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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reviewed an application of water quality estimation using an Airborne
Hyperspectral Imagery (A-HSI) and tested a part of Han River water quality (especially suspended solid)
estimation with available in-situ data. The estimation of water quality was processed two methods. One
is using observation data as downwelling radiance to water surface and as scattering and reflectance into
water body. Other is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water quality in-situ measurement and upwelling data
as at-sensor radiance (or reflectance). Both methods drive meaningful results of RS estimation. However
it has more effects on the auxiliary dataset as water quality in-situ measurement and water body scattering
measurement. The test processed a part of Han River located Paldang-dam downstream. We applied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AISA eagle hyperspectral sensor data and water quality measurement in-situ data.
The result of linear regression for a meaningful band combination shows -24.847 + 0.013L560 as 560 nm
in radiance (L) with 0.985 R-square. To comparison with Multispectral Imagery (MSI) case, we make
simulated Landsat TM by spectral resampling. The regression using MSI shows -55.932 + 33.881
(TM1/TM3) as radiance with 0.968 R-square. Suspended Solid (SS) concentration was about 3.75 mg/l at
in-situ data and estimated SS concentration by A-HIS was about 3.65 mg/l, and about 5.85mg/l with MSI
with same location. It shows overestimation trends case of estimating using MSI. In order to upgrade
value for practical use and to estimate more precisely, it needs that minimizing sun glint effect into whole
image, constructing elaborate flight plan considering solar altitude angle, and making good pre-processing
and calibration system. We found som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such as precise atmospheric correction,
sample count of water quality measurement, retrieve spectral bands into A-HSI, adequate linear regression
model selection, and quantitative calibration/validation metho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test
adopted general methods.
Key Words : Airborne Hyperspectral Imagery, Water Quality Estimation, Regression model, Empirical

method, Simulated Landsat TM, Confus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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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위성 혹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초분광영상

(Hyperspectral Imagery, HSI)은 다중분광영상(Multispectral

Imagery, MSI)에비해좁고연속적인수십에서수백개의

분광밴드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활용을 기대 받고 있다.

HSI는비교적최근에도입되었기때문에외국의사례에

비해 국내에 적용된 사례와 연구가 매우 한정적이다. 적

용된 분야는 지질, 식생, 연안, 국방 분야에서 제한적인

실정이다. 연속적인 분광정보와 분광라이브러리를 통

해 지표대상물의 세부적이고 본질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장점을가진항공초분광영상(Airborne HSI, A-HSI)

은 공간/방사 해상도가 위성탑재체에 비해 매우 높고,

항공촬영계획에따라센서의운용설정(operation setting)

을달리할수도있다. 즉, 촬영목적에따라분광해상도와

공간해상도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높

다. 위성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시의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활용성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

진다면 훌륭한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A-HSI의 수질분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취지로

수질분야 선행연구 사례를 고찰하고, 현재시점에서 가

용한 자료를 통해 A-HSI를 이용한 수질추정을 테스트함

으로써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안과 해양 분야에서는 위성기반 원격탐사를 클로

로필-a(Chlorophyll-a, Chl-a) 탐지, 적조(red tide) 탐지, 산

호(coral reef) 탐지, 기름유출(oil spill) 등에 활용하였고,

옅은 연안의 바닥과 같은 해양지질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Yoo and

Jeong, 1999; Hochberg and Atkinson, 2003; Brekke and

Solberg, 2005). 내륙수에 대해서는 중저해상도의 MSI를

이용한 사례에 그치고 있었으나 최근 수자원연구원에

서는 지상 초분광센서를 이용한 수질관리시스템을 계

획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K-water 연구원, 2013).

