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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note introduces the procedure of the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applied to

the eddy covariance data collected at the two KoFlux sites (i.e., Gwangneung forest and Haenam

farmland). The quality control was conducted through several steps based on micrometeorological

theories and statistical tests. The data quality was determined at each step of the quality control

procedure and was denoted by five different quality flags. The programs, which were used to perform

the quality control, and the quality assessed data are available at KoFlux website (http://www.

koflu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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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에디 공분산 기술은 지표에서의 에너지와 물질의 순

환을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Baldocchi et al., 1988; Wilson et al., 2002; Kim et

al., 2006). 이 에디 공분산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다양

한 육상생태계를 대표하는 플럭스관측 지역 네트워크(예

를 들면, AmeriFlux, CarbonEurope, AsiaFlux)가 대륙

별로 활성화되어 있다. 에디 공분산은 관측대상지의

균질함과 잘 발달된 난류장 및 정상성(stationarity)을

만족하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연

속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에디 공분산 관측에서 항상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고(Baldocchi, 2003; Finnigan et al., 2003; Lee,

1998; Yuan et al., 2007), 이러한 가정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얻어진 자료는 관측 오차와 불확실성이 커서

자료의 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자료를 제거한 양질의 에디 공분산 자료를 얻기 위해

서는 미기상학적/통계학적 분석에 근거한 자료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Foken and Wichura, 1996; Aubinet

et al., 2000; Foken et al., 2004; Ruppert et al.,

2006). 이 연구노트 단보에서는 KoFlux 관측지인 광

릉 산림지(2004년 10월~2007년 9월)와 해남 농경지

(2004년 1월~2006년 12월)에서 관측된 30분 평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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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이용하여, 1) 에디 공분산 자료의 품질을 관리·

보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2) 품질 보증된 자료의 예

를 보여주고, 3) 품질 관리 및 보증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2.1. 관측 기기와 관리

광릉 산림지와 해남 농경지의 플럭스 타워에서는 3

차원 초음파 풍향·풍속계(Model CSAT3, Campbell

Scientific Inc., Logan, Utah, USA)를 이용하여 유선

속도(u), 측면속도(v), 연직속도(w)와 온도(T
s)를 측정하

고, 고속반응 적외선 기체분석기(Model LI-7500, LI-

COR Inc., Lincoln, Nebraska, USA)를 이용하여 이

산화탄소(ρ
c)와 수증기(ρw)의 농도를 측정하였다(자세한

정보는 Choi, 2003; Hong et al., 2003; Lee et al.,

2003; Yuan et al., 2007을 참고). 에디 공분산 관측은

광릉 산림지의 경우 지상 40 m, 해남 농경지의 경우

20 m에서 관측된 에디 공분산 자료를 사용하였다. 에

디 공분산 자료와 함께 기상변수(예를 들면, 복사, 온

도, 습도, 토양 온도, 토양 수분 등)도 측정되었다. 정

기적인 관측 기기의 관리에 관한 정보는 관측지 야장

에 기록되었으며, 관측시 상황을 추정하는데 자료의

품질 검증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3차원 초음파 풍향·풍속계의 영점 점검과 같은 기기

의 오차 측정과 보정(예를 들면, 기체분석기의 영점과

범위 보정)은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전자는 실험실에서, 후자는 관측지에서 각각 수행하였다.

2.2. 자료의 품질 관리 및 분류 

KoFlux에서 관측된 에디 공분산 자료는 미기상학적

/통계학적 분석을 근거로 Fig. 1의 단계를 거쳐 처리

되었다. 품질 관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정확한 플럭스값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 과정과 자료의

질의 등급을 결정하고 표시(flag)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져 있다. 품질 관리를 거치는 동안 품질의 정도에 따

라 5단계(G: Good, D: Dubious, B: Bad, M: Missing,

FA: Further Analysis)로 구분된다(Table 1). G는 양

질의 자료, D는 의심스럽고 판단의 근거가 모호한 자

료, B는 저질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 M은

집록이 되지 않는 자료, 그리고 FA는 의심스럽지만

나쁘다고 판정할 근거가 없는 자료로서 필요시 심층분

석이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분류된 품질 등

급은 자료와 함께 기록된다. 품질 관리의 각 단계의

간략적인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2.2.1. 튀는 자료(Spike) 1차 점검

집록된 30분 자료(u, v, w, Ts, ρc와 ρw)는 플럭스 계

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플럭스 계산 이전에 자료의 질

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주어진 자료 기간(예를 들면,

1개월 혹은 1년)동안 각각의 변수에 대해 자료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주어진 기간에서 각 자료

의 평균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4배 이하이면 품질이 G

로 표시하고 4배 이상이면 품질이 D로 표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M과 B

등급의 자료들이 결정된다.

