 이용하여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며 (식(20)), H식에서 추가로 기

온차를 뺀 값을 이용하여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는 HT

식보다는 더 큰 증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시간과 가조시간을 이용하여 증발량을 산정하는 경

우 S4식이 17개 모든 관측지점에서 가장 큰 증발량값을 

보이고 있다. S4식은 입사태양복사량의 비(H/Ho)와 일조

시간과 가조시간의 비(n/N) 사이의 관계를 3차회귀식으로 

나타내어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한다 (식(15)). S4식의 경

우 입사태양복사량비와 일조시간과 가조시간비( ) 사

이의 관계를 1차 선형관계로 나타낸 S1, S2식이나 2차회귀

식으로 나타내어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는 S3식보다도 

증발접시 증발량과 비교하여 더 큰 증발량값을 나타내었

다. 입사태양복사량비와 일조시간과 가조시간 사이의 관계

를 1차 선형관계로 나타낸 S1, S2식과 2차회귀식으로 나타

내어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는 S3식을 비교할 때, 두 다

른 방법이 증발량 산정에 있어서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17개 연구지역에서 일조시

간과 가조시간을 이용하여 증발접시 증발량을 산정하는 경

우 다차원 회귀식을 이용한 입사태양복사량식을 적용하는 

것은 증발접시 증발량 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차를 이용한 T식의 

경우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자료만을 이용하여 입사태양

복사량을 계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조시간과 가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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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measured and estimated yearly average daily evaporation (unit, mm/day).

Study
location Pan S1 S2 S3 S4 T TS PS PTS H HT AS LAS

Chuncheon
(1) 2.846 3.240 3.177 3.215 3.602 3.632 3.135 3.219 3.064 3.273 3.235 3.162 1.223

Gangneung
(2) 3.351 3.704 3.626 3.671 4.002 3.754 3.556 3.687 3.507 4.036 3.844 3.620 1.783

Seoul
(3) 3.021 3.513 3.434 3.479 3.826 3.641 3.371 3.488 3.303 3.774 3.624 3.437 1.543

Incheon
(4) 3.167 3.656 3.609 3.636 4.083 3.379 3.479 3.641 3.457 3.585 3.373 3.589 1.569

Suwon
(5) 3.008 3.353 3.294 3.328 3.740 3.546 3.221 3.333 3.161 3.367 3.264 3.277 1.309

Seosan
(6) 2.928 3.376 3.317 3.350 3.773 3.546 3.240 3.359 3.190 3.258 3.058 3.299 1.373

Cheongju
(7) 2.957 3.497 3.437 3.472 3.889 3.790 3.375 3.478 3.300 3.619 3.548 3.418 1.515

Daejeon
(8) 2.910 3.517 3.458 3.493 3.923 3.775 3.388 3.492 3.312 3.582 3.495 3.438 1.564

Chupungnyeong
(9) 3.591 3.669 3.618 3.648 4.095 3.900 3.540 3.653 3.492 3.667 3.586 3.610 1.761

Pohang
(10) 3.468 3.887 3.816 3.858 4.246 3.897 3.727 3.879 3.675 4.124 3.948 3.797 2.067

Daegu
(11) 3.659 3.998 3.949 3.978 4.449 4.252 3.869 3.991 3.798 4.176 4.099 3.925 2.113

Jeonju
(12) 2.920 3.410 3.339 3.382 3.786 3.716 3.282 3.391 3.198 3.439 3.342 3.324 1.587

Gwangju
(13) 3.344 3.631 3.580 3.609 4.091 3.763 3.483 3.609 3.412 3.505 3.378 3.555 1.839

Busan
(14) 3.318 4.208 4.150 4.183 4.637 3.812 4.005 4.177 3.962 4.292 4.040 4.133 2.488

Mokpo
(15) 3.116 3.933 3.871 3.908 4.358 3.781 3.752 3.926 3.711 3.792 3.578 3.847 2.196

Jeju
(16) 3.548 4.064 3.994 4.035 4.476 3.633 3.846 4.049 3.813 4.049 3.750 3.972 2.187

Jinju
(17) 3.040 3.518 3.449 3.489 3.906 3.869 3.396 3.485 3.306 3.538 3.486 3.431 1.814

*Shaded number in bold italic indicates the most suitable equation for evaporation estimation in each study station.

