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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urface insolation is one of the major indicators for climate research over the Earth
system. For the climate research, long-term data and wide range of spatial coverage from the data
observed by two or more of satellites of the same orbit are needed.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continuity and consistency of the derived products, such as surface insolation, from different satellites.
In this study, surface insolations based on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GOES-9)
and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s (MTSAT-1R) were compared during overlap period using
physical model of insolation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onsistency and continuity between two
satellites through comparison of each channel data and ground observation data. The thermal infrared
brightness temperature of two satellites show a relatively good agreement between two satellites : root-
mean square error (RMSE)=5.595 Kelvin; Bias=2.065 Kelvin. Whereas, visible channels shown a quite
different values, but it distributed similar tendency. And the surface insolations from two satellites are
different from the ground observation data. To improve the quality of retrieved insolations, we have
reproduced surface insolation of each satellite through adjustment of the Cloud Factor, and the Cloud
Factor for GOES-9 satellite is modifi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difference channel data. As a
result, the insolations estimated from GOES-9 for cloudy conditions show good agreement with
MTSAT-1R and ground observation : RMSE=83.439 W m-2 Bias=27.296W m-2. The result improved
accuracy confirms that the modification of Cloud Factor for GOES-9 can improve the continuity and
consistency of the insolations derived from two or more satel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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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표면도달일사량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정보를 제

공하고 식생의 성장과 생태계 동·식물들의 활동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태양광 에너지, 기후

변화연구등인간생활의다양한분야에기초자료로사

용되고 있다. 해양의 경우 산소를 생산하는 플랑크톤의

번식을 위한 중요한 기상 변수중 하나지만 해양에서 직

접 관측은 거의 불가능하며, 지표의 경우 표면도달일사

량을 관측하기 위하여 일부 기상 관측소에서는 일사계

를 이용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 지점을 관측

하기 때문에 지표의 넓은 공간적 범위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염종민외, 2008). 이러한공간적문제를해결

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표면도

달일사량을산출하고있다.

최근에 위성을 이용한 산출 방법으로는 물리적 모델

을기반으로하는많은연구들이진행되었다. 실제물리

적 모델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가 대기 매개

변수와 구름에 의해 어떠한 감쇠 효과를 갖는지를 추정

하여 실제적으로 지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량을 추

정한다. 일반적으로 대기 매개 변수는 표면도달일사량

의 감소량 계산에 있어 수증기, 에어로솔, 오존 및 레일

리산란과같은대기성분에의한 향을고려하며, 구름

감쇠 효과는 구름에 의한 태양에너지의 감쇠 정도를 계

산하는 것이다(Yeom and Han, 2010). Gautier et
al.(1980)은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GOES)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밝기온도와 구

름의 알베도와 흡수량 사이에 단순 선형적인 관계를 이

용하여 표면도달일사량을 산출하 고, Kawamura et

al.(1998)은 해양에 대해 위성 관측 알베도를 이용한 구

름 감쇠 정도를 계산하는 물리적 식을 이용하여 표면도

달일사량을 산출하 다. Tanahashi et al.(2001)는
Gautier et al.(1980)와 Kizu(1995)의 모수화 된 계수

와식을기반으로구름감쇠에대한비율을알베도와적

외 온도에 대한 look up table(LUT)을 이용하여 8-

14%의정확도로표면도달일사량을실시간으로산출가

능한 물리 모델을 제시하 다. 또한 Kawai and

Kawamura(2005)는 Kizu(1995)가 제시한 구름 알베

도와태양복사흡수의선형적인관계식모델을이용하여

지표와 해양에 대한 표면도달일사량을 산출하 고, 지

표는 지상관측 값과의 일치성이 높았지만, 해양은 저위

도로 갈 수 록 불일치성이 크게 나타났다. Yeom and

Han(2011)은 Kawamura et al.(1998)의 물리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표면도달일사량 산출에 가장 중요한 요

소인 구름 감쇠 효과에 대한 비율을 알베도와 태양천정

각에 의한 LUT를 적용하여 표면도달일사량을 산출하

다.