2.2.2. 풍향 계산

풍향은 플럭스자료의 발원(source)을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한 풍향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3차원 초음파

풍향·풍속계에서 관측된 바람성분(u와 v)과 기기가 가

리키는 방향과 진북 방향 사이의 각으로부터 풍향을 계

산할 수 있다(http://www.campbellsci.com/documents/

manuals/csat3.pdf). 관측 기간동안 3차원 초음파 풍향·

풍속계의 진북으로부터의 각도는 광릉은 96o, 해남은

175o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풍향을 계산하였다.

Fig. 1. Schematic chart of quality control (QC) process. G,

D, B, M, and FA indicate good, dubious, bad, missing, and

further analysi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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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평면 맞추기 회전(Planar Fit Rotation)

에디 공분산 방법을 이용한 플럭스 관측에 좌표 회

전이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좌표

회전은 바람이 평평한 지역위로 분다는 전제아래 두

바람성분이 0이라고 가정한다( ). 실제 관측지

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기 어려우므로, Wilczak

et al.(2001)이 제시한 평면 맞추기 회전(planar fit

rotation, PFR)을 적용시켰다(Yuan et al., 2007). 관

측 타워 주위의 지형 기복이 일정하지 않은 광릉의

경우, 바람 방향을 30o 구간으로 나누어 PFR 계수를

계산하였고 이를 좌표회전에 적용하였다. 관측지가 비

교적 완만한 해남의 경우, 관측된 전체 자료에 대해

PFR 계수를 산출하여 좌표 회전에 적용하였다.

2.2.4. Webb-Pearman-Leuning(WPL) 계산

낮 동안 현열과 잠열이 대기로 수송될 때, 가열된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 상승한다. 반면, 밤에는 현열과

잠열이 지표로 수송되고, 냉각된 공기의 밀도가 높아

져 하강한다. 이러한 공기 밀도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연직바람이 생긴다. 에디 공분산

방법은 플럭스를 두 성분의 공분산(예를 들면, )

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수송에 의한 밀도

차이의 변화로 생기는 연직바람의 효과를 고려하지 못

한다(Webb et al., 1980). WPL 계산은 밀도 차이에

의한 연직바람성분으로 생길 수 있는 플럭스를 정량화

하여 에디 공분산으로 관측된 플럭스에 감안해 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WPL 효과를 고려하여 수증기

와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산출하였다. 

2.2.5. 적외선 기체분석기의 가열 계산

고속반응 적외선 기체분석기가 일사에 의해 가열되

거나 기기내부의 전기시스템(예를 들면, 광선 단속 장

치 모터)에 의해 자체적으로 가열될 경우, 생성된 열

에 의해 기기를 지나가는 공기가 더워져 팽창하고 부

v w 0= =

w′ρ
c
′

Table 1. Data quality flag description with cases and examples

Flag Case Example

M
‡

No measurement

No value recorded in the data

Unreasonable value of the recorded data

NAN and NA

INF, -6999, and -99999

B
‡

N_Tot§ criterion N_Tot < *18000 

CSAT3_Warning_Tot※ criterion CSAT3_Warning_Tot > *18000 

IRGA_Warning_Tot※ criterion IRGA_Warning_Tot > *18000 

Data collected during instrument maintenance and/or repair Refer to field notebook for this information