을 이용한 S식과 비교하여 보다 큰 증발량을 산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식(16)). 

AS식은 고도와 일조시간, 가조시간을 이용한 식으로 일

조시간과 가조시간을 이용한 S1, S2, S3, S4식보다 증발접

시 증발량의 평균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서, 고도를 추가 

입력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

다. LAS식은 위도, 고도, 일조시간 자료를 입사태양복사량

의 비와 상관시켜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는 식으로서 

(식(23)), 단지 고도와 일조시간만을 이용한 AS식보다 상

당히 적은 증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기상자료만을 이용한 식보다도 크게 적은 증발접시 증발량

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도를 이용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발접시 증발량 산정에 효과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2. 증발량 산정식 신뢰도 검증 

또한 평균절대편향오차(MABE), 제곱평균오차(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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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measured and estimated evaporation based on MABE and RMSE.

Study
location S1 S2 S3 S4 T TS PS PTS H HT AS LAS

Chuncheon
(1)

0.394
0.423

0.331
0.363

0.369
0.399

0.756
0.770

0.785
0.806

0.289
0.327

0.373
0.403

0.221
0.265

0.434
0.508

0.399
0.475

0.316
0.351

1.624
1.636

Gangneung
(2)

0.362
0.450

0.308
0.386

0.399
0.422

0.650
0.701

0.411
0.492

0.271
0.343

0.349
0.431

0.244
0.308

0.685
0.783

0.502
0.635

0.306
0.386

1.568
1.600

Seoul
(3)

0.493
0.528

0.415
0.459

0.458
0.497

0.805
0.838

0.621
0.640

0.354
0.396

0.468
0.502

0.291
0.337

0.753
0.801

0.603
0.657

0.417
0.458

1.447
1.490

Incheon
(4)

0.491
0.547

0.446
0.502

0.471
0.527

0.916
0.945

0.274
0.406

0.326
0.400

0.476
0.532

0.303
0.373

0.436
0.550

0.306
0.422

0.427
0.485

1.598
1.620

Suwon
(5)

0.377
0.410

0.329
0.360

0.355
0.388

0.732
0.769

0.538
0.584

0.269
0.305

0.358
0.392

0.227
0.263

0.441
0.538

0.373
0.467

0.315
0.349

1.699
1.720

Seosan
(6)

0.448
0.492

0.389
0.439

0.422
0.468

0.845
0.873

0.618
0.661

0.313
0.373

0.431
0.475

0.271
0.330

0.349
0.435

0.255
0.315

0.371
0.423

1.556
1.572

Cheongju
(7)

0.540
0.559

0.479
0.501

0.515
0.535

0.932
0.946

0.833
0.849

0.418
0.442

0.521
0.539

0.348
0.372

0.662
0.738

0.590
0.669

0.461
0.483

1.442
1.456

Daejeon
(8)

0.606
0.671

0.548
0.614

0.583
0.647

1.102
1.044

0.865
0.915

0.479
0.556

0.582
0.647

0.411
0.489

0.681
0.822

0.606
0.747

0.528
0.599

1.346
1.391

Chupungnyeong
(9)

0.150
0.186

0.133
0.169

0.143
0.178

0.504
0.533

0.327
0.362

0.135
0.177

0.140
0.177

0.150
0.195

0.147
0.184

0.128
0.165

0.130
0.166

1.830
1.840

Pohang
(10)

0.435
0.492

0.381
0.432

0.413
0.467

0.779
0.821

0.461
0.508

0.319
0.363

0.428
0.482

0.282
0.326

0.657
0.729

0.510
0.573

0.368
0.419

1.401
1.430

Daegu
(11)

0.350
0.400

0.305
0.354

0.332
0.381

0.789
0.811

0.592
0.643

0.245
0.299

0.342
0.394

0.199
0.253

0.520
0.599

0.449
0.535

0.286
0.335

1.546
1.568

Jeonju
(12)

0.493
0.564

0.426
0.497

0.465
0.536

0.866
0.899

0.796
0.868

0.387
0.459

0.475
0.548

0.338
0.394

0.599
0.717

0.556
0.659

0.415
0.488

1.332
1.377

Gwangju
(13)