앞선 연구들이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표면도달일사

량을 산출하는 많은 방법을 제시하 다. 특히 정지궤도

위성은대륙규모의표면도달일사량산출이가능하며, 1

km 이상의 공간해상도와 1시간 이상의 시간해상도로

관측하여 기후와 에너지 수지 연구에 관한 자료의 제공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Otkin et al., 2005). 기후

분야에 관한 연구는 장기적 변화를 관찰하기 때문에 10

년 이상의 시계열 자료를 필요로 하며 표면도달일사량

은 기후분야 연구에 입력 자료로 활용 된다. 위성의 수

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표면도달일사량 시

계열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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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모델을 이용하여 GOES-9과

MTSAT-1R 위성의중복관측기간동안의표면도달일사량을산출하고, 두위성의채널자료와실측치비교

를 통해 위성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 다. 두 위성의 적외 채널 온도는 매우 잘

일치하는경향을보 다 : RMSE=5.595 Kelvin; Bias=2.065 Kelvin. 반면에, 가시채널은다른값의분포

를 보 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 다. 그리고 두 위성으로부터 산출 된 표면도달일사량은 실측치와 일치성이

낮았다. 표면도달일사량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구름감쇠계수 조정을 통해 표면도달일사량 산출물을 재생산하

다. 그리고채널자료의비교분석을통해GOES-9 위성을위한구름감쇠계수를생산하 다. 그결과, 구

름 효과를 고려한 GOES-9의 표면도달일사량 산출물은 MTSAT-1R과 실측치에 대해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 다 : RMSE=83.439 W m-2; Bias=27.296W m-2. 구름감쇠계수 조정을 통해 향상 된 정확도는 두 개

이상의위성으로부터산출된표면도달일사량산출물의연속성과일관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고 관측하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위성 자료를 이용해
야한다. 또한서로다른위성자료를활용하여표면도달
일사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위성의 관측 특성이 다
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표면도달일사량을 균질한
품질로산출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는 Multi-
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s(MTSAT-1R)과
GOES-9 위성자료로부터중복관측기간동안표면도
달일사량을 산출하고 산출 된 두 위성의 표면도달일사
량에 대한 시간적 연속성과 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키
는방법을제시하 다.

2. 자료및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성자료는 동아시아 지역 관측
을 위해 2005년 6월 20일에서 30일 까지 11일 동안 기
상청에서 수신한 Japanese Meteorological
Agency(JMA)의 MTSAT-1R 자료와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의 GOES-9 자료를 사용하 다. GMS-5 기상 위성의
운 이종료되고후속위성인MTSAT의발사가실패함
에 따라 후속 기상위성인 MTSAT-1R이 발사, 정상 운
용될 때까지, 미국의 GOES-9 위성은 궤도를 옮기고
시험운 기간을거쳐2003년 5월22일09시부터동아
시아 지역의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되었다(강치호 외,
2004). 검증을 위한 지표 일사계 관측 자료는 동일기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한반도 22개의 관측소 자료를 이
용하 으며 관측소의위·경도정보는Table 1과같다.
MTSAT-1R과 GOES-9 위성은 4km의 해상도로 5개
의관측채널을가지고있으며, 1개의가시채널과4개의
적외 채널 온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두 위성의 채널
정보는Table 2와같으며, 22개지점에대한위치정보
는Fig. 1과같다. 위성채널자료중표면도달일사량산
출 알고리즘에 있어 Table 2의 가시 채널(VIS)은 구름
감쇠 효과를 계산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적외
채널 온도(TBB: Temperature of Black Body) 1번
(IR1)과 2번(IR2)은 수증기에 의한 향을 추정하기 위
한 입력 자료로 사용하 다. 표면도달일사량 최종 산출
물은22개지점에대한매정시를기준으로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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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ocation information of 22 meteorological stations for the study

Station name Latitude(°N) Longitude(°E) Station name Latitude(°N) Longitude(°E)

Deagwallyeong 37.66 128.78 Andong 36.59 128.68

Chuncheon 37.91 127.71 Pohang 36.04 129.37

Gangneung 37.75 128.89 Daegu 35.88 128.60

Seoul 37.55 126.97 Jeonju 35.81 127.13

Incheon 37.46 126.63 Gwangju 35.15 126.86

Wonju 37.32 127.92 Busan 35.12 129.00

Suwon 37.28 126.97 Mokpo 34.79 126.38

Seosan 36.79 126.47 Heuksando 34.69 125.43

Cheongju 36.65 127.47 Jeju 33.49 126.50

Daejeon 36.34 127.35 Gosan 33.27 126.15

Chupungueong 36.20 128.01 Jinju 35.14 128.04

Station name Latitude(°N) Longitude(°E) Station name Latitude(°N) Longitude(°E)

Table 2.  Characteristics of geostationary satellite

Satellite Channel Wavelength range Satellite Channel Wavelength range Overlap Period
(mm) (mm)

VIS 0.55-0.75 VIS 0.55-0.90

IR1 10.2-11.2 IR1 10.3-11.3 2005.06.20.