초분광영상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기대되는 만큼 수질

분야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과 제약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질평가는 보정과 검증이 매우 중요한

데, HSI를 이용한 수질추정 및 평가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현장검증자료가 부족한 한계를 가지기 때문

에 시뮬레이션된 Landsat TM 자료와 비교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A-HSI의 수자원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로서 의의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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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항공 초분광영상을 사용한 수질추정 활용을 검토하고 한강일부분에 대해 가용한 측정자

료를 이용하여 초분광영상 기반의 수질추정을 테스트하였다. 원격탐사에 의한 수질추정은 수체에 대한

downwelling과 수체 내에서의 산란과 반사에 대한 관측정보를 이용하는 방법과 원격탐사 센서에 도달하는

upwelling과 수질측정정보와의 선형적 회귀분석을 구하는 방법이 선호된다. 두 방법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수질정보나 산란정보 등 추정에 필요한 보조자료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질

추정 테스트는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한강의 일부분에 대해서 적용되었다. AISA eagle 초분광센서로 취득

된 자료와 수질관측정보를 선형적 회귀분석을 통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밴드조합에

대해서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밴드조합으로 -24.847 + 0.013L560의 회귀식을 얻었다 (L560은 560 nm

파장에서의 radiance로 R2=0.985). 다중분광영상을 이용했을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spectral

resampling을 통해 Landsat TM 영상을 생성하여 -55.932 + 33.881(TM, TM3)의 회귀식을 얻을 수 있었

다(TM, TM3는 radiance로, R2=0.968). 부유물질 농도는 수질측정지점에서 약 3.75 mg/l 이고, 초분광영

상으로 추정된 농도는 약 3.65 mg/l, 시뮬레이션된 TM은 약 5.85 mg/l 로 다중분광영상을 이용했을 경우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공 초분광영상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보다 정밀한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영

상 전반에 걸친 sun glint 와 같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고도각을 고려하여 정교한 비행계획을 구성

하고 체계적 전처리와 검·보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적용된 방법에 따른 테스

트로, 대기보정의 정밀성과 부족한 수질측정 샘플자료, 분광밴드의 검색, 적합한 선형회귀모델의 선택, 그

리고 정량적 검증방법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과 제약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수질 원격탐사 문헌고찰

1) 수질원격탐사 내륙수 국내사례

수질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호수나 저수지와 같은 정

체수역에서는 부영양화(녹조현상)가 자주 발생하여 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류에 의해 발생하는 부영양화

는 주로 1990년대에 원격탐사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으며, Landsat Thematic Mapper(TM)과 Enhanced

TM plus(ETM+), Moderate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SeaWiFs)

등 30m~1km의 중저해상도의 MSI가 대부분이다.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수질평가 방법은 경험식에 의한 방법

으로, 수질 매개변수들과 원격탐사 자료의 선형적 회귀

식을 도출하는 방법이 적용하고 있다(Kim et al., 1996;

Im and Jeong, 1999; Choi and Yang, 1998; Jang et al., 1998).

신뢰성이 높은 경험식에 의한 방법에서 항상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동일시점에서 현장측정자료 획득의 시간

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 두 지점간의 지형학적으로 매치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주로 모델링을 통한 추정으로 보

정과 검증의 중요성 등이 있다(Han et al., 1998; Jeong,

1999; Jeong, 2000; Lim, 2003; Ji, 2013). 경험식으로서 선

형 회귀분석에는, 독립변수로 단일밴드, 밴드비율 혹은

밴드차, 3개 이상 밴드, red-edge 모델 등과 같은 밴드 모

델이 사용되고 있다. 종속변수로는 동일한 시점에서 수

질측정정보를 사용한다. 최근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Choi et al.(2011)는 하천을 대상

으로 IKONOS와 Quickbird, RapidEyes를 이용하여 하천

에서의 Chl-a 농도를 경험식에 의해 추정한 바 있다.

