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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역에 대한 지표온도를 추출할 목적으로 대상지역에 대한 시계열 Landsat

TM/ETM+영상을 획득하여 기하보정 및 방사보정을 실시하고 NASA모델을 이용하여 지표온도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대상지역에 대한 피복분류를 통하여 이에 따른 고유 방사율을 적용하는 1차

보정을 실시하는 한편, 기상청 기온자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정식을 설정하고 영상으로부

터 획득한 지표온도를 2차적으로 보정함으로써 영상을 이용한 지표온도 추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

고자 하였다. 그 결과, 1,2차 보정에 의해 획득한 지표온도는 기상청자료와 약 ±3.0℃의 평균편차내

에서 보정된 지표온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의 재검증을 위하여 다른 시기의 Landsat 영

상에 적용함으로써 대상지역에 대한 지표온도를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획득할 수 있었다.

주요어 : Landsat TM/ETM+, NASA모델, 지표온도, 온도보정

Abstract

In this study, the series of Landsat TM/ETM+ images was acquired to extract land surface

temperature for wide-area and executed geometric correction and radiometric correction. And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was extracted using NASA Model, and achieved the first correction by performing

land coverage category for study area and applied characteristic emission rate. Land surface

temperature which was acquired by the first correction was analyzed in correlation with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temperature data by regression analysis, and established correction formula. And I

wished to improve accuracy of land surface temperature extraction using satellite image by second

correcting deviations between two data using establishing correction formula. As a result, land surface

temperature acquired by 1st and 2st correction could be corrected in mean deviation of about ±3.0℃

with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ata. Also, I could acquire land surface temperature about study

area by higher accuracy by applying to other Landsat images for re-verification of study results.

KEYWORDS : Landsat TM/ETM+, NASA Model, Land Surface Temperature Temperatur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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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사회가 문명화되

고 도시화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열섬현상과

주변지역의 기온상승이 가속되고 있으며, 세계

각처에서 지구온도의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과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

는 환경의 변화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

에서 더 없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온상승에 따른 환경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

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광역지역

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온상승현상의 측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광역지역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변

화하는 지표면온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점단위 측정방법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측정방법을

탈피하여 짧은 시간에 광역적으로 지표면의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광역적 지형 및 비지형 정보의

획득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원격탐측기술

은 기존의 정보획득방법의 단점을 크게 보완

하여 효율적이면서 정확도를 갖춘 정보의 제

공을 가능케 하고 있는 첨단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파장영역을 감지하는

센서들을 통해 광역지역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그 처리기술이 개발되어 건설․환

경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표면의 온도의 측정에

도 적용되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Landsat-5 TM

(thematic mapper)과 Landsat-7 ETM+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영상의 열

적외밴드(Band-6)을 이용한 도시지표온도, 토

지피복, 식생변화를 탐지 하는 내용의 연구 사

례(백정호 등, 2005)를 찾을 수 있으며, 지표온

도와 토지피복 및 식생의 시공간적 변화패턴

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조명희 등, 2001)가 수

행된 바 있다. 그리고 Landsat TM을 사용하

여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온배수 확산을 조사

한 연구(최승필 등, 1998)가 수행되었으며, 박

민호는 Landsat TM 열적외 데이터를 이용하

여 도시열섬현상에 관한 연구(박민호, 2001)를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김영표는

Landsat TM영상을 이용하여 산림지역의 임상

별 온도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김영표,

2004)를 수행하였다. 또한 Landsat-7 ETM+데

이터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해수온도의 분포

및 변화를 추출한 연구(이병규와 강인준,

2003)와 군산지역 지표온도와 NDVI에 대한

상관분석에 관한 연구(이홍로와 김형무, 2005)

가 진행된 바 있으며,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

터 원격탐사분야에서 열적외 파장영역을 사용

하여 온도를 추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열영향

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대

표적인 연구사례로는 기상위성인 미국의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 위성에 탑재된 AVHRR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의 열적외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표면 온도분포 측정, 구