GOES-9 IR2 11.5-12.5 MTSAT-1R IR2 11.5-12.5 ~06.30.

IR3(WV) 6.5-7.0 IR3(WV) 6.5-7.0 (11days)

IR4(NIR) 3.8-4.0 IR4(NIR) 3.5-4.0

Satellite Channel
Wavelength 

Satellite Channel
Wavelength 

Overlap Periodrange(mm) range(mm)



본 연구에서는 두 위성자료와 위·경도자료, 위성보

기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천시와 구름 존재시에 대한 각

각의표면도달일사량을산출하고지상관측자료와비교

검증을 수행하 으며 채널자료의 비교를 통해 두 위성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최종 표면도달일사량 값을 산출

하 다(Fig.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면도달일사량 알고리즘은

Gautier et al.(1984), Kizu(1995)와 Kawamura et

al.(1998)의물리모델에기초하여MTSAT-1R 위성자

료를기반으로만들어졌으며, 구름감쇠효과에대한단

순조견표를활용하여표면도달일사량산출물을생산하

는 알고리즘이다(Yeom et al. 2006; Yeom and Han,

2010; Yeom et al. 2011). Fig. 3은본연구에서이용한

표면도달일사량알고리즘의개념도이다. 본알고리즘에

서각화소의태양천정각은Spencer(1971)의태양과지

구의거리를기반으로관측날짜와관측시간정보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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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pyranometer sites in Korea

Fig. 2.  Diagram of the study method



용하여간단하게계산되고, 그다음대기투과매개변수

계산 과정을 거쳐 구름 존재 유무를 판단하여 구름화소

와청천화소로나누어지게되는데이는가시채널과적외

채널온도값으로부터결정된다(Saunders and Kriebel

1998). 구름 화소의 표면도달일사량 값은 구름 강도에

매우강하게의존하기때문에단순화된구름감쇠계수

를적용하여최종표면도달일사량을산출하게된다.

식 (1)과 (2)는 구름 감쇠 효과를 고려한 Kawamura

et al.(1998)의 물리모델을 나타낸 것이며, 식 (3)은 본

연구에서사용한구름감쇠계수(Cloud Factor)를사용

한 표면도달일사량 산출 식을 나타낸 것이다(Yeom et
al. 2011). 각계수에대한설명은(4)와같다.

S = (SI + SR + SA)·(1 _ a·A) (1)

A = (2)

S = (SI + SR + SA)·CF (3)

SI : Direct solar insolation
SR : Solar insolation by Rayleigh scattering
SA : Solar insolation by Aerosol scattering (4)
a : Insolation attenuation value by cloud
A : Albedo\
R : Reflectance by cloud
CF : Cloud Factor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 된 두 위성의 표면도달일사량

값은 정확도 비교를 위해 지표 일사계 값과 비교하 으

며, 두위성간의표면도달일사량차이점분석을위한상

호비교도실시하 다. 또한, 표면도달일사량산출에입

력 자료로 사용 된 두 위성의 가시채널과 적외 채널 온

도의 값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 다. 표면도달일

사량과 채널 값의 비교를 통해 두 위성에서 산출 된 표

면도달일사량 값 차이의 원인을 찾아내고, GOES-9을

기반으로 산출 된 표면도달일사량 값의 보정을 위해

Cloud Factor LUT를 조정하여 표면도달일사량 값의

정확도를향상시켰다.