2) 연안/해양 원격탐사 사례

연안이나 해양 원격탐사에서는 해색(ocean color)을

통한 유해성 적조(harmful algal bloom), 부유성 녹조

(floating green algae), 부유물질(Suspended Solid, SS) 등을

추정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적조는 해양자

원의 집단폐사, 물리적 손상,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야기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원격탐사를 이용한

적조탐지 및 모니터링은 Chl-a 농도나 Chl-a 이상에 기

초하여 시도되어 왔다(Son et al., 2012). MODIS, Ocean

Scanning Multi-Spectral Imager(OSM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 등의 센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해서 분광계를 통한

탐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Son et al. 2012). 수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체계적인 해양 분야에서는 주로 반경험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해석적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인 통계적 모델을 혼합하여 구성성분의 통계적

관계를 유추하는 방법으로 복사전달의 해와 경험적인

내용의 조합으로 알고리듬을 구한다(Jeong, 1999). 해석

적 방법은 태양복사의 산란, 흡수 관측장비를 활용하여

원격탐사자료의보정하는방법과실험실에서의HSI 분

석에 의해 대상물의 분광특성을 대기보정된 원격탐사

자료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양분야에서는 다양하고

수체로부터 반사도의 모델링과 분광미분 (spectral

derivate)을 통한 평가(Szekielda et al. 2009)와 같은 체계적

인 접근과 대기의 영향을 정밀히 보정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었으며, 산출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

의개선(Suh et al., 2002)과지수의개발(Lee and Lee, 2012)

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HSI의 수질분야 활용사례

HSI의 수질분야 활용사례는 대부분 국외사례로 호소

수, 하천의 영양상태(trophic state)를 분류하고(Koponen

et al., 2002; Thiemann and Kaufmann, 2002; Govender et

al, 2007) 수질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 매개변수의

추정에 집중하고 있다. 2002년부터 SS와 용존유기물

(Dissolved Organic Matter, DOM)을 탐지하는데 HSI가

유용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Hakvoort et al., 2002).

Govender et al. (2007)은 HSI의 수질탐지의 현황에 대해

서 리뷰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Chl-a 농도의 추정하고 있

으며 강어귀에서의 녹조현상(algae bloom)과 습지에서

의암모니아역학의추정한사례도제시하였다. Sudduth

et al. (2005)은 HSI를 이용한 반사도와 지상에서 수집한

샘플의 Chl-a, 영양염(nurtrient), 탁도에 대해서 실험실

분 석 과 simulated TM 이 미 지 를 통 해 총 인 (Total

Phosphorus, TP)과 같은 다른 수질 매개변수들과 탁도가

강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측정된 샘

플데이터와 조합한 HSI의 수질추정은 MSI의 한계를 넘

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Bochow et al.(2012)는 자동

화된 방법으로 내륙수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는 옅은 물을 포함시키고 지형에 의한 그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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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제거하는 수체 이외의 영역을 제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Lee et al. (2012)에 따르면 초분광영상은

480~490nm에서 맑은 수역의 30m수심까지 ±2m오차이

내에 분석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깊은 수심에

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대추정의 경향은 항상 존재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연구사례들은 Chl-a 농도와

DOM(혹은 Colored DOM, CDOM), TP, TN, 탁도(혹은

세키심)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COD)은 탐지 및 추정의 직

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BOD와 COD는 수질오염

의 중요한 척도이며 원격탐사에 의해 간접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이들은 초분광영상의 광학적 특성과 직접적

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분광영상에 의해서

BOD와 COD의 직접적인 추정보다는 추정된 수질매개

변수인 탁도나 CDOM에 의한 간접적인 추정이 가능하

다.

3) HSI를 이용한 내륙수 수질평가의 시사점

국내 수질분야에서 HSI의 응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

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HSI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우리

나라 상공을 지나는 위성 초분광영상(Satellite-HSI, S-

HSI)은 EO-1(Earth Observation-1) 위성의 Hyperion 센서

로 United State Geological Survey(USGS)에서 웹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세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특정 도시의 일

부분만 스캔한다. A-HSI은 보안상의 문제로 접근이 불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서해안 지역, 인천지