Large change of automatic gain control of IRGA

CO2 flux data showing carbon sink at night after density

corrections†

D
‡

N_Tot criterion *18000 < N_Tot < 19/20*18000 

CSAT3_Warning_Tot criterion *18000 < CSAT3_Warning_Tot < 19/20*18000 

IRGA_Warning_Tot criterion *18000 < IRGA_Warning_Tot < 19/20*18000 

Data showing over > 4 standard deviation from a mean value

during a given period 
*18000 < N_Tot < 19/20*18000 

Ambiguous data
Ambiguous data with no concrete reason to assess

the error of the data

Data collected over rainy conditions

FA
‡ Data required for further analysis

Data seemed to have obvious error, but the phenomena

of the data can be possibly explained with other

micrometeorological variables

G
‡ Data passed after filtering above all flags

‡M, B, D, FA and G indicate missing, bad, dubious, further-analysis, and good, respectively. 
§N_Tot is the total sampling number (i.e., 18000 points) collected with 10Hz sampling rate during 30 minutes. 
※CSAT3_Warning_Tot and IRGA_Warning_Tot indicate the total warning numbers collected from a sonic anemometer
(Model CSAT3) and an infrared gas analyzer (IRGA), respectively. 
†Density corrections include Webb-Pearman-Leuning (WPL) and IRGA heat cor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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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생겨 연직바람이 생긴다. 위의 WPL 계산과정에

서 설명되었듯이, 이 밀도 변화로 생성된 연직바람은

플럭스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보정

이 필요하다(Grelle and Burba, 2007). 본 연구에서

는 Grelle and Burba(2007)의 방법에 따라 관측된

플럭스 자료를 보정하였다. 

2.2.6. 튀는 자료 2차 점검

2차 점검에서는 1차에서 점검된 30분 평균 자료의

공분산 값으로 계산된 플럭스 자료중에서 튀는 값들을

점검한다. 1차 점검과 같이 주어진 자료의 기간 동안

플럭스 값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계산

된 평균 자료로부터 플럭스 값이 4배 이하의 표준편

차를 보이면 G, 4배 이상의 표준편차를 보이면 D로

품질을 분류하였다.

2.2.7. 적분 난류 특성 점검 (Integral Turbulence

Characteristics Test)

에디 공분산 기술은 활성화된 난류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난류가 약하거나 발생하

지 않는 경우, 관측된 플럭스 값은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난류 발생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분 난류 특성

(Integral Turbulence Characteristics, ITC)점검이 널리

사용되며, 주로 연직 풍속과 온도에 적용된다(Wyngaard

et al., 1971; Kaimal and Finnigan, 1994; Foken and

Wichura, 1996). 이 연구에서는 에디 공분산 시스템으

로 관측된 난류 통계량을 Kaimal and Finnigan

(1994)이 제시한 것과 같이 대기안정도((z-d)/L, 여기서

z는 관측 높이, d는 영면 변위 길이, L은 Obukhov 길

이)에 따라 불안정(-2 < (z-d)/L < 0), 중립(0 < (z-d)/

L < 1), 안정(1 > (z-d)/L)으로 구분하였다. 각 안정도 구

간별로 자료를 bin-average를 취하고 연직 풍속만을 사

용하여 Kaimal and Finnigan(1994)에서 제시된 방정식

으로부터 각 안정도 구간에 맞는 경험상수를 계산하였

다. 얻어진 경험상수를 방정식에 도입하여 계산한 ITC

와 실제 ITC의 차이가 40% 이하인 경우에는 ITC 평

가를 만족, 즉 난류가 잘 발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때

의 자료는 G로, 나머지 자료는 B로 분류하였다.

2.2.8. 시계열 그리기

품질표시가 D인 경우, 플럭스 자료와 기상 자료가

함께 고려되어 D 자료의 최종품질(D, B, 혹은 FA)이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엑셀 및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VB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 또는 월

단위의 그래프를 그리고, 연구자가 일일이 시계열 자

료의 변화 패턴과 크기를 점검하였다. 이 과정을 걸쳐

최종 품질 보증된 자료 중 D, M과 B로 표시된 자료

는 최종 자료보고에서 삭제되고 G와 FA로 표시된 자

료만 남게 된다. 

자료 품질 관리의 한 방법으로 에너지 수지의 닫힘

을 점검할 수도 있다(Aubinet et al., 2000). 그러나

이러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발원지가 서로

다른 관측 기기들로부터 생기는 샘플링 오차, 기기 자

체의 오차, 일반적인 에디 공분산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은 저류항과 이류항 등이 먼저 심도 있게 다루어져

만 한다(Wilson et al., 2002; Foken et al., 2006;

Kim et al., 2006). 

