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OS 위성의 토양수분 복원알고리즘 검증

Validation about SMOS Soil Moisture Retrieval Algorithm

한승재*, 허유미**, 정성원***, 최민하****

Seungjae Han, Yoomi Hur, Sung-Won Jung, Minha Choi

......................................................................................................................................................................................

요 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대두되는 가운데 그 양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현

상의 악화됨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

로 물 순환 과정인 수문현상의 이해가 필요하다. 수문현상은 증발산, 강우, 침투, 유출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문 인자들의 정확한 관측이 필요하다. 특히 지표와 대기간의

에너지 및 물의 교환에 대한 중요한 요소인 토양수분은 수문현상의 해석을 위해 필수적인 인자이다.

따라서 수문현상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토양수분의 관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많은 관측

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원격탐사의 기술의 발달로 토양수분의 관측에 대해 시공간적인 장점

을 가지는 인공위성을 이용하고 있다. 토양수분관측에 있어서 많은 위성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대

다수의 경우 발사시점이 오래되었으며, 현재 2009년 ESA (European Space Agency) 의 지구관측

미션의 일환으로 발사된 SMOS (Soil Moisture and Ocean Salinity) 가 이용기간이 남아있다. 단,

SMOS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및 유럽지역에 대해 RFI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의 전

파방해로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수분 Product의 직접적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SMOS의 Product인 밝기온도를 이용하여 복원알고리즘을 통해 토양수분을 복원하였다. 또한

복원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반도의 지점관측된 토양수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핵심용어 : 토양수분, SMOS(Soil Moisture and Ocean Salinity), 복원 알고리즘

1. 서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물 부족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우의 계절적 편

중 현상이 심하여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물 순환과정인 수문현상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수문현상은 증

발산, 강우, 침투, 유출 등의 물 순환 현상의 일련의 과정을 뜻하며, 많은 수문 인자가 복합적으로 연관된다.

이러한 수문 인자 중 토양수분은 담수의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나 지표와 대기의 물과 에너지 교환에 중요

한 인자이다. 국내의 경우 토양수분 관측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비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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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Characteristics

Lunch 02/11/2009

Duration Nominally 3 years (including a 6 month comissioning phase) with an
optional 2 year extension.

Instrument Microwave Imaging Radiometer using Aperture Synthesis - MIRAS

Instrument concept Passive microwave 2D-interferometer

Frequency L-band (21 cm-1.4 GHz)

Number of receivers 69

Spatial resolution 35 km at centre of field of view

radiometer resolution 43km in average

grid resolution 15km

Radiometric
resolution

0.8 - 2.2 K

Temporal resolution 3 days revisit at Equator

Mass Total 683 kg launch mass comprising:317 kg for platform, 366 kg for
payload

다. 또한 국내의 토양수분 데이터는 대다수 지표관측 자료로, 넓은 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 최근 원격탐사의

기술 발달로 인해 시, 공간적으로 장점을 가지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토양수분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

양수분 관측에 있어서 많은 인공위성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 발사 시점이 오래되어 사용 기간이

임박하였다. 현재 2009년에 발사된 SMOS (Soil Moisture and Ocean Salinity)가 이용 기간이 남아 있으

나, 우리나라의 경우 RFI(Radio Frequency Interference) 의 영향으로 인해 토양수분 Product의 직접적인

이용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MOS의 다른 Product인 밝기온도 Product를 이용하여 복원 알고리

즘을 통해 토양수분을 복원하였으며 한반도의 지점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알고리즘을 검증하겠다.

2. 연구방법

2.1 SMOS (SMOS : Soil Moisture and Ocean Salinity)Mission

SMOS는 ESA (European Space Agency)의 전 지구적 토양수분 및 해양염도 관측 미션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 2일 발사되었다. SMOS는 식생 및 대기상태의 영향을 적게 받는 L-Band (1.4GHz)를 이용

하여 전 지구를 매 3일 주기로 관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공간해상도는 15 km이다. 주 관측 장비

로 MIRAS (Microwave Imaging Radiometer using Aperture Synthesis)를 사용하여 수직과 수평의 입

사방사선의 위상 차이를 이용하여 넓은 범위를 관측한다. SMOS에서 제공하는 토양수분 Product의 경우

오차는 4% 정도로 0.04 m
3
m
-3
의 차이를 감지한다 (Barre et al., 2008).

기타 SMOS 제원으로 평균 고도 753 km, 평균 공간해상도 43 km, 시간해상도는 1~3일이다. 자세한

내용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단, 국내 지역의 경우 심한 RFI (Radio Frequency Interference)의 영향으

로 SMOS 토양수분 Product의 대부분이 결측되어 직접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SMOS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밝기온도 Product를 이용하여 복원알고리즘을 적용, 토양수분 값을 산정하였다.

표1. SMOS Mission Characteristics

2.2. SMOS 복원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토양수분 복원 알고리즘은 Backward Model로 각종 인자와 추정된 토양수분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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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1년 8월 15일 복원된 토양수분 (b) 2011년 9월 15일 복원된 토양수분

그림 1. 알고리즘에 의해 복원된 토양수분

이용하여 밝기온도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밝기온도와 SMOS에 의해 관측된 밝기온도를 비교한다. 계

산된 밝기온도와 관측된 밝기온도의 차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추정된 토양수분 값을 적절한 값으로 인정

한다. 반면, 계산된 밝기온도와 관측된 밝기온도의 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토양수분 값을 다시 추정

한 후 밝기온도를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적절한 토양수분의 값을 찾아낸다. 밝기온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계산된 밝기온도, 는 single scattering albedo, 는 vegetation attenuation factor,

는 rough surface reflectivity, 와 는 각각 effective vegetation temperature 와 effective soil

temperature 이다 (Kerr et al., 2008).

2.3. 지표 자료를 이용한 비교

알고리즘에 의해 복원된 토양수분의 적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에서 제공하는 지표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TDR(Time Domain

Reflectometer)센서를 이용하며 깊이 10 cm의 토양수분을 관측하고 있다. 비교에 이용된 지점은 부여

(36°15'00"N, 128°49'48"E), 봉화(36°54'00"N, 128°46'12")이다. 비교에 사용된 기간은 2011년 8월부터 9

월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3. 결 과

SMOS 밝기온도 Product를 이용하여 복원 알고리즘을 통해 한반도 지역의 토양수분을 복원하였다. 그림

1은 복원된 토양수분 지도이다. SMOS 토양수분 Product에서 결측된 대다수의 지역의 토양수분이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각각 봉화와 부여 지역의 지점 데이터와 복원된 토양수분 데이터와의 일대

일 plot이다.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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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여 (b) 봉화

그림 2. SMOS 토양수분과 지점자료와의 상관성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SMOS위성을 이용하여 토양수분을 복원하였으며 국내 두 개의 지점 자료를 통해 적용성

을 판단하였다. 복원 알고리즘을 통해 SMOS위성에서 결측되었던 한반도 지역의 토양수분을 대부분 복원할

수 있었다. 지점 자료와의 비교 결과 SMOS위성의 토양수분 값이 지표관측에 비해 다소 과소산정 되는 경

향이 있으며, 향후 알고리즘 향상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 또한 더 많은 RDA지점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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