역일부, 국립수목원일부, 남한강과북한강일부로조사

되었다. 이들은 각각 연안, 도시, 산림, 하천의 속성을 가

지며 한 번의 스캔만으로 그쳐 모니터링을 위한 시계열

적 자료는 아직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전처리

와 검·보정의 체계의 중요성이다. A-HSI의 장점을 최

대화하기 위해서는 촬영계획에서부터 체계적 전처리

과정과 정밀한 검·보정이 요구된다. 촬영 전과 후, 촬

영 당시의 현장측정 자료와 대기보정과 기하보정에 상

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사례가 부족하

다. 대기보정은 경험적 선형보정과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경험적 선형보정은 촬영

당시 지상분광계로(영상에서 확인 가능한) 보정타겟의

방사와 반사도를 측정하여 동시간대의 영상정보와 선

형보정을 실시하는 것이다(Jensen et al., 2007). 신뢰도가

높아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정타겟의 재질과 그 크기

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분광 라이

브러리(spectral library)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Chang et al., 2013). 상용 소프트웨어로 ENVI에 탑재

된 FLAASH를 이용하거나(Kim et al., 2012) ReSe사의

ATCOR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Ben-Dor et al.,

2004). 하지만아직까지양방향성반사분포(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특성이나 수체가 바람에 의한 발

생하는 반짝이는 sun glint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고 체계

적인 보정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수질측

정 자료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앞서 두 제약조건은 수질

이외의 A-HSI의 정확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지

만 수질측정 정보는 수질 매개변수들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상당한 시

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간대에 취득한 현장측정

정보가 아니라면 자료에 내제된 오차가 상대적으로 커

져서 과대/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험식에서 사용되는 밴드의 선택 또한 분석하고자 하

는 대상물의 광학적 특성이 확인되어야 신뢰성이 높아

진다. 경험식에 사용되는 밴드들의 구성방법도 중요하

며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n차 다항식의 선택

에 따라 자료의 설명력이 달라지며 샘플수도 중요하다.

A-HSI의 수질분야 적용에 있어서 제약사항과 한계점

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고 정밀한

수질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함으로써 올바르고

체계적인 분석절차와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3. 수질 매개변수 평가 가용성 테스트

1) 수질 측정 자료

수질 매개변수 평가를 위한 A-HSI의 가용성을 알아

보기 위해 한강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테스트하였다. 앞

서 지적한 문제들과 제약사항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이들을 수용, 실제 가용한 자료를 이용해 테스트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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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현실적 문제를 더욱 직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올

바르게 세우기 위한 표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지역

은 팔당댐-팔당대교 구간의 한강 일부분으로 선정하였

고 수질샘플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한강

F(좌표 37°31’36.2”N, 127°16’26.0”E)”지점의 수질측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테스트에 있어서 확인된 제약사항

은 A-HSI 스캔시간과 동일한 수질측정 샘플의 수와 수

질 정보가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샘플 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경험식에서 회귀모형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

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회귀모형을 구동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공촬영일 주변과 월 평균자료와 통합하여 종

속변수의 수를 4개로 최대한 확보하였다. A-HSI에 의한

수질 매개변수 추정의 정밀성보다는 가용성이 목적이

기 때문에 샘플자료가 가지는 제약사항의 수용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수질측정정보는 다음 Table 1과 같으

며 모두 동일한 지점의 측정정보이다. 11월 평균자료에

는 Chl-a 농도는 4.8mg/m3로 측정되었지만 나머지 측정

날짜에는 제외되어 있고 Chl-a의 샘플 수가 부족하여 수

질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 DO)는 11.9mg/l, BOD는 0.9mg/l, COD는 3.7mg/l

로 측정되었다. 하천 생활환경기준으로 Chl-a는 Ia 등급

(호소기준, 매우좋음), DO와BOD는 Ia 등급(매우좋음),

COD는 Ib 등급(좋음)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DO, BOD, COD 매개변수들에 대해 원격

탐사에 의한 광학적 특성만을 해석하는 것은 이들이 가

지는 복잡한 매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수질평

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Table 1과 같이 SS

(Ia 등급)와 TN(하천기준 없음, 호소기준 VI 등급 ‘매우

나쁨’), TP(Ib 등급)에 대해서만 수질평가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2) 테스트 대상지역과 분석방법

