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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해역의 클로로필 농도 추정을 위한 
초분광 및 위성 클로로필 영상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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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Hyperspectral and Satellite Image 
for the Estimation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on Coastal Areas

Jisun Shin 1), 2)·Keunyong Kim3)·Joo-Hyung Ryu 4), 5)†

Abstract: Estimation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CHL) on coastal areas using remote sensing has
been mostly performed through multi-spectral satellite image analysis. Recently, various studies using
hyperspectral imagery have been attempted. In particular, airborne hyperspectral imagery is composed
of hundreds of bands with a narrow band width and high spatial resolution, and thus may be more
effective in coastal areas than estimation of CHL through conventional satellite image. In this study,
comparative analysis of hyperspectral and satellite-based CHL images was performed to estimate CHL
in coastal areas. As a result of analyzing CHL and seawater spectrum data obtained by field survey
conducted on the south coast of Korea, the seawater spectrum with high CHL peaked near the wavelength
bands of 570 and 680 nm. Using this spectral feature, a new band ratio of 570 / 490 nm for estimating
CHL was propos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etween band ratio and the measured CHL were
generated new CHL empirical formula. Validation of new empirical formula using the measured CHL
showed valid results, with R2 of 0.70, RMSE of 2.43 mg m-3, and mean bias of 3.46 mg m-3. As a result
of applying the new empirical formula to hyperspectral and satellite images, the average RMSE between
hyperspectral imagery and the measured CHL was 0.12 mg m-3, making it possible to estimate CHL
with higher accuracy than multi-spectral satellite images. Through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it is
possible to provide more accurate and precise spatial distribution information of CHL in coastal areas
by utilizing hyperspectral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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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물성플랑크톤(phytoplankton), 부유물질(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M), 용존유기물질(dissoved organic

matter, DOM) 등의해수성분들의탐지에는다분광위

성 자료들이 다수 활용되어 왔다(O’ Reilly et al., 1998;

Min et al., 2015; Kim et al., 2016). 다분광 위성 자료는 넓

은 밴드 폭으로 인해 해양 대상체의 특성을 잘 나타내

는특정스펙트럼영역의정보를수집하기어렵다(Kim

et al., 2005). 특히, 육상에 비해 근적외선 영역에서 보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미세한 흡광과 반사가 이루어지는

해수의 경우 제한적인 밴드 수와 넓은 밴드 폭의 파장

정보를 통해 해수 성분들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Gordon et al., 1980; Carder et al., 1991). 해색센서의경우

육상 센서보다 좁은 밴드 폭의 밴드를 갖고 있어 해수

성분의 구분이 용이할 수 있지만, 낮은 공간 해상도로

인해연안해역에서는마스킹될확률이높기때문에해

수성분들의세밀한공간분포를파악하기어려운단점

이 있다. 반면 육상 센서는 높은 공간 해상도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파장 밴드 폭이 넓기 때문에 해수 성분들

의추정에있어제한이있다.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 Imagery)은 10 nm이하의

비교적 좁은 밴드 폭을 가진 최소 10개 이상의 분광 밴

드를 가진 영상을 의미하며, 기존 다분광 위성 영상의

한계점을보완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Shaw and

Burke, 2003). 초분광 영상을 통해 획득되는 수많은 밴

드의 분광 정보는 지표 대상물 및 해수 표면의 고유

반사 특성이 보다 정밀하게 기록된 자료이므로 이를

통해 해수 구성 성분의 식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위성기반 초분광 센서로는 NASA의 MODIS,

Hyperion, hyperspectral imager for the coastal ocean(HICO)

가 있다. MODIS는 Terra및 Aqua위성에 탑재된 센서

로 400 nm부터 14,400 nm까지 36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고, HYPERION은 10 nm간격으로 400 nm부터 2500

nm까지총 220개밴드로구성된NASA의 EO-1 위성에

탑재된 초분광 센서이다. HICO는 NASA의 연안 관측

용위성기반초분광센서로 5.7 nm간격으로 400 nm부

터 900 nm까지 87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기 기

반 초분광 센서로는 224개 밴드로 구성된 NASA의

airborne visible/infrared imaging spectrometer(AVIRIS)가

대표적이며, SPECIM사의 AISA Eagle센서나 ITRES

사의 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CASI) 센

서도항공기에탑재되어다양한연구분야에서활용되

고 있다(Lee et al., 2018; Jeon et al., 2019). 항공기 기반 초

분광 영상은 위성 기반 초분광 영상에 비해 촬영 고도

가낮아공간해상도가높고, 항공촬영계획에따라센

서의 운용을 유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위성에

비해적은비용으로다수의영상획득이가능하여이를

활용한모니터링체계수립이가능한장점이있다.