름의 발달 및 이동경로 그리고 해수면온도 및

해양오염 관측 등에 적용된 바 있다. 그리고

Landsat TM을 이용하여 호수의 표면온도분포

측정(Schneider와 Mauser, 1996), 토지피복온

도와 도시지형간의 관계조사 그리고 도시열

섬현상의 파악에 적용된 사례(Nichol과 Janet,

1994)를 찾을 수 있다. 또한 1986년에는

Markham와 Baker가 처음으로 Landsat MSS

와 Landsat TM의 지표온도산출을 위해 필요

한 DN과 분광방사휘도와의 관계식을 대입할

센서특성별 플랑크 함수전환을 위한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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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제시하여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한 지표면

온도 및 대기온도의 측정기술을 한단계 발전

시켰으며,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Suga

등, 2003)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하여 지표

면과 해수면을 포함한 지구표면의 온도측정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방향

은 위성영상으로부터 온도변화패턴의 추출 또

는 모니터링 그리고 적용에 주안점을 두고 수

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위성영상으로부

터 획득되는 온도는 실제 대상지의 온도분포

와 다소 큰 편차를 보임으로 인해 상대적인

변화패턴의 추출 등과 같이 편중되어 활용되

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극복하고 위성영상을

이용한 절대적 개념의 지표온도의 획득을 위

해서는 영상으로부터 획득하는 지표온도와 동

일시기의 실제온도의 샘플링을 통한 실질적

검증과 두 자료간의 온도보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지

표온도의 변화를 보다 높은 정확도로 탐지하

기 위하여 실제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여 이에 대한 보정을 실시함으로써 위성영상

에 의한 지표온도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충주댐 인근지역을 대상

으로 하는 시계열 Landsat 영상을 획득하여

기하보정 및 방사보정을 실시하고 NASA모델

을 이용하여 지표면의 온도를 추출하였다. 그

리고 지표온도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

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피복분류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고유방사율을 적용하는 1차 보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차 보정이 완료된 지표온

도와 기상청 기온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편차

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자료간의 상관

관계를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규명함으로써 온

도보정을 위한 함수식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1, 2차 보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들 보정에 의한 정확도의 향상정

도를 파악하고자 다른 시기의 영상을 동일한

방법에 의해 처리하여 지표온도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지표온도는 동일시기의 기상청자료와

직접 비교하여 영상을 이용한 지표온도산출결

과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로써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표온도의 산출과정에 있어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방법론의 제시하고, 보다 향상된

정확도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기온분석 자료의 제공을 가능케 하고자 하였

다.

FIGURE 1. 연구흐름도

NASA Model에 의한 절대온도 산출

Landsat TM/ETM+영상자료의 6번 밴드는

열적외선 영역에 속하며, 이 밴드를 통해 나타

나는 영상자료의 밝기는 이 파장대에서의 에

너지 세기, 지표면 온도를 미리 정해진 관계식

에 의해 이산화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DN은 절대 스칼라량이 아니고 상대량이므로

온도추출을 위해서는 다시 절대방사량을 추정

하는 영상화표현의 반대경로를 거쳐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절대방사량을 환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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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Model에 기반하여 지표면온도를 추출

하고자 한다. NASA 모델은 지구와 대기사이

의 방사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Landsat TM

& ETM+센서의 검정상수를 이용하여 지표온

도값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먼저 TM/ETM+의

각 DN에 대해 방사적 검정값(Q CAL)으로부터

분광방사휘도 L( L-TM,L-ETM+)로의 변

화는 열적외 6번 밴드에 대한 검정범위의 극

한값 L MIN와 L MAX이 주어졌을 때 다음의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NASA 모델식은 영

상수치자료를 절대방사휘도로 변환시켜야 하

는데 그 변환은 식(1)과 같다.