A-HSI 영상은 AISA Eagle 센서1)로 2011년 11월 16일

에 3,000 m 고도에서 스캔되어 2 m의 공간해상도를 가

진다. Fig. 1과 같이 한강 일부(하천길이 약 3.9 km, 하천

폭 약 220 m, 면적 약 1 km2)를 포함한다. 127개의 밴드

를가지며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 4.36 nm

에서 4.82 nm로 구성되고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은약 500:1 이다. 추가적전처리로 SNR 검토

와 대기보정, 수체 분리를 실시하였다. 수질분야 원격탐

사에서는 방사자료(radiance)와 대기보정된 반사자료

(reflectance)에 대해서 SNR를 검토하여 밴드별 오차를

최소화하고 정보의 양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Kruse, 2002; Myung, 2009). 테스트에 사용된 영상

또한 수질을 탐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SNR을

확인할필요가있다. 연구흐름도는 Fig. 2에제시하였다.

데이터의 품질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

법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SNR을 계

산하였다. 표준적인 방법은 알베도가 50%인 대상물을

목표물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정의하는 대상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테스트에서는 수체를 육지와 분리한

후, 수체에 대해서 방사자료와 반사자료의 SNR 차이를

살펴보았다. SNR 결과는 Fig. 3과 같으며 Fig. 3 (a)에서

약 930 nm부터 994.6 nm까지는 차이가 매우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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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중앙항업으로부터 방사보정과 기하보정 처리된 자료를
제공받음

Table 1. Measured in-situ data
no. Date SS (mg/l) TN (mg/l) TP (mg/l)
1 Ave.11 3.8 2.155 0.033
2 11.04. 4 2.136 0.031
3 11.10. 3.4 2.027 0.03
4 11.18. 3.8 2.113 0.036

Fig. 2.  Work flow.

Fig. 1.  A part of Han River.



나 정보의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SNR이 매

우 낮아 유용한 신호보다 잡음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

다. 낮은 SNR을 가지는 밴드들은 단일밴드를 사용하는

분석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반사자료는 ~430 nm와 900

nm~ 영역에서 낮은 SNR을 가지고 방사자료와 함께 약

700 nm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며 NIR 영역에서 신

호가매우약한것이보인다. NIR 파장대의주요흡수객

체인수체의영향으로판단된다. Fig. 3 (b)을통해서 NIR

영역부터 방사자료와 반사자료 사이의 차이가 줄어드

는 경향을 알 수 있다.

3) 분광밴드 선택과 경험적 산출식

수질 원격탐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험

적 방법은 선형회귀를 통해 현장 측정자료와 원격탐사

자료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밴드모델과 경험

식을 찾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험식은 수식 (1)과 같다.

water quality parameter = 
a0 + a1×band1 + a2×band2 + a3×band3 + … (1)

여기서 a0, a1, a2, a3는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회귀매개변

수이다. 독립변수에서 반사자료 대신에 방사자료를 사

용하여 산출한다면 a0, a1, a2, a3는 달라질 것이다. 선형

회귀식의 형태를 가진 수식 (1)은 단일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1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단일 밴드이외에 밴드비율이나 밴드차 혹은 상용로

그를 취한 밴드 등 밴드계산 결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할

수도 있다. SS, TN, TP 추정하는 이전연구에서 사용된

분광밴드에 대해서 Table 2에 정리하였다. 기존 연구에

서 제시된 밴드와 사용된 A-HSI가 가지는 밴드가 동일

한 분광밴드가 아닐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밴드를 선택

하였다. TN과 TP는 영양염과 관련하여 Chl-a 농도와의

상관관계에 분석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Mazumder and

Havens, 1999; Brown et al. 2000) 직접적인산출식의종류

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는 수질

측정지점의 자료, 독립변수는 그 지점에 해당하는 2×2
픽셀의 분광밴드로 설정하였고 A-HSI 자료는 방사자료

와 반사자료에 대해서 각각 수행하였다. 대상하천 수질

의 광학적 특성이 기존 사례와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분광곡선정보를 기반으로 독립변수 대상 밴드

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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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verage spectral profile for water body.