3. 결과및분석

Fig. 4(a)는 2005년 6월 20일에서 30일까지 11일간

의중복기간동안MTSAT-1R과GOES-9 위성을입력

자료로산출된표면도달일사량값을비교한것이다. 전

체적으로0에서 800W m-2 사이의값에분포하고있지

만, GOES-9의표면도달일사량값이MTSAT-1R에비

해 과대 추정되고 있다 : RMSE=169.86 W m-2; Bias=

-142.16 W m-2. Fig. 4(b)와 Fig. 4(c)는 지표 일사계

실측치와 두 위성과의 표면도달일사량 값을 비교한 것

이다. GOES-9은 뚜렷한 경향 없이 전체 값의 범위에

서 매우 과대 추정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RMSE

=157.50 W m-2 ; Bias=113.43 W m-2. MTSAT-1R은

값이 낮을수록 실측치와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고 GOES-9보다 상대적으로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

고있다: RMSE=104.32 W m-2 ; Bias=-28.73 W m-2.

결과적으로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출 된 중복

기간 동안의 표면도달일사량은 GOES-9이 MTSAT-

1R과 실측치보다 과대 추정되고 있었다. 두 위성의 시

계열적 연속적인 사용과 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조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두

위성과실측치에대한표면도달일사량의전체적인비교

결과는Table 3과같다.

두 위성에 표면도달일사량 값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입력자료로사용한두위성의채널자료비교를통해

원인을 분석하 다. 표면도달일사량 산출을 위해 두 위

성의가시채널과적외채널온도TBB1과 TBB2 자료를

R
cos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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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the insolation estimation algorithm based
on phys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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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insolation during overlap period. (a) GOES-9 insolation vs MTSAT-1R insolation (b) GOES-9 insolation vs
Measured insolation. (c) MTSAT-1R insolation vs Measured insolation

Table 3.  Error statistics comparison of estimated insolation and measured insolation during overlap period

GOES-9 insolation MTSAT-1R insolation Measured insolation

GOES-9 insolation
RMSE(W m-2) 169.86 157.50

Bias(W m-2) -142.163 113.431

MTSAT-1R insolation
RMSE(W m-2) 169.86 104.32

Bias(W m-2) -142.163 -23.732

GOES-9 insolation MTSAT-1R insolation Measured insolation

Fig. 5.  Comparison of channel data between two satellites (a)TBB1 channel (b) TBB2 channel (c) VIS Channel (d) difference
between VIS channel and estimated insolation



사용하 다. 적외 채널 온도는 수증기의 향에 민감도

가 높은 두 채널의 밝기 온도차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수증기 향을추정한다. 가시채널은태양과구름그리

고 위성과의 상대적인 기하학적 특성에 기인한 반사도

를관측한값으로구름두께및온도에따라그값이변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름의 향이 클수록 반사도 값은

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Fig. 5(a)는중복기간동안

GOES-9과 MTSAT-1R의 TBB1 채널의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며Fig. 5(b)는TBB2 채널의값을비교한그래

프이다. TBB1과 TBB2 채널 모두 매우 잘 일치하는 경

향을 보 다 TBB1 채널의 RMSE는 5.496 Kelvin,

Bias는 1.456 Kelvin 이었으며, TBB2 채널의 RMSE

는5.689 Kelvin, Bias는2.669 Kelvin의값을보 다.

그 결과 TBB1과 TBB2 채널에 대한 차이는 매우 적어

표면도달일사량 최종 산출물에 대한 향이 미미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Fig. 5(c)는 중복기간 동안 두 위성의

가시채널 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두 위성의 가시채널을

비교한 결과 값은 응집 된 선형적인 분포를 보 으나,

MTSAT-1R의 가시채널이 GOES-9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게 관측 되는 경향을 보 다 : RMSE=0.167;

Bias=0.142. Fig. 5(d)는 두 위성의 가시채널의 차이와

표면도달일사량의 차이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두

위성의가시채널의차이가커질수록산출된표면도달

일사량값의차이도커지는것을볼수있다. 이는가시

채널의 차이가 두 위성의 표면도달일사량 값의 차이에

큰 향을 미치며,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면 두 위성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위성의 채널 값을 비교한

전체결과는Table 4와같다.