위성기반클로로필농도 (chlorophyll a concentration,

CHL) 알고리즘들은주로경험식(empirical algorithm)이

나반분석적방법(semi-analytical algorithm)을통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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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격탐사를이용한연안해역의클로로필농도추정은대부분다분광위성영상분석을통해수행되어

오고있다. 최근에는초분광영상을활용한다양한연구가시도되고있으며, 특히항공기기반초분광영상은

높은공간해상도로좁은밴드폭을가진수백개의밴드로구성되어기존의다분광위성영상을통한클로로

필추정보다연안해역에서매우효과적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연안해역의클로로필농도추정을위해초

분광및위성기반클로로필영상을비교검증을수행하였다. 한반도남해안에서수행된현장조사로획득된클

로로필농도자료와해수스펙트럼자료를분석한결과, 높은클로로필농도를갖는해수스펙트럼은 570 nm와

680 nm 파장대역부근에서 peak를보였다. 이러한스펙트럼특징을활용하여클로로필농도추정을위한새로

운밴드비(570 / 490 nm)가제시되었고, 밴드비와현장클로로필농도간의회귀분석을통해새로운클로로필

경험식이생성되었다. 현장클로로필농도와의검증결과, R2의 0.70, RMSE와 mean bias가각각 2.43와 3.46 mg

m-3으로유효한결과를보였다. 새로운경험식을초분광영상과위성영상에적용한결과, 초분광클로로필영

상과현장클로로필간의평균 RMSE는 0.12 mg m-3로위성클로로필영상에서보다더높은정확도로클로로

필농도추정가능하였다. 이결과를통하여초분광영상을활용하여보다높은정확도로연안해역클로로필

농도의고해상도공간분포정보제공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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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Lee and Carder, 2002; Maritorena et al., 2002;

Werdell et al., 2009; Duan et al., 2010; Gilerson et al., 2010).

이러한알고리즘개발에는클로로필농도에따른스펙

트럼과현장클로로필농도자료가활용된다. 대표적인

해색 클로로필 알고리즘인 OCx (O’Reilly et al., 1998)와

Tassan (1994)이 제시한 알고리즘은 청색과 녹색 파장

대역을활용하는반면, near infrared-to-red band ratio (Le

et al., 2013)는 745 nm와 660 nm의파장대역을활용한다.

Red-to blue ratio (Noh et al., 2018)는 700 nm와 490 nm의

밴드비를활용하여클로로필농도를추정한다. 초분광

영상을활용한클로로필농도추정연구들을살펴보면,

기존위성기반클로로필알고리즘들을활용하거나초

분광영상에적합한새로운알고리즘을개발하는연구

들이진행되어왔다(Brando andDekker, 2003; Moses et al.,

2012; Olmanson et al., 2013; Awad, 2014; Kim et al., 2014).

Pyo et al. (2018)은초분광영상을활용하여기존클로로

필알고리즘들의성능을평가하였으며, Jeon et al. (2019)

의연구에서는초분광영상에적용하기위해현장스펙

트럼특성을기반으로 2개또는 3개의밴드를활용한반

분석적알고리즘을제안하기도했다. Kwon et al. (2020)

는수심별해수현장스펙트럼과현장클로로필농도를

활용하여 bio-optical클로로필알고리즘성능을향상시

키고, 무인항공기기반초분광영상에알고리즘을적용

하였다. 여러연구에서제안된클로로필알고리즘들은

적용되는센서의특징은클로로필추정정확도에영향

을미칠수있다. 센서간에동일한중심파장을갖는밴

드를가지고있더라도분광해상도의차이에따라알고

리즘정확도가달라질수있으며, 공간해상도도정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연안 해역은 복잡한

해역특성을갖고있어기존위성영상에서는정확한클

로로필추정이어렵다는연구결과가있었다(Gitelson et

al., 2007; Spyrakos et al., 2011; Kim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연안 해역의 클로로필 농도 추정을

위한초분광영상과위성영상의비교연구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클로로필 농도에 따른 스펙트럼 특

성을 분석하고, 연구 해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클로

로필경험식을제시하였다. 초분광영상과위성영상에

새로운경험식을적용시켜생성된클로로필농도영상

은 각각 현장 클로로필 농도 자료에 의해 검증되고 비

교분석되었다.