Fig. 3.  SNR for each band (a), SNR by ratioing reflectance over radiance (b).



Fig. 4는 방사자료 (a)와 반사자료 (b)의 평균 분광 프

로파일과Han(1997)에의해발표된맑은물과조류가포

함된 물에서의 반사도 차이를 재구성한 분광 프로파일

(c)이다. 조류는 분석대상이 아니지만 부유물질를 포함

한 수질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Fig. 4에서 (b)와 (c)를

비교하였을 때, green 영역에서 반사가 높은 특징은 동일

하나, 700 nm 부근에서 증가하는 반사특징이 유사하다.

(c)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b)에서 900 nm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화살표는

분광곡선에서 특징적인 값의 변화를 보이는 영역을 표

시하였다. NIR 영역에서 흡수가 발생한 원인이 잡음인

지 수질 매개변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회귀분석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화살표시된 대

상 밴드를 선정하였다. 방사자료에 대해서 428 nm, 451

nm, 763 nm, 816 nm, 931 nm을, 반사자료에대해서 560

nm, 763 nm, 922nm, 936 nm의파장밴드를선정하였다.

Bistani(2009)는TP에대해서현장측정자료와지상초분

광계를 이용한 분광정보, 그리고 Hyperion HSI을 취득

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상분광정보에서는 770

nm과 778 nm를 이용한 비율지수에서 일관적인 T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Hyperion 영상에서는

428 nm, 457 nm, 488 nm, 529 nm에서보다정확한수질

매개변수정도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얻은 0.49의 설명력을 가지는 467 nm, 529 nm 밴드에서

의 반사도 비율을 이용하여 경험적 회귀식을 얻었다.

TN는 여러 연구로부터 1.0 ~2.5 μm사이의 Mid-IR에서

분광특징이 잘 관측되기에(Selige et al. 2006) AISA Eagle

센서의 분광범위에서는 직접적인 확인을 할 수 없었다.

Gmur et al.(2012)은 회귀 트리를 생성하여 토양 내 질소,

탄소와 유기물질에 대해서 토양분야에서 초분광분석을

수행하였는데, 470-846-403-687-515 nm의 의사트리를

통해 질소를 산출하였다고 하였다. Table 2는 경험식을

위해 선택한 분광밴드와 그 계산식이다.

4) 경험식에 의한 수질매개변수 분포추정

Table 2를 통해서 SS, TN, TP에 대한 경험식의 밴드모

델로 총 10개의 밴드 차와 4개의 밴드 비율, 2개의 밴드

조합을 이용하였다. TN은 1개의 밴드 조합, TP는 1개의

밴드 비율, 1개의 밴드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단계적 선

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방사자료의 경우, SS에 SS-14

를 제외한 나머지 밴드모델에서는 유의한 수준이 발견

되지않았다. 여러밴드로구성된 SS-14에서 560 nm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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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pectral bands for A-HSI empirical formular
Parameters band model (nm) Linear regression model Empirical formula

SS

451-428 1

Y = a0 + a1 X1

L: Radiance
R: Reflectance
SS = -24.847 + 0.013L560

451/428 2
816-763 3
816/763 4
816-931 5
816/931 6

428, 451, 763, 816, 931 7 Y = a0 + a1 X1 + a2 X2 + ‥a5 X5
560-763 8

Y = a0 + a1 X1

560-922 9
560-936 10
936-922 11
936/922 12
763-922 13

560, 763, 922, 936, 14 Y = a0 + a1 X1 + a2 X2 + ‥a4 X4

TN 470, 846, 403, 687, 515 1 Y = a0 + a1 X1 + a2 X2 + ‥a4 X4
Y = a0 + a1 X1 + a2 (X2)2

