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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monthly average groundwater recharge over a nearly 10 year period, results of fully 

integrated hydrologic modeling of SWAT-MODFLOW, land cover, land use, soil type and hydrologic 

response unit (HRU) was used to assess the dominant influencing factors of groundwater recharge 

spatial patterns in Jangseong district. As dominant factors, land cover was FRSE (forest-evergreen) 

and soil type was Samgag. Landsat-8 OLI imaging spectrometer data were acquired in the period 2003 

to 2004 and seasonal bare soil lines (BSL) were estimated through NIR-RED plot. Extent of slope of 

BSL was from 1.092 to 1.343 and the intercept was from -0.004 to -0.015. To know correlation 

between spatial groundwater recharge and soil-vegetation indices (PVI, NDVI, NDTI, NDRI), this 

study employed frequency and regression analysis. On May, RED band increased up 3 to 4 times 

compared to other seasons and only one turning point appeared as recharge-index with upward 

parabola bell shape as results of existing research. Considering precipitation, if the various studies for 

relationship between groundwater recharge and soil-vegetation index just like NDVI are performed, it 

is possible to estimate groundwater recharge through analyzing remote sensing data.

�������	
�SWAT-MODFLOW, groundwater recharge, hydrologic response unit (HRU), Landsat-8, 

bare soil line (BSL)

초 록

SWAT-MODFLOW의 월평균 수문성분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수 함양관련 토양층의 측방유출, 침루량

을 산정하는 기본자료인 수문응답단위(HRU)와 이를 구성하는 토지피복, 토지이용, 토양통에서 영향이 

큰 지하수 함양량 인자를 분석하였다. 봄, 가을별 bare soil line(BSL)을 통해 PVI를 분석하고 기존의 

NDVI, NDTI, NDRI와 함께 함양량 분포와 토양-식생관련 지수의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분포 양상을 보이는 NDVI와 NDTI에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연구지

역의 bare soil line 기울기는 약 1.092~1.343, 절편은 약 -0.004~-0.015이며 상대적으로 월평균강우량이 

우세한 5월에는 Red밴드가 다른 시기에 비해 약 3~4배 증가하고 2012년 Singhal and Goyal의 결과와 

같이 포물선 형태의 유일한 1개의 변곡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강우를 고려하여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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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과 토양-식생관련 지수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상관성 분석이 수행된다면, 위성영상자료를 통해 토양-식생에 따른 함양량 변화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WAT-MODFLOW, 지하수함양량, 수문응답단위, Landsat-8, bare soil line(BSL)

���

얕은 대수층에서 지하수 함양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강우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풍속

과 지하수위 상부에 존재하는 토양 및 암반층의 특성과 깊이, 지표의 지형과 식생 분포 및 토지이용과도 관련된다(Memon, 

1995). 특히 함양과정에서 식생과 토지이용은 그 과정 전체를 통제할 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식생은 그 형태와 

분포 정도에 따라 증발산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Healy, 2010).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토지피복의 식생화, 관개지역, 토지

경작 등이 함양량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식생화된 토지피복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증발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식생

피복률(fractional vegetation cover, FAC)을 0에 가깝게 줄이거나 관개를 통해 많은 양의 물이 빠르게 유출되도록 한다면 

함양량은 증가한다. 또한 토지경작은 토양구조를 개선하여 강우가 땅속으로 잘 침투하게 한다. 한편, 미시적인 관점에서

는 농경지의 재배작물의 위조점(wilting point), 뿌리심도가 함양에 영향을 준다. 식물의 위조점의 증가는 식물이 빨아들

이는 물의 양을 감소시키고 짧은 뿌리작물(shallow-rooted annual crop)은 긴뿌리 작물에 비해 적은 양의 물만 흡수하기 

때문에 함양량을 증가시킨다(Scanlon et al., 2005).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함양인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기 위해 수치 모델링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Tsutsumi et al., 2004; Chung et al., 2007).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별 지표유출량, 거주지역과 산림지역의 지하수위를 비교하여 지하수 함양모델에서 토지이용변화

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였고(Jinno et al., 2009), 제주도의 천미천 유역에서 한국형 유역수문모형 SWAT-K(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Korea)를 사용하여 식생에 의한 차단(interception)효과는 전체 증발산량의 약 8~11%에 해당한다고 하

였다(Chung et al., 2015). 전 세계 715개 지점에서 수행된 지하수 함양모델에 대해 입력변수별 단계적인 평가를 통해 강

우와 잠재증발산 그리고 토지이용과 토지피복인자가 가장 의미있는 인자임을 밝혔고(Mohan et al., 2018), 터키의 Ergene 

강유역에서 지하수 함양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주요영향인자에 대해 격자기반 물수지모델인 mGROWA을 사용하여 주

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하수 함양의 공간적 분포변화는 식생, 토양유형, 기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Rukundo and Dogan, 2019).