2. 자료 및 방법

1) 연구 지역 및 현장 조사

연구지역은한반도남해안으로맑은해역부터탁한

해역까지매우폭넓은해수환경의특징을보인다(Fig.

1). 한반도 주변 해역은 대표적인 해수 구성 성분인 식

물 플랑크톤, 부유물질, 용존 유기물의 흡광 특성을 기

준으로총 7가지유형으로분류가능하며, 남해는식물

성플랑크톤과용존유기물의기여도가높은패턴을나

타낸다(Min et al., 2015). 남해는 복잡한 해안선 구조를

갖고있으며, 연안과외해역의해수특성이매우다르다.

연안역은 용존유기물과 부유물질의 함량이 높아 다소

탁한반면, 외해역은쿠로시오해류의영향으로비교적

맑은해수의특성을갖는다(Yoon et al., 2004).

현장조사는여수와남해연안에서 2019년 8월 30-31일,

2019년 9월 25-26일에 걸쳐 수행되었다. 8월 30-31일에

는 17개, 9월 25-26일에는 11개로총 28개의정점에서해

수샘플링을수행하였다(Fig. 1). 2019년 9월 26일에는남

해해역에서현장조사와동시에항공기기반초분광영

상모니터링이수행되었다. 현장조사를통해해수스펙

트럼자료와클로로필농도자료가획득되었다. 현장스

펙트럼측정에는휴대용분광계인 FieldSpec 4(Analytical

Spectral Devices Inc.; USA)가 사용되었으며, 측정 파장

대역은 350-2500 nm이다. 스펙트럼 획득 간격은 1 nm

이며, 정점마다하향복사조도(downward irradiance, Ed),

대기복사휘도(sky radiance, Lsky), 총복사휘도(total water

radiance, LwT)가 측정되었다. 해수 표면 반사를 제거하

여 해수 내부에서 올라오는 복사량, 즉 수출복사휘도

(water-leaving radiance, Lw)를계산하기위하여대기복사

휘도와표면반사효율(Fresnel reflectance, ρ)을곱하여해

수의총복사휘도에서차감하였다. 이런과정을통해계

산된 수출복사휘도를 태양광 하향복사조도로 나누어

정규화된 값인 원격 반사도(remote-sensing reflectance,

Rrs)로변환하였다.

해수클로로필농도측정을위하여각정점마다해수

샘플링을수행하였다. 지름이 47 mm인유리섬유필터

(glass fiber filter, GF/F)를 사용하여 1 L의 해수 여과를

실시한 후, -70°C이하의 액체질소에 보관하였다가 실

험실로 이동하여 분석하였다. 90% 아세톤을 이용하여

연안 해역의 클로로필 농도 추정을 위한 초분광 및 위성 클로로필 영상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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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필 색소를 추출하기 위해 24 시간동안 4°C환경

에서보관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추출된클로로필

은분광광도계인 Lambda19 UV/VIS dual beam spectro -

photometer(PerkinElmer Inc.; USA)를 이용하여 파장에

따른흡광도값을측정하여농도를산출하였다. 아래의

수식과 같이 630, 647, 664 nm에서의 흡광도 값을 활용

하여계산되었으며(Jeffrey and Humphrey, 1975), 750 nm

에서의값을이용하여보정하였다(Ritchie, 2006).

Chlorophyll a = 

여기서 A630, A647, A664, A750는각각분광광도계에서측

정된파장인 630, 647, 664, 750 nm에서의흡광도이며, Ve

는 90% 아세톤의사용량(mL)으로본연구에서는 10 ml

가사용되었다. Lc는해수여과량으로정점별로상이하

나 500 ml에서 1000 ml까지의범위를보였고, Vf는석영

셀의길이로 1 cm이다.

2) 초분광 및 위성 영상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ITRES사의 microCASI-1920 센서 자

료가 활용되었다. ITRES Geocorrection Software Suite

(GCSS)를활용하여획득된자료의 post-processing을수

행하기위하여초분광센서는 ITRESNAVModule과함

께통합되어있다(Fig. 2(a)). ITRES NAVModule는영상

전체의기하보정을위하여자료의위치와자세정보를

제공한다. 센서의 크기는 10.2 cm × 12.7 cm × 19.1 cm

(11.85 * (A664 – A750) – 1.54 * (A647 – A750) – 0.08 * (A630 – A750)) * Ve

Lc * 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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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y area for estimating chlorophyll concentration (CHL). Green and blue dots indicate in situ sampling
locations where CHL and the spectrum of surface waters were measured. Black dot boxes show the flight routes
of airborne monitoring to acquire simultaneously hyperspectral imagery at the same time as of the field survey.

