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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the estimated surfac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by

using the KOrea Multi-Purpose SATellite-3 (KOMPSAT-3) multi-spectral images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estimated NDVI from KOMPSAT-3 is used as for comparison

with the high resolution GeoEye products. The geometry conditions for atmospheric

effects are selected from meta files of KOMPSAT-3 bundle data. The used geometry
conditions are consist of solar zenith angle, solar azimuth angle, viewing zenith angle,

viewing azimuth angle, and date. And, Atmospheric effects such as attenuation, scattering

and absorption were physically simulated from water vapor, ozone and aerosol
information. Generally, although ground measurements are important for accurate

information, in this study, MODIS atmospheric products are used as atmospheric

constituents. The surface reflectance from radiative transfer model is utilized for
estimating vegetation index. The present study, to reduce atmospheric and geometry

conditions between KOMPSAT-3 and GeoEye having difference observation characteristics,

data acquisition time is carefully determined for reliable vegetation spectral
characteristics.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3호 영상을 이용하여 지표면 상의 정규식생지수 비교 분석 하

고자 한다. 산출된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정규식생지수 비교 분석을 위해 동일 지점 최소 관측

시간 오차를 가지는 고해상도 GeoEye 영상이 사용되었다. 먼저, 각 밴드별 분광 정도 산출을 위

해 대기 보정이 수행되었다. 대기 보정 수행을 위한 기하 정보는 다목적실용위성 3호 보조자료에

포함된 태양천정각, 태양방위각, 위성천정각, 위성방위각, 날짜 정보이다. 그리고 대기 요소에 의

한 감쇄, 산란, 흡수 정보를 물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수증기량, 오존량, 에어러솔 정보가 적용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대기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장관측자료가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MODIS atmospheric products를 사용하였고, 대기보정 모델에서 산출된 지면 반사도는 식생

지수 산출에 사용되었다.

키워드 : KOMPSAT-3 (다목적실용위성 3호), GeoEye, vegetation spectral characteristics (식생분광

특성), NDVI (정규식생지수), atmospheric correction (대기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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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Characteristic
Information

Orbit Altitude 685km in Sun-synchronous orbit

Spectral Bands

Name Spectral Bands (nm)

Blue 450 - 520

Green 520 - 600

Red 630 - 690

NIR 760 - 900

Pan 450 - 900

Ground sample

distance
Multi(2.8 m)/Pan(0.7 m) at nadir

Swath width 16km

표 1. KOMPSAT-3 위성의 시스템 특성

1. 서 론

다목적실용위성 3호 (이하 KOMPSAT-3)는

2012년 5월 18일 발사되어 현재 운용 중이다.

KOMPSAT-3는 국가 차원의 고해상도 위성영상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한 기존의 KOMPSAT-2와

의 위성정보 지속성을 위해 개발 되었다. 개발된

위성은 국가 GIS, 환경, 농업, 해양관측, 등 다양

한 활용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고도 685 km의

태양 동기궤도에서 운용되는 KOMPSAT-3는 기

존의 KOMPSAT-2와 공간해상도 비교 시 전정색

(Panchromatic) 채널의 경우 0.7 m (국내 최초

서브미터급 위성), 4개의 분광 (Multi-spectral) 채

널의 경우에는 2.8 m 해상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위성정보는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Categorical variables'과 대상 물체의

분광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Continuous

variables'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료 특성 및 활

용목적에 따라 적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Liang

2004). 본 연구에서는 KOMPSAT-3 영상을 이용

하여 지표 식생지수를 산술 하고 이를 Geoeye

영상과 비교하고자 한다.