TP
467/529 1 Y = a0 + a1 X1

Y = a0 + a1 X1 + a2 X2 + ‥a4 X4
Y = a0 + a1 X1  Y = a0 + a1 X1 + a2 (X2)2

-
428, 457, 488, 529 2



0.985)에서만 0.005의유의미한수준을얻었다. TN의회

귀분석 결과는 846 nm밴드 (R2= 0.861)에서만 0.047의

유의확률을 얻었으며 TP는 모든 독립변수에서 유의수

준보다 높았다. 반사자료의 경우 SS, TN, TP 모두에 대

해서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 Spectral

resampling을 통해서 simulate Landsat TM 영상을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였다(참고로 AISA Eagle에 포함된 분광영

역만 변환될 수 있어서 TM 밴드 5와 6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를 통해 A-HSI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

다. 기존의 사례에서는 SS에 대한 경험식은 상당수 많

으나, TN은 장파장 방향의 NIR영역에서 주로 탐지되

어 밴드5와 밴드6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

VIS 영역보다 더 발견되었다. Simulated TM 영상 또한

같은 방법으로 기존 연구를 통해 경험식을 위한 밴드를

선택하였고 단계적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M1/ TM3의 비율을 이용하였을 때 0.968의 R2(유의확

률 0.016)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2와 3에서 추정된 경험식을 사용하여 수질평가

이미지를 Fig. 5와 같이 산출하였다. 경험식을 통해서 픽

셀정보를 방사 값에서 SS농도로 변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Fig. 5 (a)와 (c)에서 x축의 범위가 상이한 것이 발견

되었다. 값의 분포 형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샘플자료

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값의 범위를 보

정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통해서 SS의 농도를 추정하였

다. 정규화 방법은 다음 수식 (2)와 같다.

              Y = { } (X _ Xmin) + Ymin                (2)

여기서 Y는 정규화의 기준이 되는 대상으로 SS의 농도

를 의미하고, X는 정규화 대상인 독립변수인 영상(A-

HSI, TM)을 의미한다. SS의 관측정보가 제한적이기 때

문에 2007년부터 2011년의 매 11월에 대한 최소값(3.75

mg/l)과 최대값(6.8 mg/l)으로 설정하였다. 계절적인 변

화를 반영하면 관측시점의 SS농도에 대한 변동량의 의

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Fig. 6은 정규화를 통한

보정 결과이다. 두 영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Fig. 6(c)에

서 부유물질 농도를 추정한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나타

냈었다. 자료분포에대한히스토그램을통해서A-HSI에

의해 추정된 값이 약 4이하에서 높은 빈도를 가지지만

TM에 의해 추정된 값은 약 6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

Table 4와 함께 전반적으로 simulated TM 영상에서 값의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6(a)와 (b)의 영상

중심에서 주변 농도와 단절된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는

우선 영상의 기하보정 과정에서 mosaic에 의한 오류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하천의 폭이 좁아지면서 유속이 빨라

Ymax
_ Ymin

Xmax
_ X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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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mpirical regression results A-HSI (a) (b) and simulated TM (c).

Table 3. The spectral bands for simulated Landsat TM empirical formular
Parameters Methods (nm) Authors Empirical formula

SS

TM3, TM4, TM2/TM1 1 Kim et al. (1996)
SSa = -55.932 + 33.881(TM1/TM)

(TM = radiance)TM4, TM2/TM1 2 Kim et al. (1996)
(TM2+TM3)/2 3 Dekker et al. (2001)

TM1 4 Ostlund et al. (2001)

-
TM1/ln (TM3) 5 Wang et al. (2008)

(TM1+ln (TM2))/ln (TM3) 6 Wang et al. (2008)
TM1/TM3 7 Wang et al. (2008)

TN TM3/TM2(TM5, TM6 정보없음) 1 Jang et al., 2003. -



짐에 따라 sun glint에 의한 과도한 태양반사에 의한 것으

로 해석될 수도 있다.

Simulated TM에서는 Fig. 6과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유물질 농도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분포패턴은 유사하였다. 두 개의 추정된 SS

농도에 대한 기초통계정보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Fig.