Fig. 2.  (a) The microCASI-1920 sensor with ITRES Nav module,
(b) detail size of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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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총무게는약 2.5 kg로무게와크기의제약이있어

주로 유인항공기에 장착하여 운용되고 있다(Fig. 2(b)).

센서는 push-broom 스캔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며,

400 nm부터 1,000 nm의파장대역에서총 288개의밴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영상은 Across-track 방향으로

1920개씩 스캔되지만 방사보정 후에는 유효한 픽셀은

총 1840개이다. 또한 36.6°의 total field of view와밴드간

2.1 nm의분광해상도를갖는다. 촬영고도가 2 km일경

우 약 68 cm의 공간해상도와 1.6 km의 촬영 폭(swath

width)의영상획득이가능하다.

항공기기반초분광모니터링은남해미조연안에서

2019년 9월 26일오전 11시 10분부터 11시 58분까지수

행되었다. 획득된 영상은 총 11장으로 9장은 해수, 2장

은육상영역이주로포함되었다(Fig. 1). 촬영고도는약

2 km로 공간해상도는 68 cm, 촬영폭 약 1.6 km의 영상

이 획득되었다. 획득된 초분광 영상은 방사보정, 기하

보정, 대기보정의전처리과정을거쳐반사도영상으로

변환되었다. 방사보정과 기하보정은 ITRES Standard

Processing을통해수행되었다. 방사보정은 ITRES사에

서 제공하는 Radiometric Correction Xpress(RCX) 소프

트웨어를 활용하였으며, 영상의 digital number(DN) 값

은 spectral radiance단위(1 SRU = 1 µW cm-2 sr-1 nm-1), 즉

총복사휘도로변환되었다. 기하보정은초분광영상획

득 시 ITRES Nav module을 통해 획득된 GPS/IMU자

료를사용하여수행되었고, 2 m의공간해상도와 288개

의밴드를갖는초분광영상이생성되었다.

초분광영상의대기보정을위해서초분광영상이획

득된시간과동시에획득된현장스펙트럼자료를활용

하였다. 방사와기하보정이수행된총복사휘도단위의

초분광영상에서현장스펙트럼산출과정과동일하게

대기복사휘도와 표면반사효율의 곱이 차감되어 수출

복사휘도가 산출되었다. 수출복사휘도는 초분광 영상

획득당시의하향복사조도로나누어져정규화된값인

원격반사도로변환되었다. 대기보정을통해생성된원

격 반사도 영상과 현장에서 측정된 6개의 정점에서의

원격반사도의검증결과, 평균 R2가 0.77로유효한결과

를보였다.

항공기기반초분광영상과유사한시간에획득된위

성영상들이본연구에서사용되었다. COMS위성의해

색 센서인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는

공간해상도는 500 m이며, 한반도 주변 해역 영상을 매

일오전 9시부터 16시까지총 8장획득한다. GOCI Level

1B자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홈페이

지를통해다운로드받았다(http://kosc.kiost.ac.kr). 원격

반사도 영상은 GOCI자료처리 소프트웨어인 GOCI

Data Processing System(GDPS)에사용하여생성되었다.

Sentienl-3 위성의 해색 센서인 Ocean and Land Colour

Instrument(OLCI) 영상은 2019년 9월 26일 11시 2분경

에 획득되었다. OLCI영상은 Copernicus Open Access

Hub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http://scihub.

copernicus.eu). 공간해상도는 300 m이며, 한반도주변해

역을 1~2일간격으로촬영한다. 육상센서인 Landsat-8

Operational Land Imager(OLI) 영상은 2019년 9월 26일

11시 6분경에획득되었다(Path 115/row 036). OLI영상

의 Level 1 자료는 U.S. Geological Survey(https://glovis.

usgs.gov)에서 다운로드 하였으며, 재방문 주기는 16일

이고 공간해상도는 30 m이다. OLI와 OLCI영상 자료

들은 Sentinel Application Platform(SNA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원격반사도자료로변환되었다.