0.378
0.437

0.353
0.407

0.367
0.423

0.748
0.825

0.456
0.527

0.318
0.354

0.366
0.420

0.298
0.333

0.343
0.386

0.304
0.350

0.345
0.394

1.505
1.544

Busan
(14)

0.890
0.945

0.832
0.893

0.865
0.922

1.318
1.365

0.518
0.598

0.694
0.757

0.859
0.914

0.653
0.715

0.973
1.039

0.728
0.809

0.815
0.875

0.830
0.889

Mokpo
(15)

0.819
0.892

0.759
0.836

0.795
0.869

1.242
1.296

0.731
0.797

0.670
0.734

0.812
0.887

0.636
0.695

0.766
0.855

0.628
0.716

0.739
0.815

0.920
0.997

Jeju
(16)

0.535
0.602

0.473
0.540

0.509
0.577

0.928
0.974

0.229
0.286

0.359
0.426

0.521
0.589

0.337
0.403

0.571
0.713

0.412
0.535

0.456
0.523

1.361
1.409

Jinju
(17)

0.478
0.504

0.408
0.439

0.449
0.477

0.866
0.883

0.829
0.854

0.356
0.392

0.445
0.471

0.268
0.307

0.505
0.580

0.457
0.541

0.391
0.424

1.226
1.243

*Shaded number in bold italic indicates the most suitable equation for evaporation estimation in each study station.
*Upper number indicates MABE, and lower number indicates RMSE.

평균백분위오차(MPE), Nash-Sutcliffe 지수를 산정하였

다. Table 4는 MABE와 RMSE를 이용하여 입사태양복사식

에 따른 Penman 증발량 산정값과 증발접시 증발량 관측값

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5는 MPE와 

Nash-Sutcliffe 지수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음

영으로 처리된 진한 이텔릭체 숫자는 각 연구지역별로 증

발접시 증발량을 가장 잘 모의하는 Penman 증발량 산정결

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17곳의 기상관측지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1개 지역(춘천, 강릉, 서울, 수원, 

청주, 대전, 포항, 대구, 전주, 광주, 진주)이 MABE, RMSE, 

MPE 그리고 Nash-Sutcliffe 지수 모두에서 Boisvert 등 

(1990)에 의해서 제안된 강수량과 기온, 일조시간과 가조

시간비( )를 입사태양복사량의 비()와 상관시킨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식(PTS 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와 5, Fig. 1(a)).

서산과 추풍령지역의 경우 4가지 신뢰도 검증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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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measured and estimated evaporation based on MPE % and Nash-Sutcliffe coefficient.

Study location S1 S2 S3 S4 T TS PS PTS  H   HT   AS  LAS

Chuncheon
(1)

14.25 11.98 13.34 26.87 28.17 10.54 13.50 8.02 15.53 14.13 11.48 -56.88 
-2.91 -1.88 -2.48 -11.97 -13.19 -1.34 -2.54 -0.53 -4.64 -3.92 -1.69 -57.53 

Gangneung
(2)

11.15 8.75 10.14 19.96 12.63 6.69 10.61 5.19 21.21 15.42 8.59 -46.44 
-1.54 -0.88 -1.24 -5.17 -2.04 -0.48 -1.34 -0.19 -6.70 -4.07 -0.87 -31.14 

Seoul
(3)

16.66 14.02 15.50 26.99 20.89 11.92 15.80 9.64 25.24 20.23 14.11 -48.79 
-6.51 -4.67 -5.65 -17.93 -10.04 -3.22 -5.80 -2.05 -16.28 -10.65 -4.65 -58.83 

Incheon
(4)

16.19 14.65 15.52 29.64 7.65 10.57 15.71 9.82 14.17 7.45 14.03 -50.12 
-3.21 -2.56 -2.92 -11.60 -1.33 -1.25 -3.00 -0.97 -3.26 -1.52 -2.31 -35.99 

Suwon
(5)

11.91  9.90 11.05  24.73 18.39  7.50 11.23  5.47 12.48  9.00  9.34 -56.29 
-2.63 -1.80 -2.24 -11.74 -6.35 -1.01 -2.32 -0.49 -5.25 -3.70 -1.62 -62.76 

Seosan
(6)