한편, 토지이용, 토지피복과 함께 지하수 함양인자 중의 하나인 토양 특성분포에 대한 연구는 최근 50년 동안 원격탐사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활발히 수행되었다(Sonmez and Slater, 2016). 식생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 ERTS MSS 위성

영상의 밴드 5와 밴드 7의 차이가 녹색생물유기체(green biomas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고 밴드 5와 7의 합을 

그 차이로 나눈 매개변수를 제시하였다(Rouse et al., 1973). 식생관련 지수에 대해 경험식과의 상관성을 정리하고 실제와 

가상의 예시를 통해 유용성을 증명하였고(Perry and Lautenschlager, 1984), 원격탐사의 식생-토양관계식 개념은 토양유

형을 구분할 수 있는 만큼 토양의 광학적인 특성을 잘 대변한다고 하였다(Baret et al., 1993). 실제 실험실에서 확인한 토

양의 분광자료와 위성영상 자료와의 상관성은 결정계수 0.9로 매우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Demattẻ et al., 2009). 지하

수 함양에서 강우와 식생밀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odis 위성영상에서 정규화된 식생지수(NDVI)를 산정하고 지하

수 함양량과 강우, 지하수 함양량과 NDVI 상관성은 결정계수 0.858의 회귀곡선식을 따른다고 하였다(Singhal and 

Goy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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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격탐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공위성은 Landsat-8이다. Landsat-8은 이전의 Landsat-7 ETM+의 단점

을 보완한 지상의 광학적인 이미지 스캐너(optical land imager, OLI)와 근적외선 탐지기(thermal infrared system, TIRS)

를 장착하여 15일에 한 번씩 동일지점에 대한 자료를 72시간 이내에 제공해 준다(USGS,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dsat-8 OLI/TIRS 자료를 활용하여 장성지역에 대해 시공간적인 식생과 토지이용 관련 지수

(PVI, NDVI, NDTI, NDRI)를 분석해 보고 장성지역에 대해 분포형 수문모형 SWAT-MODFLOW로 산정한 함양량과 

비교하여 계절에 따른 함양량과 식생 및 토지분포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본 연구지역인 장성지역은 영산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황룡강을 중심으로 유역이 형성되어 있다. 지류 연장은 

1.45~15.54 km, 지류 경사는 0.001~0.041 m/m, 너비는 2.91~56.95 m, 깊이는 0.22~1.62 m, 표고는 14.17~305.33 m이

다(Fig. 1, Table 1).

��������������	��
���	�����	����	����������������������	������������	��	�����	���	���	�����������
������������� !"#



350 ∙ 박승혁ㆍ정교철

���������$������%�������������������������
���������������	�����������	������
����
������������� !"

Subbasin
Area

(km2)

Stream reach

Length

(km)

Slope

(m/m)

Width

(m)

Depth

(m)

Min. Elev.

(EL.+m)

Max. Elev.

(EL.+m)

1 40.32 7.37 0.006 11.86 0.57 29.97 77.26 

2 77.85 15.54 0.007 17.59 0.74 33.38 135.77 

3 47.70 1.45 0.001 41.65 1.32 39.43 40.16 

4 102.78 8.14 0.008 37.90 1.24 40.16 101.53 

5 57.15 10.97 0.008 14.62 0.66 65.00 152.56 

6 50.94 5.28 0.041 13.64 0.63 89.69 305.33 

7 68.85 2.50 0.029 22.78 0.88 60.00 132.45 

8 37.71 11.14 0.002 22.30 0.87 19.63 47.39 

9 108.54 15.46 0.002 56.95 1.62 14.17 39.43 

10 41.04 5.25 0.005 11.98 0.57 24.82 50.71 

11 9.63 5.71 0.019 5.02 0.32 25.00 134.28 

12 3.87 1.62 0.018 2.91 0.22 20.13 49.07 

13 9.72 4.10 0.017 5.05 0.32 25.00 93.45 

Min. 3.87 1.45 0.001 2.91 0.22 14.17 39.43 

Max. 108.54 15.54 0.041 56.95 1.62 89.69 305.33 

Avg. 50.47 7.27 0.012 20.33 0.77 37.41 104.57 

장성지역은 환경부와 농업과학기술원에 따르면, 16개의 토지피복/토지이용과 87개의 토양통으로 분류되며 식생은 침

엽수림, 토지이용은 논, 토양유형은 무등과 삼각 토양통이 우세하다(Table 2). 