Table 2는 초분광 센서와 위성 센서 간의 파장, 분광

해상도, 공간해상도, 촬영 폭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청색과녹색파장대역은기존위성클로로필알고리즘

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장대역으로 육상이나 해색센서

의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다. 센서 간의 중심 파장대역

에는일부차이가있지만, 청색파장대역은대부분 490

nm이 중심 파장이었다. 녹색 파장대역은 청색 파장대

역에 비해 센서마다 중심 파장 대역이 상이했다. 육상

센서에 비해 해색 센서는 좁은 파장 간격의 밴드를 가

연안 해역의 클로로필 농도 추정을 위한 초분광 및 위성 클로로필 영상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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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wavelength, spectral resolution, spatial resolution, and swath among sensors

microCASI-1920/COMS GOCI/Sentinel-3 OLCI/Landsat OLI
Wavelength (nm) Spectral resolution (nm) Spatial resolution (m) Swath (km)

Blue 490/490/490/483 2.1/20/10/60
2/500/300/30 1.6/2500/1270/180

Green 570/555/560/561 2.1/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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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있어분광해상도가높았다. GOCI의경우, 밴드별

로상이하나 20 nm정도로비교적높은분광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OLCI는 전 파장 밴드들이 10 nm수준의

높은 분광 해상도의 특징을 가졌다. 초분광 센서는 밴

드간 2.1 nm의파장간격을가지고있어뛰어난분광해

상도를보였다. 해색센서인OLCI와GOCI는OLI와같

은 육상 센서에 비해 낮은 공간해상도의 특징을 갖고

있기때문에연안해역의경우해안선영역이마스킹되

는 현상이 있다. 초분광 센서의 공간해상도는 영상 획

득고도에따라달라지며, microCASI-1920 센서의경우

이론적으로 약 145 m고도에서 5 cm급의 공간해상도

가 가능하다. 촬영 폭은 육상 센서에 비해 해색 센서가

매우 넓으며, 초분광 센서는 대략 2 km의 고도에서 약

1.6 km의촬영폭을갖는다.

3) 연구방법

초분광영상이획득된연안해역에적합한클로로필

농도 추정을 위하여 2019년 8월 30-31일과 9월 25-26일

에 한반도 남해안 연안 해역에서 수행된 현장 조사 자

료를활용하였다. 현장클로로필농도와해수스펙트럼

에따른해수스펙트럼이분석되었고, 이를기반으로연

안해역에서의클로로필농도추정을위한새로운밴드

비가제시되었다. 새로운밴드비와현장클로로필농도

와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새로운 경험

식이생성되었다. 클로로필농도추정을위한경험식은

2019년 9월 26일 11시경현장조사가이루어졌던시기에

획득된초분광영상과위성영상에각각적용되었다. 각

영상에서사용되는파장밴드별상관성을확인하기위

하여초분광영상을각위성영상의공간해상도로재배

열하는과정을수행하였다. 매칭되는밴드별로초분광

영상과위성영상들이비교분석되었다. 새로운경험식

이적용된초분광과위성클로로필영상은비교분석되

었고, 현장 클로로필 자료를 통해 정확도 검증이 수행

되었다.

3. 결과 및 토의

1) 클로로필 농도에 따른 스펙트럼 특성 분석

Fig. 3은 다양한 범위의 클로로필 농도를 갖는 해수

스펙트럼들을 나타내고 있다. 5 mg m-3 이상의 클로로

필농도를갖는해수스펙트럼은적조발생시기인 2019

년 8월 30일여수해역에서획득되었고, 낮은클로로필

농도를 갖는 일반 해수 스펙트럼은 2019년 9월 26일에

남해해역에서획득되었다. 청색과녹색파장대역에서

는클로로필농도가높을수록반사도가낮아지는경향

을보였다. 5 mg m-3이상클로로필농도를갖는해수의

스펙트럼들은일반해수의스펙트럼과다르게 550-600

nm사이와 680-700 nm부근에서 peak값이나타났으며,

클로로필 농도가 높을수록 peak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컸다. 일반적으로 해수 중 클로로필 농도가 100 mg m-3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700 nm파장 부근인 red-edge

밴드의 peak지점이 710 nm파장대역을향해이동한다

고알려져있다(Gower et al., 2005). Fig. 3에서도이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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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situ remote sensing reflectance (Rrs) for various C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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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클로로필 농도가 증가할수록 680 nm 부근의

peak지점이 긴 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8월 한반도 동해에서 대발생한 코클로

디니움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발생시현장조사

에서측정된해수스펙트럼에서도동일한특징이나타

났다(Noh et al., 2018). 동해의 8.97 mg m-3클로로필농도

를가진해수스펙트럼에서는 680 nm부근에서 peak를

보였으며, 클로로필 농도가 높아질수록 스펙트럼 peak

지점의 중심 파장이 710 nm을 향해 이동했다(CHL =

206 mg m-3). 이러한현상은식물성플랑크톤의형광특

성, 660 nm파장부근에서의색소흡광, 700 nm파장이

상에서해수의강한광흡수, 적색과근적외선파장대역

에서의 생물입자들의 backscattering등의 복합적인 요

인에의한결과로나타난것이다(Dierssen et al., 2006).