15.88 13.81 14.97 29.43 21.73 11.20 15.26 9.46 11.86 4.96 13.22 -52.89 
-3.87 -2.87 -3.41 -14.30 -7.79 -1.80 -3.53 -1.19 -2.80 -0.99 -2.60 -48.69 

Cheongju
(7)

18.55 16.48 17.71  31.77  28.56 14.40 17.90 11.88 22.60 20.15 15.85 -48.68 
-6.28 -4.84 -5.67 -19.84 -15.80 -3.55 -5.78 -2.22 -11.69 -9.44 -4.44 -48.43 

Daejeon
(8)

21.79 19.71 20.94  35.63  30.79 17.31 20.91 14.65 24.48 21.37 19.06 -45.62 
-5.51 -4.46 -5.07 -14.80 -11.13 -3.47 -5.07 -2.46 -8.78 -7.08 -4.20 -27.01 

Chupungnyeong
(9)

2.47 1.03 1.87 14.31 8.98 -1.14 2.02 -2.47 2.63 0.07 0.80 -50.85 
0.53 0.61 0.57 -2.86 -0.78 0.57 0.58 0.48 0.54 0.630 0.627 -44.99 

Pohang
(10)

12.68 10.59 11.83 23.03 12.99 8.03 12.44 6.51 19.54 14.40 10.07 -40.05 
-1.76 -1.13 -1.49 -6.67 -1.95 -0.51 -1.65 -0.21 -5.05 -2.74 -1.00 -22.31 

Daegu
(11)

9.69 8.32 9.11 21.95 16.71 6.13 9.48 4.19 14.63 12.48 7.66 -42.01 
-0.97 -0.54 -0.79 -7.08 -4.09 -0.10 -0.91 0.21 -3.41 -2.52 -0.38 -29.24 

Jeonju
(12)

17.60 15.11 16.59  30.40 28.29 13.18 16.94 10.28 18.92 15.58 14.61 -45.09 
-3.89 -2.81 -3.43 -11.45 -10.59 -2.25 -3.62 -1.39 -6.92 -5.68 -2.67 -28.19 

Gwangju
(13)

9.51 7.95 8.86 23.33 13.51 5.04 8.84 2.90 5.76 1.90 7.21 -44.49 
-0.75 -0.52 -0.64 -5.24 -1.54 -0.15 -0.62 -0.02 -0.37 -0.12 -0.43 -20.87 

Busan
(14)

27.88 26.08 27.10  40.80 15.95 21.70 26.89 20.35 30.58 22.92 25.57 -24.34 
-7.42 -6.51 -7.01 -16.54 -2.36 -4.39 -6.87 -3.81 -9.16 -5.17 -6.22 -6.44 

Mokpo
(15)

27.22 25.18 26.40  40.84 22.49 21.38 27.00 20.02 22.94 16.01 24.43 -28.87 
-6.86 -5.91 -6.47 -15.59 -5.28 -4.33 -6.77 -3.78 -6.22 -4.06 -5.56 -8.82 

Jeju
(16)

15.38 13.34 14.56 26.92 3.04 9.18 14.95 8.22 15.23 6.68 12.73 -37.86 
-1.77 -1.23 -1.54 -6.26 0.38 -0.39 -1.65 -0.24 -2.89 -1.19 -1.09 -14.17 

Jinju
(17)

16.05 13.73 15.08  28.77 27.72 12.03 14.94 9.02 16.76 14.99 13.17 -40.15 
-4.25 -2.98 -3.69 -15.10 -14.07 -2.16 -3.59 -0.94 -5.94 -5.05 -2.70 -30.89 

*Shaded number in bold italic indicates the most suitable equation for evaporation estimation in each study station.
*Upper number indicates MPE(%), and lower number indicates Nash-Sutcliffe coefficient. 

Elagib 등 (1998)에 의해서 제안된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식

(HT 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식은 상대습

도와 월평균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 그리고 대기권

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량()을 입사태양복사량( )

과 상관시켜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는 식이다(Fig. 1(b))

부산과 제주지역의 경우 4가지 신뢰도 검증기준에서 

Bristow와 Campbell (1984)에 의해서 제안된 입사태양복

사량 산정식(T 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식은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차 그리고 대기권내에 도달

하는 입사태양복사량()을 입사태양복사량( )과 상관

시켜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는 식이다(Fig. 1(c)).