���������&�����
������	��
���	�������	����������	�	����������
�������'��������
����
����&��	������#���� ("

Land use Area (km2) Area (%) Soil type Area (km2) Area (%)

Forest-Evergreen → FRSE 180.83 27.56 MUDEUNG 105.78 16.12 

Rice → RICE 133.53 20.35 SAMGAG 89.28 13.61 

Forest-Deciduous → FRSD 105.87 16.14 OESAN 41.37 6.31 

Forest-Mixed → FRST 86.87 13.24 JISAN 34.23 5.22 

Agricultural Land-Row Crops → AGRR 63.55 9.69 OSAN 34.03 5.19 

Water → WATR 16.60 2.53 SEOGTO 33.40 5.09 

Residential-Low Density → URLD 16.42 2.50 SONGJEONG 25.79 3.93 

Pasture → PAST 11.02 1.68 SINHEUNG 17.13 2.61 

Agricultural Land-Close-grown → AGRC 8.02 1.22 GOSAN 15.93 2.43 

Orchard → ORCD 7.68 1.17 CHEONGSAN 14.39 2.19 

Transportation → UTRN 7.05 1.07 HOGYE 14.27 2.17 

Wetlands-Mixed → WETL 6.58 1.00 OGCHEON 10.94 1.67 

Institutional → UINS 4.34 0.66 YESAN 10.59 1.61 

Industrial → UIDU 3.43 0.52 SACHON 10.48 1.60 

Agricultural Land-House → AGHS 3.24 0.49 HAENGSAN 9.72 1.48 

Commercial → UCOM 1.09 0.17 JISAN-YONGJI 9.5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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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지역에 대한 수문성분별 모의를 위해 전체유역을 13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소유역에 대해 토지피복과 

토양도를 중첩하여 1,511개의 수문응답단위(hydrologic response unit, HRU)를 산정한 결과 FRSD/MUDEUNG이 가장 

우세하고 다음으로 FRSE/SAMGAG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	�	����������
���	�������������'����	��*+,��������	�����������	������
����
����&��	������#���� ("

Subbasin
Area

(km2)

Land use Soil type HRU

Classification Area (km2) Classification Area (km2) Classification Area (km2)

1 40.32 RICE 13.86 SAMGAG 5.40 RICE/JISAN 2.70

2 77.85 FRSE 21.47 SAMGAG 14.16 FRSE/SAMGAG 6.58

3 47.70 FRSD 13.95 SAMGAG 10.94 FRSD/OESAN 5.11

4 102.78 FRSE 37.26 SAMGAG 16.65 FRSE/OESAN 8.19

5 57.15 FRSE 14.31 MUDEUNG 12.69 FRSD/MUDEUNG 5.31

6 50.94 FRSD 18.54 MUDEUNG 36.81 FRSD/MUDEUNG 14.67

7 68.85 FRSD 21.60 MUDEUNG 34.38 FRSD/MUDEUNG 16.20

8 37.71 FRSE 11.97 SAMGAG 7.74 FRSE/SAMGAG 4.77

9 108.54 FRSE 34.65 SAMGAG 20.34 FRSE/SAMGAG 12.60

10 41.04 RICE 15.84 JISAN 5.94 RICE/JISAN 4.68

11 9.63 RICE 3.42 SONGJEONG 2.07 FRSE/OESAN 0.90

12 3.87 RICE 1.98 JEONNAM 0.63 RICE/BAEGSAN 0.36

13 9.72 RICE 3.24 OESAN 1.17 FRSE/OESAN 0.81

상기 지형자료를 바탕으로 수문모형을 구축하고 검 ‧ 보정을 수행하여 2000년 1월~2014년 8월까지 모의기간 중에 워

밍업기간을 제외한 2005~2013년까지 수문성분을 분석하였다(Table 4, Figs. 2, 3).