2) 연안 해역 클로로필 추정을 위한 경험식

연안해역에적합한새로운클로로필경험식을위하

여현장클로로필농도와해수스펙트럼간의특징을기

반으로새로운밴드비를찾는과정을수행하였다. 현장

클로로필농도가증가할수록 peak부근인 570 nm파장

대 이전의 스펙트럼 기울기가 커지는 것을 착안하여

570 nm를 490 nm로나눈밴드비가새롭게제시되었다.

새로운밴드비와현장클로로필농도와의회귀분석결

과는 Fig. 4(a)와 같다. 아래는 새롭게 제시된 밴드비를

활용한클로로필농도추정관계식을보여주고있다.

      log10 CHL = p1 * ( )p2
+ p3

여기서 p1, p2, p3는 각각 상수이며, -0.5786, -5.138,

1.127이다. 이관계식을현장스펙트럼에적용하여추정

된클로로필농도와현장클로로필농도를비교한결과

는 Fig. 4(b)와같다. R2는 0.70, RMSE는 2.43 mgm-3, mean

bias는 3.46 mg m-3으로유효한검증결과를보였다.

클로로필 농도에 따른 스펙트럼을 고려한 기존 알

고리즘들은 단일 밴드에서 세 개의 밴드 조합을 사용

한다. 단일 밴드를 사용하는 경우, 알고리즘에는 클로

로필형광특성이나타나는밴드가주로사용되어왔다

(Gitelson, 1992; Dekker, 1993). 선택된단일밴드값과현

장클로로필값의회귀분석을통해간단하게클로로필

농도를추정할수있다. 해수구성성분중선택한단일

밴드 파장 대역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존재할 경우, 측

정된반사도값은여러성분들의복합적인광학적특성

을반영하기때문에클로로필만의특성을분석하기에

는어려움이있다. 이러한이유로단일밴드보다는두개

나 세 개의 밴드 조합을 통한 알고리즘이 클로로필 추

정에주로활용되고있다. 2개의밴드비를사용하는모

델의 경우, 클로로필 농도가 증가할 때 반사도가 증가

하는파장대역과이와는반대로클로로필농도증가시

반사도가감소하는파장대역을선택한다. 이렇게상반

된 특성을 가지는 파장 대역 간의 밴드비 조합을 통해

경험식이 만들어지며, 주로 700 nm파장 대역과 500-

Rrs (570)
Rrs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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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A scatter plot for CHL estimated by band ratio and in situ CHL, (b) Comparison between measured CHL and
estimated C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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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nm파장 대역 간의 조합이 활용되었다(Gilerson et

al., 2010; Noh et al., 2018; Jeon et al., 2019). 현장에서측정

된해수스펙트럼자료를활용하여기존연구에서제시

된 밴드비의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총 세 가지의

밴드비로 708 / 665 nm(Gilerson et al., 2010), 700 / 490

nm(Noh et al., 2018), 717 / 576 nm(Jeon et al., 2019)가 현

장해수스펙트럼에적용되었고, 현장클로로필농도와

의 회귀 분석을 통해 클로로필 농도가 추정되었다. 그

결과, R2는 0.55에서 0.72로유효한결과를보였다. 이러

한밴드비를실제로획득된초분광자료에적용하였을

때모두낮은상관성을보였다. 이는초분광영상의 700

nm파장 대역에서의 대기 보정된 반사도가 현장 스펙

트럼과차이를보이기때문이다. 초분광영상의대기보

정을수행한여러연구에서도이러한현상을확인할수

있다(Mobley et al., 2005; Dierssen et al., 2003; Kohler, 2001).

현장에서측정된일반적인해수반사도스펙트럼의경

우 700 nm이상의파장대역에서 0에가까운값을보여

준다. 초분광 영상의 대기보정을 수행한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700 nm이상의 파장대역에서 0 값에 접근하

지 않고 잡음 신호들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대기 중의

오존, 산소, 수증기들은 600-720 nm사이의파장대역에

서 강한 흡수가 나타나며, 위성 센서들은 이러한 흡수

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파장 대역으로 밴드를 선

택한다(Ding and Gordon, 1995). 초분광 센서의 경우에

는밴드간격이 2.1 nm이기때문에흡수대에의한영향

을 많이 받게 되어, 600-720 nm부근 파장 영역의 대기

보정오차가크게나타날수있다.