L=(
L MAX-L MIN

Q CALMAX
)Q CAL+L MIN

(1)

여기서,

L=spectral radiance at the sensor's aperture

in (mW/cm 2sr μm)

L MIN=spectral radiance that is scaled to

Q CALMIN in(mW/cm 2sr μm)

(0.12378)

L MAX=spectral radiance that is scaled to

Q CALMAX in(mW/cm 2sr μm)

(1.5303)

Q CAL=quantized, calibrated pixel value in

digital numbers(DNs)

Q CALMAX=maximum quantized, calibrated

pixel value (DN=255) correspond

to L MAX

이상과 같이 Landsat-5 TM 그리고

Landsat-7 ETM+ 영상에서 구해진 분광방사

휘도 L( L-TM,L-ETM+)과 절대온도(°K)

사이에는 다음 식(2)와 같은 상관관계가 존재

한다(Markham, 2003; NASA, 2004).

     
∘           (2)

여기서,

T a = effective at-satellite temperature in

Kelvin

L = spectral radiance at sensor's aperture

in(mW/cm 2sr μm)

K 1= calibration constant 1 in

(mW/cm 2sr μm)

K 2= calibration constant 2 in Kelvin

식 (1)에서 DN은 영상이 갖는 픽셀 값을 의

미하며, L( L-TM,L-ETM+)은 그 영상

밝기에 해당하는 태양광선의 에너지, T a는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지표면의 외견상 절대

온도를 나타낸다. K 1은 고유상수 분광방사휘

도 보정값(60.776: Landsat-5 TM)이고, K 2는

고유상수 절대온도 보정값(1260.56K:

Landsat-5 TM)이다. 이상의 모델식의 계산결

과로서 얻어지는 온도는 외견상 절대온도로서

실제온도로의 환산은 식(3)에 의해 변환할 수

있다.

Ts=ε -1/4⋅T a (3)

여기서, ε은 방사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

확한 지표면의 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토지피

복분류를 수행하고 토지특성별 고유 방사율값

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화소별 지표면

의 온도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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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번호 관 측 일 위 성 형 식 PATH ROW 중심경도 중심위도

1 1984-11-12 LANDSAT5 TM LGSOWG 115 34 128.24 37.47

2 1989-10-09 LANDSAT5 TM LGSOWG 115 34 128.09 37.48

3 1994-06-01 LANDSAT5 TM LGSOWG 115 34 128.12 37.50

4 2000-03-13 LANDSAT5 TM FAST-B 115 34 128.27 37.46

5 2000-04-06 LANDSAT7 ETM+ FAST-L7A 115 34 128.15 37.48

6 2000-05-08 LANDSAT7 ETM+ FAST-L7A 115 34 128.13 37.48

7 2000-09-29 LANDSAT7 ETM+ FAST-L7A 115 34 128.14 37.49

8 2001-11-19 LANDSAT7 ETM+ FAST-L7A 115 34 128.16 37.47

9 2002-03-11 LANDSAT7 ETM+ FAST-L7A 115 34 128.15 37.48

10 2004-01-12 LANDSAT7 ETM+ GEOTIFF 115 34 128.14 37.47

11 2004-02-13 LANDSAT7 ETM+ GEOTIFF 115 34 128.13 37.47

12 2004-04-17 LANDSAT7 ETM+ GEOTIFF 115 34 128.13 37.47

13 2004-05-19 LANDSAT7 ETM+ GEOTIFF 115 34 128.15 37.50

14 2004-07-22 LANDSAT7 ETM+ GEOTIFF 115 34 128.15 37.47

15 2004-09-24 LANDSAT7 ETM+ GEOTIFF 115 34 128.13 37.45

TABEL 2. Landsat-5 TM/Landsat-7/ETM+원시 자료

상수
센서 K 1 K 2

Landsat-5 TM 60.776 1260.56

Landsat-7 ETM+ 666.09 1282.71

TABLE 1. TM/ETM+ Thermal band calibration
constants

영상처리 및 분석

1. 영상자료획득 및 전처리

본 연구를 위한 테스트필드는 충북 북부권에

위치한 충주시와 충주댐 일원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 지역은 내륙성분지라는 지형적 특성

과 충주댐의 영향에 의해 지표온도의 변화가

타 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지역의 지표온도추출 및 분석 등을

위해 이용한 영상은 표 2에 제시한바와 같이

1984, 1989, 1994, 2000, 2001, 2002, 2004년의

Landsat-5 TM/Landsat-7 ETM+영상으로 총

15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영

상에 대해서는 우선 연구대상지역의 1:5,000,

1:25,000 수치지형도와 지상기준점 자료를 이

용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하고 충주시 행정구역

만을 추출하였다.