 

III. 결과 및 고찰

Fig. 2는 광릉에서 관측된 플럭스(증발산, 현열, 이

산화탄소)의 일변화를 품질 보증 전과 후로 나누어 비

교한 것이다. 6:00~12:00 사이에 관측된 플럭스 값은

위에 기술된 방법에 의해 G를 받지 못했고(Fig. 2A,

2C, 2E), 이런 값들은 품질 관리 및 보증 과정에서

제거되었다(Fig. 2B, 2D, 2F). G로 분류되지 못한

자료 중 50~57%의 자료는 ITC 평가에서 B로,

30~40%의 자료는 2차 튀는 자료 점검에서 B로 분류

되었다. 최종 자료에서 두 관측지에서의 G 등급 자료

는 전체의 38~67%를 차지하였으며 광릉이 해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Fig. 3). B 등급의 경우, 광릉이

해남에 비해 높은데, 광릉의 B 등급 자료의 약 30%

가 ITC 평가에서 B 등급으로 분류된 것이었다. 이는

복잡지형인 광릉에서 자료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대기

안정도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준다. 

복잡지형인 광릉에서는 심층분석(FA)이 요구되는 자

료가 약 2%를 차지한다. 비교적 짧은 시간(Case1과

Case2 구간)에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크게 변화(예를

들면, 발원에서 흡원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다(Fig.

4A). 난류가 잘 발달되고 복사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Fig. 4B),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변화는 풍향과

지형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풍향이 변하

면 에디 공분산이 관측하는 발자국(footprint), 즉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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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발원지가 달라지게 된다. 풍향이 90o에서 180o로

변할 때(Case1) 플럭스 발원지는 활엽수에서 침엽수

림과 활엽수가 섞인 혼합림으로 변하게 된다. 풍향이

180o에서 360o로 변할 때(Case2) 플럭스 발원지는

혼합림에서 활엽수로 바뀌게 된다. 관측 타워로 불어

오는 바람은 풍향이 변하면서 산측면에서 산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변한다. 이러한 경우, 식생과 지

형의 변화로 플럭스의 수평변화(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10 ppm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미기상학 이론에 근거한 정량적 자료의

품질 보증과 더불어 관측지의 특성을 고려한 주관적

해석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하여 준다. 

Fig. 2. Diurnal patterns of evapotranspiration (ET), sensible heat flux (H), and carbon flux (Fc) before (A, C, and E) and after

(B, D, and F) the quality control on May 10, 2006 at Gw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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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equency of the data quality flag for evapotranspiration (ET), sensible heat flux (H), and carbon flux (Fc) after the

quality control. G, D, B, M, and FA indicate good, dubious, bad, missing, and further analysis, respectively.

Fig. 4. Example of further analysis (FA) case in the data collected at Gwangneung in April 24, 2006. ET, Fc, WD, PAR, and

(z-d)/L indicate evapotranspiration, carbon flux, wind direction,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and atmospheric stabilit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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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0분 평균 에디 공분산 자료의 품질

관리와 보증 방법을 제시하였다. 복잡지형의 경우에는,

관측지의 지형과 지표피복 상태를 고려한 발원지 분석

을 병행해야 함을 확인하였다(Gockede et al., 2004;

Rebmann et al., 2005). 30분 자료를 사용하는 품질

관리는 생자료(예를 들면, 10Hz 자료)를 이용한 난류

의 정상성 평가나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현재 30분 자료와 생자료의 품질 관리와 보증을

접목하는 방법이 진행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품질관리 프로그램과 최종 자료는 KoFlux 웹사이트에

서 이용 가능하다(http://www.koflux.org).

적 요

이 연구노트에서는 KoFlux 관측지인 광릉 산림과

해남 농경지에서 관측된 에디 공분산 자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보증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자료의 품질

관리는 미기상학적/통계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8 단계

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자료의 품질에 따라 5 등

급으로 분리되어 표시되었다.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과 품질 보증된 최종 자료는 KoFlux 웹사이

트(http://www.koflux.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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