���������-��������	���'���������
��'���������������	�	������	�$.-�/��)0��.������
����
����&��	������#���� ("

Month
PRECIP

(mm)

ET

(mm)

PERC

(mm)

SURQ

(mm)

GW_Q

(mm)

LATQ

(mm)

WYLD

(mm)

RCH

(mm)

1 26.21 15.88 4.65 4.94 15.29 0.26 20.50 2.19 

2 45.12 20.69 11.71 12.62 11.02 0.42 24.05 11.91 

3 53.51 27.87 11.68 17.33 11.56 0.78 29.68 12.08 

4 70.78 37.12 12.90 21.05 10.95 0.89 32.88 13.24 

5 113.08 53.68 18.38 48.93 12.33 1.33 62.59 19.08 

6 122.62 54.75 13.68 44.49 11.84 1.18 57.51 13.48 

7 336.17 84.61 60.94 186.30 20.78 3.91 210.99 65.08 

8 313.46 74.31 56.85 147.65 27.90 3.60 179.16 60.88 

9 125.97 34.64 28.17 87.28 32.05 2.53 121.86 33.18 

10 35.07 18.75 6.78 12.18 28.01 0.83 41.02 7.49 

11 47.43 17.47 10.41 11.21 21.75 0.66 33.62 11.38 

12 36.06 15.84 6.94 7.36 19.12 0.63 27.11 7.66 

Note. PRECIP: total amount of precipitation falling on the HRU, ET: actual evapotranspiration from the HRU, PERC: water that percolates past the 

root zone, SURQ: surface runoff contribution to streamflow in the main channel, GW_Q: groundwater contribution to streamflow, LATQ: lateral 

flow contribution to streamflow, WYLD: abbreviation of water yield, RCH: groundwater recharge to aqui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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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하는 지표수 유출관측지점 2개소와 지하수 관측지점 1개소에서 모의기간동안 결정계수값은 0.64~0.98

이고 지하수 기초조사의 2014년 4월의 지하수 공간분포에 대해서도 결정계수값은 0.85로서 모의값은 관측값에 대해 신

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모의된 연평균 함양량에 대해 대수층의 수리전도도, 토양유형, 토지피복 분포와 비교해 보면, 함양량은 대수층의 수리

전도도 분포보다는 대수층 상부 토양층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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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값이 높게 나타나는 무등 토양통이 나타는 지점에서 함양량이 작고 CN값이 작은 삼각 토양통에서 함양량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며 환경부 토지피복 분류상 비교적 관개가 잘 되어 있는 농경지(Agricultural Land-Row Crops, AGRR) 그리

고 침엽수림(Forest-evergreen, FRSE)지역에서 함양량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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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함양량의 공간적 분포는 토지이용 및 토양유형의 영향을 받아 불균질적으로 나타나며 계절별 기상인자의 변화

로 인해 Fig. 5와 같이 함양량의 시간적인 분포도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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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과를 토대로 함양량의 불균질적인 분포에 영향을 주는 토양과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효율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위성영상자료를 통해 함양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지역에 대해 2013~2014년 조사기간 동안 분석에 사용할 위성영상으로 USGS에서 실시간으로 무료로 제공해 

주는 Landsat-8 OLI/TIRS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기간 중에서 기상에 따른 제약조건 때문에 가장 지상상태를 잘 반영하

는 촬영일자로 2013년 3월 27일, 2013년 11월 12일, 2014년 5월 30일, 2014년 10월 5일을 선정하였고 위성영상 자료 분

석은 USGS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R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Ghosh and Hijmans, 2019; USGS, 2019).

Landsat-8 자료는 1972년부터 시작된 원격탐사 위성의 연속된 계획 중 가장 최근자료이며 태양광에 의한 전지구상의 

모든 영상을 OLI(operational land imager)와 TIRS(thermal infrared sensor)의 이미지 스캐너를 통해 비교적 높은 해상도

의 자료를 획득하여 72시간 내에 일반사용자가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

Landsat-8는 705 km 상공에서 185 km 너비의 Scenes을 하루에 650번 촬영하면서 15일에 한 번씩 동일지점을 지나간

다. 기존의 Landsat-7 ETM+의 밴드에서 0.825 µm에서 나타나는 수증기 입자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식생지역과 비

식생지역의 대비를 크게 하기 위해 근적외선 파장과 Panchromatic 파장의 영역대를 좁혔고, 해양을 관찰하고 얼음결정으

로 구성된 얕은 구름층이 인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Coastal/Aerosol 밴드와 Cirrus 밴드를 추가하였다(Table 5).