대상체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에너지를 위성에

서 감지하는 경우 여러 가지 기하학적왜곡과

방사왜곡 그리고 불특정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보의 획

득을 위해서는 기하학적 왜곡 방사왜곡에 대

한 보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왜곡의 보정을 위해 지상기준점과

영상에서 획득된 기준점간 일차적인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1차 보정이 수행된 Landsat영상

을 image-to-map방법을 이용하여 해당지역의

1:5,000 수치지도와 중첩하여 2차 보정을 수행

하였다. 센서를 통해 대상물로부터 반사 또는

복사되는 전자에너지를 관측하게 되면 측정치

는 대상물의 분광방사휘도(spectral radiance)

등의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므

로 대상물의 반사 및 복사 특성을 정확히 평

가하기 위해서 방사보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

정에서는 센서의 감도 특성에 기인하는 보정

및 태양고도나 지형의 향과 경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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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 포함된다. 방사왜곡의 주된 원인은 물

체의 고유방사율, 태양광의 직접반사, 대기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방사율은 대상물의 물질,

표면상태, 파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정

확히 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상온부근의 비교

적 좁은 온도범위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평

균방사율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

구에서는 정확한 지표면 온도의 취득을 위해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표

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방사율을 달리 채택

하여 반영하였다. 태양광의 직접반사의 영향은

대상물의 반사율을 0.1로 가정할 때 약 8㎛이

상의 장파장을 사용하면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의 직접반사에

대한 보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의 영

향으로는 대표적으로 흡수와 산란을 들 수 있

다. 보다 정확한 지표면의 온도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대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영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영상취득당시의 대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

를 입수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대기

보정을 생략하고 대기조건은 전체 영상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FIGURE 2. Landsat-7운행궤도

FIGURE 3. Landsat-7/ETM+(path/row=115/34)

(January 12, 2004)

FIGURE 4. 연구대상지 : 충청북도 충주시

2. 지표온도산출 보정식 설정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표온도의 추출에 있어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는 1차적으로 토지피복분류를 통한 각 권역별

방사보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방사보정을 실

시한 영상으로부터 NASA모델에 의해 지표온

도를 구한 후 동일시기의 기상청자료와 직접

비교하여 편차를 산출하고 두 자료간의 상관

관계를 회귀분석에 의해 함수식을 설정하여 2

차보정을 수행함으로써 정확도의 향상을 기하

고자 하였다. 지표온도의 추출을 위한 영상처

리의 전체과정은 인터그라프의 IA(image

analyst)를 사용하였으며, 처리된 값은 ASCⅡ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참조자료

로 1:5,000, 1:25,000수치지도와 기상청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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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어 해당년월일 기상자료를 참조하였다.

우선 영상으로부터 지표온도를 추출함에 있

어 보다 정확한 지표온도를 추정하기 위해 연

구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기초로 하여

지표면의 토지특성별로 총 6개의 토지피복별

권역분류항목을 설정하여 피복분류를 실시하

였다. 토지피복 분류항목은 TM영상자료에 해

당하는 USGS분류기준을 기초로 하여, 수역,

산림역, 도시역, 나대지, 농경지, 초지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유사한 분광특성

만을 가진 화소로 자동표본추출을 해주는

region growing기법을 이용하여 트레이닝 표

본을 선정하였으며, 분류항목간 공분산 행렬,

평균벡터, 표준편차 등의 통계 계산치를 추출

하였다. 이후 최대우도분류 결정규칙을 이용하

여 토지피복분류를 실시하였다. 분류된 토지피

복항목별로 해당되는 방사율을 적용하여 화소

별 지표면온도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는 흔

히 대상지역의 지표면온도를 추출할 때 평균

방사율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정항목의

방사율과 평균방사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표

면온도에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

확한 방사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이다. 그림 5, 6과 표 3은 대상지역에 대한 토