3) 초분광 및 위성 클로로필 영상 비교 분석

새로운경험식에사용되는밴드는청색과녹색파장

대역으로해색센서나육상센서에서도주로활용되는

밴드이다. 밴드별 중심 파장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

문에 클로로필 영상 간의 비교를 수행하기 전에 각 영

상에서클로로필경험식에활용되는밴드간의유사성

검증을수행하였다. 초분광영상의경우새롭게제시된

파장과 가장 근접한 밴드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색 파

장밴드는 490.6 nm, 녹색파장밴드는 571.26 nm가사용

되었으며, 각 밴드들은 OLCI, GOCI, OLI위성 영상들

의유사한파장밴드들과비교되었다(Fig. 5). 청색파장

밴드의경우OLCI와GOCI는초분광파장밴드와거의

유사한 490 nm의중심파장을가지고있으며, OLI는이

보다 낮은 483 nm의 중심 파장을 갖고 있다. 녹색 파장

밴드의경우에세위성영상은초분광파장대역보다약

간 낮은 파장 밴드를 가지고 있다. 위성 영상과 비교했

을 때 초분광 영상의 촬영 폭과 획득 영역은 매우 좁기

때문에초분광영상획득영역을기준으로각파장별반

사도값을비교하였다. OLCI영상의반사도값은청색

과 녹색 파장 모두에서 R2가 0.6 이상의 좋은 상관관계

가나타났지만, 초분광영상에비해큰값을보였다. 초

분광영상은 0.01에서 0.02 sr-1사이의반사도값을가지

는 반면, OLCI는 0.02에서 0.06 sr-1까지 비교적 넓은 범

위의반사도값을가졌다. GOCI와초분광영상은 R2가

0.4 이상의상관관계를보여줬다. GOCI영상은초분광

영상의 반사도 값에 비해 과소 추정되었고, 반사도 값

의범위도초분광영상보다좁았다. OLI영상은초분광

영상과 R2가 0.6 이상의상관관계를보였고, GOCI영상

의반사도값과유사한범위분포를보여줬다. 또한, 두

파장대역모두에서반사도값은초분광영상에비해과

소추정되었다. 새로운클로로필알고리즘에적용되는

두 파장 밴드를 대상으로 초분광 영상과 세 위성 영상

간의비교를수행한결과, 청색파장밴드에서는OLCI,

녹색파장밴드에서는OLI영상이초분광영상과가장

높은상관관계를보였다. 유사한파장밴드임에도이러

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센서별로 밴드 중심 파장, 분광

해상도, 공간해상도 등 고유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분광영상의분광해상도는위성영상보다매우높고

밴드 간의 파장 간격이 좁아 특정 타겟의 광학적 특징

이각밴드별로세밀하게측정될수있다. 반면, 위성영

상은비교적넓은파장영역에서하나의밴드에광학적

특징이나타나기때문에초분광영상과위성영상의밴

드간비교시차이가발생한다. 또한, 초분광영상의공

간해상도는해색센서에비해매우높기때문에두영상

의비교를위한영상재배열수행시오차가발생하기도

한다. GOCI는공간해상도가 500 m로연안주변이마스

킹되어초분광영상과매칭픽셀이많지않았지만, 300

m공간해상도를갖는OLCI영상은연안주변마스킹이

거의 없었다. 위성 영상과 비교된 초분광 영상은 모두

해수 영역이었고, 영상의 양 끝이 다른 곳보다 높은 값

의분포를보였다. 이러한 smile효과는영상획득시양

방향반사도분포함수(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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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hyperspectral and multi-spectral bands of satellite images. Band values of Sentinel-3 OLCI
(Top), COMS GOCI (middle), and Landsat OLI (bottom) were compared with band value of hyperspectr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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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BRDF)와 관련이 있으며, 육상보다 해수에서

더심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Yokoya et al., 2010). 초

분광영상의방사보정과정에서이러한 smile효과가일

부 보정되었지만, 여전히 영상 양 끝의 반사도 값이 다

른 곳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반사도 간의

비교뿐만아니라클로로필농도의비교시에도영향을

줄수있다.