�����������	����/(������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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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at-7 ETM+ Bands (µm) Landsat-8 OLI and TIRS Bands (µm)

Band Resolution (m) Description Wavelength (µm) Resolution (m) Description Wavelength (µm) Band

30 Coastal/Aerosol 0.435~0.451 B 1

B 1 30 Blue 0.441~0.514 30 Blue 0.452~0.512 B 2

B 2 30 Green 0.519~0.601 30 Green 0.533~0.590 B 3

B 3 30 Red 0.631~0.692 30 Red 0.636~0.673 B 4

B 4 30 NIR 0.772~0.898 30 NIR 0.851~0.879 B 5

B 5 30 SWIR-1 1.547~1.749 30 SWIR-1 1.566~1.651 B 6

B 6 60 TIR 10.31~12.36 100 TIR-1 10.60~11.19 B 10

100 TIR-2 11.50~12.51 B 11

B 7 30 SWIR-2 2.064~2.345 30 SWIR-2 2.107~2.294 B 7

B 8 15 Pan 0.515~0.896 15 Pan 0.503~0.676 B 8

30 Cirrus 1.363~1.384 B 9

Note. NIR: abbreviation of near infrared image, SWIR: abbreviation of short-wave infrared image, TIR: abbreviation of thermal infrared image, Pan: 

abbreviation of panchromatic image.

Landsat-8의 식생과 토지와 관련된 밴드 2~5에 대해 16비트 정수형 센서의 디지털 번호(DN)를 센서의 분광 복사휘도

(spectral radiance)와 대기 상층의 반사도(top of atmosphere reflectance, TOA)로 변환한 후 대기보정을 수행하였다.

수행된 센서의 분광 복사휘도 보정식과 대기 상층에서 반사도 보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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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분광복사휘도로서 단위는  ∙∙, 은 메타파일의 밴드별 복사휘도 계수, 은 메타파일

의 밴드별 복사휘도 상수, 는 디지털 번호로서 보정전 영상의 화소값, ′는 태앙각 보정전 대기 상층에서의 분광 반사

도, 는 메타파일의 밴드별 반사도 계수, 는 메타파일의 밴드별 반사도 상수, 는 태양각 보정 후 대기 상층에서의 

반사도, 는 메타파일의 지역별 화면당 태양고도각, 은 메타파일의 지역별 최대 태양고도각으로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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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생과 토양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성영상자료의 메타파일에서 밴드별 보정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보정을 수행

하였다(Fig. 6).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17년 Alexandre dos Santos가 R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축한 Landsat-8 패키지를 사

용하였다(Santos, 2017). 디지털 번호를 센서에서의 분광복사휘도와 대기 상층에서의 반사도로 변환 후 밴드별 haze 평가

를 수행하였고(Goslee, 2011), 1989년 Chavez가 구축한 sodas 방법을 사용하여 대기보정을 통해 대기 상층에서의 반사값

을 지표에서의 반사값으로 변환하였다.

대기 보정후 위성영상의 밴드별 조합을 통해 다양한 주제도를 작성하였다(Figs.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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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4, 3, 2 조합으로 자연색의 위성영상 분포도를 작성하였고 밴드 5, 4, 3 조합으로 토양의 수분상태를 고려하여 식생

과 그 외 토지피복을 구분할 수 있는 위성영상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상기 위성영상에서 무작위로 10,000개의 샘플을 추출하여 밴드별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Figs. 9, 10, Tables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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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1 PC2 PC3 PC4 PC5 PC6 PC7 PC8 PC9 PC10

Ultra blue 0.339 0.208 0.269 0.006 -0.221 0.196 -0.102 0.107 -0.812 -0.045

Blue 0.296 -0.353 0.529 -0.079 0.054 0.533 -0.147 0.238 0.370 0.028

Green 0.317 -0.337 0.283 -0.151 -0.022 -0.281 0.191 -0.752 -0.045 -0.002

Red 0.323 -0.322 0.054 0.048 -0.060 -0.703 -0.129 0.523 0.003 -0.006

NIR 0.328 0.027 -0.419 -0.810 0.086 0.110 0.154 0.127 -0.001 0.000

SWIR1 0.329 -0.167 -0.491 0.238 0.073 0.141 -0.692 -0.250 0.002 0.007

SWIR2 0.322 -0.264 -0.353 0.474 -0.005 0.235 0.639 0.105 -0.055 -0.005

CIRRUS 0.296 0.406 0.151 0.138 0.832 -0.109 0.049 -0.001 0.020 0.003

TIR1 0.305 0.418 0.023 0.078 -0.343 -0.050 0.021 -0.051 0.353 -0.691

TIR2 0.304 0.422 0.021 0.079 -0.350 -0.062 0.031 -0.046 0.273 0.721

STD 2.797 1.220 0.639 0.357 0.292 0.234 0.086 0.064 0.03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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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1 PC2 PC3 PC4 PC5 PC6 PC7 PC8 PC9 PC10