광주지역의 경우 MABE, RMSE 그리고 Nash-Sutcli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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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won (application of PTS equation)

(b) Chupungnyeong (application of HT equation)

(c) Jeju (application of T equation)

Fig. 1. Comparison of measured and estimated yearly average daily evaporation using PTS, HT, and T equations.

지수로 판단하는 경우 Boisvert 등(1990)에 의해서 제안된 

식(PTS 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MPE로 판

단하는 경우 Elagib 등.(1998)에 의해서 제안된 입사태양

복사량 산정식(HT 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경우 RMSE, Nash-Sutcliffe 지수로 판단

하는 경우 PTS 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MABE로 판단하는 경우 T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고, MPE로 판단하는 경우 HT 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지역의 경우 RMSE와 Nash-Sutcliffe 지수

로 판단하는 경우 PTS 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MABE와 MPE로 판단하는 경우 HT 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다른 신뢰도 검증결과에 의하면 Zhou 등(2005)에 

의해서 제안된 위도, 고도, 일조시간과 가조시간비를 입사

태양복사량의 비와 상관시킨 LAS 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다

른 모형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발량 산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조시간과 가조시간비를 입사태양

복사량의 비와 상관시켜 입사태양복사량을 산정하는 

Angstrőm-Prescott 형태의 식의 경우 식 적용을 위하여 

여러 다른 기상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적용이 용이하

고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지만 강수량이나 

기온 등과 같은 다른 기상자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 Penman 증발량산정에 더 양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4 가지 다른 형태의 일조시간과 가조시간

의 비를 입사태양복사량의 비와 상관시켜 제안된 입사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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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measured and estimated yearly average daily evaporation using 17 incoming solar radiation equations (Suwon).

복사식들을 이용하여 산정된 Penman 증발량을 비교하였

다. 적용결과에 의하면 S3 식이나, S4 식 모두 Angstrőm- 

Prescott (1924, 1940)에 의해서 제안된 S2 식보다 더 나은 

증발량 산정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S2 식의 경우 S3 식

이나 S4 식보다도 단순한 회귀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입사태양복사량의 비와 일조시간과 가조시간의 비 사이의 

관계를 다차원회귀식으로 설정하는 것은 증발량 산정을 개

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식들

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입사태양복사식을 적용하여 Penman 

증발량을 산정하고 증발접시 증발량과 비교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기존에 제안된 12개 입사태양복사식을 선정하였고, 

17개 기상관측지점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산

정된 증발량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절대편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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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MABE), 제곱평균오차(RMSE), 평균백분위오차(MPE), 

Nash-Sutcliffe 지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17개 연구지역중 11개 지역(춘천, 강

릉, 서울, 수원, 청주, 대전, 포항, 대구, 전주, 광주, 진주)

에서 Boisvert 등 (1990)이 제안한 PTS식이 증발접시 증발

량과 가장 근사한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식은 강수량과 일 최저기온, 일조시간, 가조시간 그리고 대

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사

태양복사량을 구한다. 

17개 연구지역중 4개 연구지역(인천, 서산, 추풍령, 목

포지역)에서 Elagib 등 (1998)이 제안한 HT식이 증발접시 

증발량과 가장 근사한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식은 

상대습도와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 그리고 대기권

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사태양

복사량을 구한다. 17개 연구지역중 2개 연구지역(부산, 제

주지역)에서 Bristow와 Campbell (1984)이 제안한 T식이 

가장 근사한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식은 일 최고기온

과 최저기온 차 그리고 대기권내에 도달하는 입사태양복사

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사태양복사량을 구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Penman 증발식을 적용하여 증발량

을 산정하는 경우 17개 연구지역에서 3개의 다른 입사태양

복사식(PTS, HT, T)이 각각 유용한 식으로 나타났다. 3개

의 다른 입사태양복사량 산정식 중에서 강수량과 일 최저

기온, 일조시간, 가조시간 그리고 대기권내에 도달하는 입

사태양복사량 자료를 이용한 입사태양복사량식(PTS)이 

Penman 증발식을 적용하여 증발량을 산정하는 경우 증발

접시 증발량과 가장 근사한 증발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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