지피복분류의 결과이며, 표 4는 토지피복분류항

목별 방사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5. 토지피복분류결과(2000년)

FIGURE 6. 토지피복분류결과(2004년)

분류항목
2000년 영상 2004년 영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수 역
(Water Area)

36.1 3.67 39.5 4.02

산림역
(Forest Land) 660.5 67.14 650.4 66.11

도시역
(Urban Land) 24.8 2.52 46.2 4.70

나대지
(Barren Land)

25.5 2.59 65.1 6.62

농경지
(Agricultural Land) 135.7 13.79 102.5 10.42

초 지
(Grass Land) 101.2 10.29 80.1 8.14

계 983.8 100.00 983.8 100.00

TABEL 3. 토지피복분류 통계

분류항목 방사율(ε)

수역(Water Area) 0.98

산림역(Forest Land) 0.98

도시역(Urban Land) 0.95

나대지(Barren Land) 0.92

농경지(Agricultural Land) 0.98

초지(Grass Land) 0.96

TABEL 4. 토지피복분류 항목별 평균방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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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토지피복분류와 분류항목별 방사

율을 적용하여 방사보정을 실시함으로써 지표

온도의 산출을 위한 NASA모델의 적용에 있

어 평균방사율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오차의 요인을 제거하였다. 방사보정을 실

시한 영상에 대해서 토지피복분류 항목별 권

역을 설정하여 권역별 DN를 추출하였다. 각

DN를 지표온도의 산출을 위해 사용한 NASA

모델에 적용하여 지표면방사율에 따른 화소별

온도를 구한 후, 토지피복분류 항목별로 평균

값을 구하고 이를 다시 전체 대상지에 대해

평균하여 평균지표온도로 환산하였다.

TABEL 5. 기상청(www.kma.go.kr) 평균기온

(단위:℃)

No.of

Image

Landsat Image

(day/month/year)

KMA Data

T Ave/KMA

/month
T Ave/KMA

/28years
T Ave/KMA

/day

1 12-Nov-84 6.1 5.1 5.7

2 09-Oct-89 11.7 11.9 8.5

3 01-Jun-94 21.7 21.0 18.9

4 13-Mar-00 4.6 4.5 2.9

5 06-Apr-00 10.1 11.3 7.2

6 08-May-00 16.3 16.5 15.0

7 29-Sep-00 19.1 18.7 17.5

8 19-Nov-01 3.8 5.4 2.4

9 11-Mar-02 6.6 4.5 5.1

10 12-Jan-04 -3.1 -3.8 -1.0

11 13-Feb-04 1.6 -1.2 1.6

12 17-Apr-04 12.6 11.3 17.2

13 19-May-04 17.8 16.5 21.6

14 22-Jul-04 25.7 23.8 29.0

15 24-Sep-04 20.5 18.7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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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연구대상지의 월/일 평균기온 분포

영상으로부터 산출하는 지표온도는 대기온도

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Landsat영상

으로부터 획득되는 지표온도와 기상청에서 제

공하고 있는 평균기온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

고 이에 대한 보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NASA모델의 적용에 의해 획득한 지표온도를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동일시기의 기온자

료와 직접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온

도보정식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한 영

상은 기상관측장비 및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

여 본 연구에 활용한 영상 중 최신의 영상인

2000, 2004년도 촬영영상 10매를 이용하였다.

표 5는 분석을 위해 이용한 영상의 촬영일자

와 관련된 기상청 기온자료로서 온도보정식의

설정시 사용하는 기온자료에 따라 일평균기온,

월평균기온 그리고 다년간의 월평균기온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일평균기온( T Ave/KMA/day)은

촬영이 이루어진 당일의 평균기온을 나타낸 것

이며, 월평균기온( T Ave/KMA/month)은 촬영일

자에 해당하는 당월의 평균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다년간의 월평균기온( T Ave/KMA/28year s)

은 1979년부터 2005까지 월평균기온을 통계 처

리하여 촬영 해당월의 월평균기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은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들에

대한 해당 평균기온분포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NASA모델에 의해 획득한 지표온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실제 기온

과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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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위성영상과 NASA모델에 의해 추출한

온도가 가지는 실제온도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편차의 보정식을 설정하였다.