Ultra blue 0.336 -0.293 -0.283 0.206 -0.269 0.386 -0.225 -0.013 0.095 -0.631

Blue 0.359 -0.234 -0.273 0.099 -0.260 0.282 -0.040 0.046 0.056 0.760

Green 0.389 -0.147 -0.101 -0.002 -0.180 -0.407 0.438 -0.232 -0.604 -0.094

Red 0.388 -0.085 -0.078 -0.264 -0.017 -0.661 -0.333 0.192 0.425 -0.024

NIR 0.238 0.058 0.777 0.431 -0.341 -0.037 0.067 0.080 0.150 0.013

SWIR1 0.362 0.096 0.348 -0.352 0.264 0.241 -0.529 -0.223 -0.393 0.045

SWIR2 0.381 0.058 0.117 -0.432 0.248 0.318 0.595 0.183 0.301 -0.099

CIRRUS 0.057 -0.593 0.101 0.388 0.687 -0.077 0.035 -0.038 0.043 0.041

TIR1 0.249 0.470 -0.207 0.368 0.263 -0.008 -0.060 0.625 -0.274 -0.022

TIR2 0.242 0.492 -0.196 0.308 0.195 -0.037 0.045 -0.652 0.314 0.027

STD 2.460 1.521 0.953 0.651 0.444 0.277 0.097 0.089 0.08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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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1 PC2 PC3 PC4 PC5 PC6 PC7 PC8 PC9 PC10

Ultra blue 0.410 -0.074 0.149 -0.004 0.215 -0.524 -0.164 0.228 0.629 0.090

Blue 0.413 -0.080 0.148 -0.003 0.204 -0.408 -0.038 0.101 -0.756 -0.094

Green 0.413 -0.100 0.107 -0.003 0.315 0.306 -0.143 -0.767 0.081 0.004

Red 0.407 -0.087 0.142 -0.004 0.193 0.645 0.232 0.546 0.023 0.010

NIR -0.128 -0.171 -0.733 -0.027 0.614 -0.067 0.180 0.044 0.005 -0.010

SWIR1 0.304 -0.209 -0.510 -0.019 -0.412 0.142 -0.630 0.120 -0.052 0.003

SWIR2 0.382 -0.165 -0.256 -0.023 -0.478 -0.155 0.684 -0.186 0.071 0.014

CIRRUS 0.016 -0.016 -0.033 0.999 0.001 -0.002 0.009 0.001 0.002 0.000

TIR1 0.192 0.655 -0.170 0.001 0.008 0.005 -0.001 0.006 0.091 -0.705

TIR2 0.179 0.665 -0.177 0.002 0.023 0.008 0.005 -0.009 -0.093 0.697

STD 2.329 1.330 1.195 0.999 0.489 0.341 0.120 0.086 0.039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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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1 PC2 PC3 PC4 PC5 PC6 PC7 PC8 PC9 PC10

Ultra blue -0.393 -0.038 0.288 -0.052 0.222 -0.498 0.013 -0.159 -0.032 0.660

Blue -0.399 -0.042 0.272 -0.038 0.171 -0.396 0.006 -0.100 -0.102 -0.747

Green -0.410 -0.067 0.052 -0.024 0.351 0.394 -0.024 0.204 0.709 -0.010

Red -0.408 -0.066 0.121 -0.023 0.121 0.628 0.014 -0.148 -0.616 0.066

NIR -0.147 -0.100 -0.823 0.041 0.452 -0.188 0.003 0.121 -0.187 -0.005

SWIR1 -0.366 -0.104 -0.363 -0.001 -0.535 0.014 0.010 -0.616 0.239 -0.011

SWIR2 -0.402 -0.084 -0.061 -0.018 -0.541 -0.105 0.002 0.712 -0.115 0.050

CIRRUS -0.059 0.008 0.061 0.996 0.001 -0.011 -0.002 -0.004 0.003 0.008

TIR1 -0.130 0.690 -0.067 -0.011 -0.013 -0.002 -0.709 -0.009 -0.020 0.003

TIR2 -0.119 0.696 -0.066 -0.007 -0.001 0.012 0.705 0.011 0.016 -0.004

STD 2.352 1.364 1.088 0.992 0.507 0.340 0.178 0.137 0.114 0.058

제1 주성분(PC1)을 통해 추출된 지역과 제2 주성분(PC2)를 통해 추출된 지역에 대해 비교한 결과, 2013년 11월 영상 

하단부의 구름흔적을 제외하면 2013년 3월과 11월에는 PC1영역이 주로 산림지역이고 PC2영역이 산림외 지역인 반면, 

2014년 5월과 10월에는 PC1영역이 산림외 지역으로 전환되며, PC2영역은 주로 수계나 지표에서 수분이 상대적으로 많

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토양과 식생에 대한 보다 정밀한 영상 분석을 위해 위성영상의 밴드 3과 밴드 4를 도시하여 관측일자별 조사지

역의 토양-식생 관계식(bare soil line)을 추정하였다(Table 10, Fig. 11).