7은 A-HSI를 x축으로 하고 TM이미지를 y축으로 하는

산포도이다. Table 5와 Fig. 7에 의해서 TM 센서로 추정

된 SS 농도가 과대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HSI 결

과에서 수변공간이 포함되게 확대한 것으로 수심이 옅

은 곳에서 진한 SS 농도가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Fig. 8).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A-HSI의 활용 분야의 폭을 넓이고자 내륙

수 수질분야에 대한 문헌고찰과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할

수있었다. 자료의부족, 동시간대측정한현장측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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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zoom-in waterside.

Fig. 7.  Scatter plot with A-HSI (x-axis) and TM (y-axis).

Fig. 6. SS assessment by A-HSI and simulated TM.

Table 4. Estimating SS concentration in-situ location (2x2 pixel)
Dataset Origin Regression Normalized

SS
concentration

3.4 - -
3.8 - -
3.8 - -
4 - -

AISA HSI
(radiance)

2094 2.375 3.598788
2126 2.789318 3.665514
2126 2.789318 3.665514
2137 2.934 3.688815

Simulated TM
(radiance)

1.7522 -20.97683 5.7929
1.7618 -20.66364 5.855833
1.7618 -20.66364 5.855833
1.7701 -20.36718 5.915404

Table 5. basic statistical information for SS concentration
estimating

Sensor Min Max Avg. St.dev.
A-HSI 3.0 6.8 3.87 0.23
TM 3.0 6.8 6.13 0.27



의 부족, 정밀한 전처리와 보정 등이 나타났다.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처리과정에서 낮은 SNR 비율을 높

이고 정보의 양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

는 밴드의 선택적 활용이나 최소잡음변환(MNF)과 같

은 주성분 밴드의 사용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대기보

정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사자료와 반사도 자료

를 함께 사용하였으나, 낮은 SNR로 인해 회귀적 상관성

이 부족하고 초기 전처리과정에서의 정밀한 처리 필요

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의 결과 영상에 발견되

는 일정한 형태의 잡음의 제거와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수체표면의 sun glint 효과의 제거가 필요할 것이며, 기하

보정을 통한 정밀한 모자이킹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수

체영역의 추출이 그림자에 의한 영향과 식생수분의 영

양 등으로 자동화가 어렵고 물과 만나는 지점의 경계를

결정짓기가 어려웠다. 테스트에서는 영상분할과정을

통한 디지타이징을 수행하였다. 고해상도 영상일수록

픽셀의 정보가 수체에 반사된 것인지, 수중에 반사된 것

인지, 혹은 바닥에 반사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경험적 회귀모형을 구성

하기 위해 필요한 밴드의 조합이나 밴드비율과 같은 독

립변수 산출식과 방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사례에서 제시된 밴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이 통계적 유의수준이 매우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과정을 거쳐 A-HSI의 수질평가 테스트를 수행하였

으나 simulated TM에 의한 잘못된 SS 농도의 추정은 그

값의 변동만 유사한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샘플 수의 한

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정을 위해서 사용한 정규화

는 데이터의 범위를 잘 살펴야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

며 이상치 탐지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양하

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현장측정샘플들은비록 SS농

도의 큰 변동이 없었지만 동시간대에 측정된 자료가 아

니기 때문에 오차가 내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측정

지점 주변의 정보이외에 추가로 다른 지점에 대한 측정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하천은 매

우 동적이기 때문에 영상에 포함되는 상류부와 하류부

에서 동시에 측정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

상자료와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광범위한 지역의 장기

간 축적된 수질측정자료와 주기적으로 촬영되는 초분

광영상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진

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최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VIS영역과 NIR 영역을

포함하는 넓은 파장영역에 대한 분광 라이브러리가 구

축된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정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경험식을 위한

밴드선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질 수 있기에 향후에는 경험식에 사용될 밴드선택과 밴

드조합과 같은 독립변수로서의 밴드모델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질매개변수로

SS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였으나, 경험식이 다른 매개변

수에 대해서 더욱 많이 구성된다면 항공 초분광영상이

수질평가에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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