보정식의 설정을 위해 우선 식(3)에 의해 산출

한 지표온도와 해당년월일의 기상청 기온자료

와의 직접비교를 통해 두 자료간의 편차를 식

(4)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X Dev=T S-T Ave/KMA (4)

여기서, T Ave/KMA=
∑T days

D ays
(표 5)이며,

∑T days는 해당월 각일자별 기온의 합, D ays

는 해당월 일수를 나타낸다. 식(4)로부터 산출

된 자료간 편차를 이용하여 온도 보정량

( y vol.cor )의 결정을 위해 식(5)와 같은 3차원

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에

의한 온도보정식은 온도보정을 통한 편차의

보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고차식을 이

용하여 설정하였다.

y vol.cor =a x 3
Dev+bx 2

Dev+c x Dev+d

(5)

그리고 회귀분석에 의해 결정된 편차의 보

정량을 식(3)에 의해 결정된 지표온도에 보

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 최종 지표온도를 산

출하였다.

T=T S-y vol.cor

(6)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의 방법에 의해 보정식을 설정하여

비교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보정식은 NASA모델로부터 추출한 온도와

기상청자료와의 편차( X Dev)의 산출에서 기

상청자료의 값( T Ave/KMA)을 영상촬영이 이

루어진 해당년도의 당월평균기온을 이용하

도록 하여 설정한 것이다. 보정식의 결정을

위해 우선 이들 두 자료간의 편차를 산출하

고 온도보정량의 결정을 위한 회귀분석(그

림 8)을 수행하여 식(7)과 같은 온도보정식

을 설정하였다.

y = -0.0746x3 + 1.1398x2 - 4.3901x + 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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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회귀분석에 의한 보정식 결정

(해당년/월평균)

영상
번호

Month/
Year

해당년
월평균
①

Land
sat
②

온도
편차
②-①

온도
보정량
③

보정
온도
②-③

해당년/
월/일온
도비교

4 Mar-00 4.6 11.1 6.5 8.8 2.3 -0.6

5 Apr-00 10.1 14.6 4.5 6.2 8.4 1.2

6 May-00 16.3 21.6 5.3 7.4 14.2 -0.8

7 Sep-00 19.1 24.0 4.9 6.8 17.2 -0.3

10 Jan-04 -3.1 5.1 8.2 9.2 -4.1 -3.1

11 Feb-04 1.6 9.0 7.4 9.4 -0.4 -2.0

12 Apr-04 12.6 21.8 9.2 7.7 14.1 -3.1

13 May-04 17.8 26.9 9.1 7.9 19.0 -2.6

14 Jul-04 25.7 34.5 8.8 8.5 26.0 -3.0

15 Sep-04 20.5 25.4 4.9 6.8 18.6 -0.6

TABLE 6. 해당년/월평균값을 이용한 온도보정

및 편차분석 (단위:℃)

y vol.cor =-0.0746 x 3
Dev+1.1398 x 2

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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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1 x Dev+9.7133 (7)

식(7)에 의해 산출된 두 자료간 편차의 보

정량은 NASA모델로부터 추출한 온도에 반

영하여 보정하였다. 그리고 보정을 실시한

온도는 영상촬영일자의 일평균기온(표 5)과

비교하여 보정식에 의한 보정후 편차의 감

소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표 6은

이상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보정식

에 의한 보정을 실시한 이후 각 영상별 편

차가 크게 보정되어 전체영상에서 해당일자

의 평균기온과 약 0.6～3.1℃의 편차범위내

로 근접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보정전 영상추출 원시온도자료와 기상청자

료의 해당일평균기온과의 편차분포가 약 4.