현장스펙트럼자료를기반으로제안된새로운클로

로필경험식은유사한시간에획득된초분광과위성영

상에각각적용되었다. Fig. 6은 2019년 9월 26일 11시경

에 획득된 초분광 클로로필 영상과 OLCI, GOCI, OLI

클로로필영상을보여주고있다. 초분광영상이획득된

영역은 육지와 인접해 있는 연안 해역으로 각 위성 영

상에동일한영역을표시하였다. 초분광클로로필영상

에서보이는클로로필패턴이세위성영상에서도인식

가능하게나타났으며, 공간해상도가높은 OLI클로로

필 영상에서 가장 뚜렷한 패턴을 볼 수 있었다. 초분광

영상아래부분의낮은클로로필농도를보이는영역이

OLI에서는 주변보다 높은 클로로필 농도 영역으로 나

타났다. 또한, 초분광영상과GOCI영상의클로로필값

은대략적으로 4 mg m-3까지의범위를갖는반면 OLCI

와OLI영상의클로로필값은초분광영상의클로로필

범위의 2 배인 8 mgm-3까지의값의분포를나타냈다. 공

간해상도가 500 m인GOCI영상에서는연안부근이마

스킹되었지만, 300 m공간해상도를갖는OLCI영상은

연안부근이마스킹되지않았다. GOCI-II영상은공간

해상도가 250 m이기 때문에 추후 영상 제공이 가능하

게 되면 연안 부근의 마스킹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

단된다. 초분광클로로필영상과위성클로로필영상간

의유사성을확인하기위하여 Fig. 7과같은산점도를생

성하였다. 위성영상중클로로필영상이초분광클로로

필영상과가장높은상관성(R2 = 0.47)을보였으며,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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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L images derived from hyperspectral imagery and satelli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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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scatter plot for CHL estimated by band ratio and in situ CHL (b) Comparison between
measured CHL and estimated CHL.

Fig. 7.  A scatter plots for CASI, Sentienl-3 OLCI, COMS GOCI, and Landsat OLI CH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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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인OLI와가장낮은상관성(R2 = 0.013)을나타냈다.

해색센서는분광해상도가육상센서보다높아해수성

분의광학적특성을좀더정밀하게감지할수있다. 초

분광센서의경우분광해상도가매우높아더욱정밀한

감지가가능하기때문에육상센서보다는해색센서와

상관도가높게산출된것으로보인다. OLCI영상의클

로로필값은초분광영상의클로로필에비해대부분과

대 추정되었다. GOCI영상의 클로로필 값은 1 mg m-3

이하에서는과소추정되는경향을보인반면, OLI는값

의 분포에서 특정한 경향을 볼 수 없었다. 초분광 영상

과위성영상들의획득시간은약 1시간이내로해수클

로로필농도의큰변동은없었을것으로판단되므로이

러한 결과는 센서 간의 특성 차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분광영상과위성영상을통해생성된클로로필영

상들은 현장 조사 클로로필 자료를 통해 검증되었다

(Fig. 8). 초분광 영상을 활용하여 추정된 클로로필 농

도는현장에서측정된클로로필농도와매우유사한값

을보여새로운알고리즘을적용한초분광클로로필영

상이 현장 자료와 잘 매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MSE = 0.12 mg m-3). GOCI클로로필 농도 영상에서

추정된클로로필값은대체로현장클로로필값보다낮

은값을가졌으며, 위성영상중가장작은오차를보였

다(RMSE = 0.30 mg m-3). OLCI와 OLI는 각각 1.09와

2.11 mg m-3의 RMSE값을 보였다. 이러한 오차는 현장

클로로필 농도가 1 mg m-3 미만이었음을 고려할 때 추

정시큰오차라할수있다.

4. 결 론

본연구에서는연안해역의클로로필농도추정을위

하여새로운경험식을제시하고항공기기반초분광영

상과위성영상에적용하여비교분석을수행하였다. 현

장클로로필농도자료와해수스펙트럼농도자료의분

석을통해기존형광밴드를사용했던클로로필농도알

고리즘과는다른청색파장과녹색파장을사용한새로

운클로로필경험식이제시되었다. 유사한시간에획득

된초분광영상과위성영상에새로운경험식을적용한

결과, 본 연구 해역에서 획득된 초분광 클로로필 영상

은 현장 클로로필 농도와 좋은 일치도를 보여줬다. 공

간적으로는초분광영상의높은공간해상도로인해연

안해역의마스킹제한이없었고, 세밀한클로로필의패

턴관측이가능했다. 향후본연구해역이외의연안해

역에서도활용가능한클로로필경험식제시를위해서

는다양한해역에서의현장클로로필자료와해수스펙

트럼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와 동시에

초분광영상이획득된다면좀더정밀하고정확한클로

로필공간적분포자료제공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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