Red-NIR 분포에서 토양-식생관계식의 하단 전반부는 습윤한 토양상태를 반영하며 하단 후반부로 갈수록 건조한 상태

를 나타낸다. 토양-식생관계식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갈수록 식생밀도가 높게 나타나며 첨두점은 고밀도 식생의 캐노피를 

반영한다(Koroleva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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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YYYY/MM/DD)
Intercept Slope

Full canopy

Band 3 Band 4

2013/03/27 -0.01473131 1.33895846 0.02995633 0.47981378

2013/11/12 -0.01353221 1.09247298 0.03881918 0.62346625

2014/05/30 -0.00361916 1.28297789 0.11252320 0.52626348

2014/10/05 -0.00382322 1.34340879 0.02428972 0.615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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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토양관계식의 기울기와 상수값을 이용하여 수직식생지수(perpendicular vegetation index, PVI)를 작성하고 기

존의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정규경작지수(normalized difference tillage index, 

NDTI), 정규나지지수(normalized difference residue index, NDRI)와 비교하였다(Table 11, Figs.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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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al index Method of computation Source and remarks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for TM band 

(Landsat5, but Landsat7, Band4*1.5)

from Rouse et al. (1973)




 for OLI band (Landsat8)

from Burke and Dawes (2014)

Normalized Difference Tillage Index

(NDTI)









 for TM band (Landsat5 and 7)

from van Deventer et al. (1997)




 for OLI band (Landsat8)

from Burke and Dawes (2014)

Normalized Difference Residue Index

(NDRI)









 for TM band (Landsat5 and 7)

modified from Serbin et al. (2009)




 for OLI band (Landsat8)

from Burke and Dawes (2014)

Perpendicular Vegetation Index

(PVI)













for TM band 

(Landsat5, but Landsat7, Band4*1.5)

is slope of bare soil line

is intercept of bare soil line

1) if PVI < 0, then indicate water 

condition so, PVI = 0

2) if PVI = 0, then indicate soil

3) if PVI > 0, then indicate vegetation

4) if PVI > 1, then PVI = 1

modified from

Richardson and Wiegand (1977),

Perry and Lautenschlager (1984)







for OLI band (Landsa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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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3년까지 3월, 5월, 10월, 11월 평균 지하수 함양량분포와 2013년과 2014년의 해당 월의 위성영상 자료를 가

지고 공간분포에 따른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Figs. 16~19).

지하수 함양량 격자와 위성영상 격자간 같은 위치에서 서로 중첩되도록 하기위해 격자간격 300 m인 지하수 함양량에 

맞도록 30 m간격의 위성영상 격자크기를 조정하였다. 위성영상 격자크기 조정은 300 m 격자크기 내 해당격자의 평균값

을 대표값으로 갖도록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시기별 공간상의 함양량과 각각의 식생관련 지수값(PVI, NDVI, NDTI, 

NDRI)의 빈도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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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포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함양분포는 공간상에서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는 양상인 반면, 토양과 식생상태를 반영

하는 지수값(PVI, NDVI, NDTI, NDRI)은 지수마다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토양과 식생상태를 모두 반영한 PVI 

값들은 모든 시기에서 0.1~0.5 이내의 범위 내 정규분포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토지경작상태를 반영한 NDTI 값들

은 2013년 3월, 5월에는 PVI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정규분포 형태를 나타내고 2014년 10월, 11월에는 0.5까지 범위가 확

대되면서 첨두점이 하나 더 나타나는 양상이다.