6～8.2℃였음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편차의

보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보정식에 의한 보정을 실시한 후 해당

일자의 일평균기온과의 직접비교를 통해 획

득한 온도간 편차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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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해당년/월평균값 이용 보정후 편차

두 번째 보정식은 NASA모델로부터 추출

한 온도와 기상청자료와의 편차( X Dev)의

산출에서 기상청자료의 값( T Ave/KMA)을 영

상촬영이 이루어진 달의 28년간 월평균기온

을 이용하도록 하여 설정한 것이다. 그림 10

은 연구대상지에 대한 1979년부터 2005년까

지 총 28년간의 기온변화를 월평균기온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대부분의 자료에

서 큰 편차 없이 일정한 기온분포를 나타내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성영상을 이용한 지표온도의 산출과 온도보

정과정에서 월평균기온을 이용한 온도보정

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두 번째 설정한 방법에 의한 온도보정

식의 결정 및 온도 보정 그리고 이에 따른

보정온도의 평가과정은 첫 번째의 방법과

동일한 과정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림 11은 두 자료간의 편차를 이용한 회귀방

정식의 결정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그 결과

식(8)의 온도보정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

y vol.cor =-0.0897 x 3
Dev+1.3605 x 2

Dev

-4.9301 x Dev+9.636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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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기상청 월평균기온 변화(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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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번호
Month

/Year

Land-

sat①

해당년/

월평균②

28년/

월평균③

해당일

평균④

② 보정

온도 ⑤

③ 보정

온도 ⑥
⑤-④ ⑥-④

1 Nov / 84 15.9 6.1 5.1 5.7 10.0 13.8 4.3 8.1

2 Oct / 89 17.9 11.7 11.9 8.5 9.4 8.2 0.9 -0.3

3 Jun / 94 26.2 21.7 21.0 18.9 20.0 18.0 1.1 -0.9

8 Nov / 01 11.2 3.8 5.4 2.4 1.8 1.9 -0.6 -0.5

9 Mar / 02 13.5 6.6 4.5 5.1 4.3 3.4 -0.8 -1.7

TABLE 8. 지표온도산출 정확도 평가 (단위:℃)

y = -0.0897x3 + 1.3605x2 - 4.9301x + 9.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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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회귀분석에 의한 보정식 결정

(28년/월평균)

표 7은 기상청의 28년간 월평균 기온자료를

이용한 보정식을 설정하여 온도보정량과 보정

온도를 구하고 촬영일자의 일평균기온과 비교

한 것이다. 분석결과 약 0.6～4.5℃의 편차분포

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표 6의 해당년의

월평균 기온자료를 이용하였을 경우와 비교

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다소 큰 편차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역시 보정전보다 상당한

편차의 보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표 12는 식(8)에 의해 결정된 보정량을

이용하여 지표온도를 보정하고 이를 기상청

의 촬영일 평균기온과 직접 비교하여 그 편차

를 도시한 것이다.

TABLE 7. 28년/월평균을 이용한 온도보정 및

편차분석 (단위:℃)

영상
번호

Month/
Year

해당년
월평균
①

Land
sat
②

온도
편차
②-①

온도
보정량
③

보정
온도
②-③

해당년/
월/일온
도비교

4 Mar-00 4.5 11.1 6.6 10.6 0.5 -2.4

5 Apr-00 11.3 14.6 3.3 5.0 9.6 2.4

6 May-00 16.5 21.6 5.1 8.0 13.6 -1.4

7 Sep-00 18.7 24.0 5.3 8.4 15.6 -1.9

10 Jan-04 -3.8 5.1 8.9 10.3 -5.2 -4.2

11 Feb-04 -1.2 9.0 10.2 5.7 3.3 1.7

12 Apr-04 11.3 21.8 10.5 4.0 17.8 0.6

13 May-04 16.5 26.9 10.4 4.6 22.3 0.7

14 Jul-04 23.8 34.5 10.7 2.8 31.7 2.7

15 Sep-04 18.7 25.4 6.7 10.7 14.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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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28년/월평균 이용 보정후 편차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보정식이