표면도달일사량 산출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Cloud

Factor는 구름에 의한 태양에너지 감쇠 정도를 결정짓

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가시채널과 태양천정각

의 값에 따라 감쇠 정도가 변화하게 된다. 동일 시간에

태양천정각의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가시 채

널의차이가Cloud Factor에 향을미친다. MTSAT-

1R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Cloud Factor를 가시 채널의

차이를 고려하여 GOES-9 위성의 특성에 맞추어 재생

산하는것은표면도달일사량산출물의정확도를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존의 Cloud Factor LUT는

Fig. 6(a)와 같다. 기본적으로 Cloud Factor는 구름에

의한 감쇠량 추정 시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구름 반

사도와 구름의 투과 길이를 결정하는 태양천정각 값에

대한 단순 조견표이다. 즉,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름 복

사 물리에 대한 단순화 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시간

표면도달일사량값을산출하기위해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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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rror statistics comparison of each channel during
overlap period

TBB1(K) TBB2(K) VIS

RMSE 5.496 5.689 0.167

Bias 1.456 2.669 0.142

TBB1(K) TBB2(K) VIS

Fig. 6.  Cloud factor Look Up Table. (a) based on MTSAT-1R (b) based on GOES-9 (new method)



중복기간 동안 두 위성에서 관측 된 가시 채널의 최

대반사도값은GOES-9은0.5844 MTSAT-1R에서는

0.8413의값으로매우큰차이를보 다. Fig. 5(c)에서

나타난 선형적인 분포의 결과로 부터 두 위성의 가시채

널의차이를단순선형회귀방식을이용하여식 (5)와같

은결과를도출하 다.

rGOES
_ 

9 = 0.579·rMTSAT
_ 

1R + 0.0354 (5)

rMTSAT-1R은MTSAT-1R의가시채널이고 rGOES-9

은 GOES-9의 가시 채널 관측 값이다. 위 관계식으로

부터Cloud Factor LUT의가시채널구간에적용하여

단순 수학적 계산을 통해 GOES-9에 최적화된 Cloud

Factor LUT를 생산하 다. 최종적으로 생산 된

GOES-9의 새로운 Cloud Factor LUT는 Fig. 6(b)와

같다. 기존에 MTSAT-1R 위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Cloud Factor LUT보다 가시채널에 따른 적용 구간이

좁아졌으며, 이는MTSAT-1R과GOES-9이가지는가

시채널의관측특성이다르기때문이다.

최종적으로 GOES-9 위성 자료를 GOES-9에 최적

화 된 Cloud Factor LUT를 적용하여 표면도달일사량

을 산출하 다. Fig. 7과 Fig. 8은 GOES-9에 조정된

Cloud Factor LUT를 적용한 표면도달일사량 값을 비

교한 그림이다. 두 위성간의 차이는 기존의 동일한

Cloud Factor LUT를적용하 을때보다RMSE는약

86.421 W m-2, bias는 약 169.46 W m-2 감소되었으

며, 실측치와 GOES-9의 표면도달일사량 값을 비교하

을때도RMSE는약87.97 W m-2 , bias는약88.42

W m-2 감소되었다. 조정된Cloud Factor LUT를적용

한전체적인결과는Table 5와같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2005년6월20일에서30일까지11일

동안의 MTSAT-1R과 GOES-9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22개 지상관측 지점에 대한 표면도달일사량을 산출하

다. 중복관측기간동안두위성의표면도달일사량값

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두 위성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큰 차이를 보 다. 입력

자료를비교한결과적외채널온도는차이가거의없었

고가시채널의차이로부터오차요인을찾을수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GOES-9 위성에 최적화 된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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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e with GOES-9 estimated insolation and
measured insolation (new method)

Fig. 7.  Compare with MTSAT-1R and GOES-9 estimated
insolation (new method)

Table 5.  Error statistics comparison with previous and new
cloud factor for GOES-9 during overlap period

Comparison with each factor RMSE Bias
(overlap period) (W m-2) (W m-2)

GOES-9 vs Previous 169.86 -142.163

MTSAT-1R new method 83.439 27.296

GOES-9 vs Previous 157.500 113.431

Measurement new method 69.533 25.012

Comparison with each factor RMSE Bias
(overlap period) (W m-2) (W m-2)



Factor LUT를 생산하 고, 이를 적용하여 각 위성의
표면도달일사량을 산출한 결과 두 위성의 차이를 개선
하고일관성연속성을확보할수있었다.

기후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표면
도달일사량 자료의 장기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각 위성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알고리즘의 개
선이 선행되어야한다. 두 위성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의 중복 관측 기간은 11일로 매우 짧다. 더욱 개
선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중복 관측
기간을가지는위성자료를활용한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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