NDVI의 분포양상은 NDTI와 비슷한 비정규 분포이면서 두 개의 첨두점이 나타나는 경향이며 모든 시기에서 첨두점이 

0.6~1 사이에 분포한다. 반면에 NDRI는 -0.6~0사이에 분포하며 2013년 3월, 2013년 11월에는 -0.2를 기준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갈수기인 3월과 11월에서 NDVI를 제외하고 정규분포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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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격자상에서 지하수 함양량 값과 PVI, NDVI, NDTI, NDRI값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Figs. 20~23, 

Tables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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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Intercept Slope R-squared p-value

PVI 13.834 -9.628 1.683E-04 1.36E-01

NDVI 10.750 49.480 2.000E-01 <2.20E-16

NDTI -16.010 128.330 2.188E-01 <2.20E-16

NDRI 8.113 -15.339 1.565E-01 <2.20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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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Intercept Slope R-squared p-value

PVI 2.978 77.849 4.758E-02 <2.20E-16

NDVI -7.225 32.531 2.150E-01 <2.20E-16

NDTI -14.690 119.100 2.127E-01 <2.20E-16

NDRI 10.132 -5.933 3.915E-03 4.549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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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Intercept Slope R-squared p-value

PVI 2.778 107.918 7.489E-02 <2.20E-16

NDVI -9.396 39.210 1.258E-01 <2.20E-16

NDTI -6.790 79.060 1.130E-01 <2.20E-16

NDRI 7.084 -30.336 7.625E-02 <2.20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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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Intercept Slope R-squared p-value

PVI 5.097 18.037 4.582E-03 4.549E-09

NDVI -8.124 20.061 1.344E-01 <2.20E-16

NDTI -7.591 40.592 1.464E-01 <2.20E-16

NDRI 1.002 -17.054 1.059E-01 <2.20E-16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식생과 토양관련 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PVI지수는 p-Value가 2.20E-16보다 큰 시기인 

2013년 3월과 2014년 10월을 제외하면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크면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고, NDVI는 모든 

시기에 대해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NDTI는 모든 시기에 대해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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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가 가장 크면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NDRI는 이전 식생-토양 관련 지수와는 달리 음의 상관

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NDVI와 NDTI는 0과 절대값 0.5를 기준으로 값의 후반부에서 함양량 분포가 높게 나타

난 반면, NDRI와 PVI는 값의 전반부에서 함양량 분포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함양량 분포값이 가장 큰 5월에는 모든 식

생-토양 관련 지수에서 하나의 변곡점을 가진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SWAT-MODFLOW의 월평균 강우량의 증감 

양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강우가 증가한 시기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판단된다.

���

지하수함양은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작용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지만 수치모델링 접근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정량적인 값을 제시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

치모델링 접근 방법 중 하나인 SWAT-MODFLOW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함양량과 위성영상간의 상관성을 분석하

였다. 

빈도분석 결과 지하수 함양량 분포 대비 토양-식생관련 PVI와 NDRI는 정규분포를 보이는 반면, NDVI와 NDTI는 비

정규분포 양상을 띠고 있다. 한편, 회귀분석결과 지하수 함양량 대비 NDVI와 NDTI는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

는 반면, PVI는 상관성이 작고 NDRI는 음의 상관성이 나타난다.

장성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토양-식생 관련식(Bard Soil Line, BSL)을 추정한 결과, 기울기는 약 1.092~1.343

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절편은 약 -0.004~-0.015의 범위였다. 지난 2005~2013년 동안 월평균 지하수 함양량이 상대적

으로 작은 3월, 10월, 11월에는 고밀도 식생을 나타내는 Full Canopy 값은 Red 밴드가 약 0.024~0.039, NIR 밴드가 약 

0.479~0.616으로 나타난 반면, 지하수 함양량이 증가하는 5월에는 Red 밴드가 약 0.113으로 전자에 비해 약 3~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지역에 대한 토양-식생관련 지수 중 NDVI는 지하수 함양 분포와의 회귀식에서 20.1~49.5 

범위의 기울기와 -9.4~10.8 범위의 절편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면, 강우량이 300 mm 이상인 2003년 인도 서부지방에서 지하수 함양과 NDVI의 그래프는 결정

계수 0.8 이상의 포물선 형태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Singhal and Goyal, 2012).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함양량과 토양-

식생 관련 지수의 상관성 그래프에서 결정계수값은 최대 0.2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의 2005~2013년

간 월평균 강우량이 연중 증가하는 5월의 경우 일부 지수를 제외하면 나머지의 경우에서 모두 1개의 변곡점을 가지는 포

물선형태의 상관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강우를 고려하여 지하수 함양과 NDVI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관성 분석이 수행된다면 토양-식생관련 상

관식을 통해 해당지역의 강우와 지하수 함양량의 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위성영상을 통해 토양과 식생분포

의 변화를 추정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과 식생변화도 예측가능하며 이를 적용하여 지하수 함양량 산정 모델링의 

입력값으로 활용한다면 현실성 있게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할 수 있고 토양과 식생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의 예측도 가

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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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표토환경보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20200028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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