온도보정 전․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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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두가지 방법에 의해 설정한 보정식과 보

정온도의 평가 결과를 비교․고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온도보정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영상

자료와 NASA 모델에 의해 추출한 지표온도

와 기상청 자료 즉, 실제 기온간에는 최대 8℃

가 넘는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서

4.6～8.2℃의 비교적 큰 편차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온도보정식에 의한 편차량을

보정한 결과인 그림 9와 12에서 나타난 편차

의 분포를 보면 모든 결과값이 0.6～4.5℃내의

편차범위내로 상당량이 보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정식의 설정방법별 평가 결

과, 보정식 설정을 위한 편차산출에서 영상으

로부터 추출한 지표온도와의 비교값으로 촬영

일자의 해당년 월평균을기온자료를 이용한 보

정식(식 7)이 28년간 월평균기온자료를 이용한

보정식(식 8)에 비해 보다 정확한 보정이 이루

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지표온도산출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온도보정식이 다른 시기

의 영상을 이용한 온도산출과정에서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온도보정식의 설정을 위해 사용한 영상을 제

외한 다른 영상들에 대해 적용하여 온도산출

의 정확도를 재검증하였다. 정확도의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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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해당일 평균온도와 보정온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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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해당일평균온도와 보정온도의

편차분포

위해 사용한 영상들의 모든 처리과정은 선행

연구에서 이용한 과정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보정과정을 거쳐 지표온도를 산출하였다. 단,

영상번호1의 경우 1984년 영상으로 이 시기에

대한 토지피복분류는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토지피복항목별 방사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평균방사율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2차

보정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식(7)과 식(8)의

보정식에 의해 보정하였다. 표 8은 이상의 분

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영상 1에서 다소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2,3,8,9번 영

상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보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번 영상의 경우, 1차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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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토지피복분류를 실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평균방사율을 적용함으로써 오차를 포함

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림 14에 제시

된 바와 같이 보정식에 의한 2차 보정을 실시

한 후에도 상당한 오차가 포함된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영상번호 2,3,8,9에 해당하는

1989년, 1994년, 2001년, 2002년 영상은 정상적

으로 토지피복에 의한 보정과 2차 온도보정식

에 의한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약 2℃이하의 정확도로 온도의 산출

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온도보정식을 다른 시기

의 영상자료에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정확도의

확보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표온도의

산출과정에서 토지피복분류에 의한 방사보정

과 함께 두 보정식을 적용하여 온도보정이 이

루어진다면 보다 높은 정확도의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의 보정과 실측기온

자료와의 편차를 보정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정도의 지표온도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NASA

모델을 이용한 지표온도의 산출과정에서 발생

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토지피복분류에 의

한 고유방사율을 적용하여 1차적인 보정을 실

시하여 평균방사율의 사용에 따른 오차를 보

정하였다. 그리고 NASA모델에 의해 추출한

지표온도와 실제 온도와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실측기온자료와 회귀분석을 통

해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한 두 자료

간 편차의 보정식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보정

식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정식에 의해 보정한

온도와 촬영당일의 일평균 기온과 상호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차의 산출을 위한 지표

온도와의 비교값으로 촬영일의 해당년도 월평

균기온을 사용한 경우에서 촬영당일 일평균

기온과 약 0.6～3.1℃의 편차범위내로 근접하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28년간 당월평

균값을 이용한 경우에서는 약 0.6～4.5℃의 편

차범위내로 보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두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다소 차

이를 보이고 있으나 두 경우에서 공히 편차의

보정전보다 상당량의 보정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온도

보정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시기의 영상에 적용하여 온도산출의 정확도를

재검증한 결과, 1번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

상에서 약 2℃이하의 정확도로 온도의 산출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온도보정식이 다른 시

기의 영상자료에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자료간

의 편차를 상당량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동일시기

의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시

간적인 차로 인한 오차를 다소 포함하고 있으

며, 보정식의 설정을 위해 이용한 영상의 수에

있어서도 다소 제한이 있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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