지표 반사도 및 식생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전처리가 수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

표면 정보 산출 시 가장 큰 오차 요인 중 하나인

대기 감쇄 효과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김현옥

외 2011). 일반적으로 전처리 과정은 DN to

Radiance, 구름제거, 기하보정, 그리고 대기보정으

로 나눠진다. 대기 감쇄 효과 보정을 위해 복사전

달 모델에 기반을 둔 조견표 (Look Up Table:

LUT) 방법을 적용하였다. LUT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계산된 대기보정 정보를 조견표에서

찾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

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지표점-태

양 간의 상대적인 기하 특성에서 발생하는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BRDF)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Yeom

and Kim 2013). 이는 고해상도 위성의 경우에

중․저해상도 위성과 달리 위성 재방문 시기가 길

기 때문에 특정시간 (일반적으로 16일 이내) 모델

링을 위한 최소 3개의 동일 화소 영상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

방향성 연구를 위해서는 동일한 식생 특성을 가지

는 넓은 지역에 대해 중저해상도 위성에서 산출된

BRDF Kernel 값을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MODIS와 같은 중저해상도 위성을

이용하여 BRD 변수를 적용하고 이를 고해상도

영상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다. 일반

적으로 중저해상도 위성의 경우에는 재방문 시기

가 짧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위성-지표면-태양의

상대적인 기하 오차를 적용하기가 쉽다.

2. 본 론

2.1 연구자료

KOMPSAT-3의 지표면 식생 비교 분석을 위해

GeoEye 위성 영상이 사용되었다. 기본적으로 위성

영상에 대한 식생 분광 정보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지상관측자료가 필요하지만, 지상 자

료와의 일치성 및 식생 종에 따른 지표 반사특성

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GeoEye 위성자

료를 사용하였다. KOMPSAT-3 위성은 일반적인

고해상도 광학위성 (IKONOS, GeoEye,

KOMPSAT-2)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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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eye 위성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농업 위성인

RapidEye와의 영상 비교 시 유사한 분광 특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 보정 이후의 식생 지

수 상관도가 높아진다. (Broszeit and Ashraf 2013)

그림 1은 2013년 4월 20일에 촬영한

KOMPSAT-3 RGB (Red, Green, Blue) 합성영상

이다. 그림에서 보면 도시 지역과 식생지역이 공

존하고 있으며, 중간 호수지역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KOMPSAT-3와 GeoEye 전체 영상 중 시․

공간적 불일치가 가장 적은 영상자료를 선택하였

다. 표 2에서 보면 두 영상간의 촬영 시간 차이

는 약 100여분차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적 불일

치를 보여준다. 이는 위성영상간의 비교 분석 시

발생 할 수 있는 대기 효과 차이와 공간이질에서

따른 식생이질 차를 최소화 한다.

그림 1 영국 런던 남부 고해상도 Geoeye 영상

연구지역 (2013년 4월 20일 획득)

Satellite Date
Overpass

time (UTC)

Solar

Zenith

Solar

azimuth

Satellite

zenith

KOMPSA

T-3

April,

20 2013
13:05:07 40.91744 191.5104 23.6575

Geoeye
April,

20 2013
11:21:43 44.343530 147.6686 20.74987

표 2. KOMPSAT-3와 GeoEye 위성영상 6S 대기

보정을 위한 기하 상태 변수

(a)

(b)

그림 2 Geoeye (a)와 KOMPSAT-3 (a) 위성의

spectral response function

그림 2는 KOMPSAT-3와 GeoEye 위성에 대한

Spectral Response Function을 보여 준다. 그림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위성은 비슷한 채널 분

광 영역대를 가지지만, 반응함수의 값을 상이하

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6S 대

기 보정 모델에 2.5 nm로 내삽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복사전달모델을 사용하여 대기 효과를 모의

할 때, 각 대기 요소에 대한 입력자료가 필요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MODIS atmospheric

products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MOD04_L2의 “Optical_Depth_Land_and_Ocean"

필드의 ”Aerosol Optical Dept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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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sol_Type_Land" 필드의 에어러솔 자료가

사용되었다. MOD04_L2의 경우에는

"Water_Vapor_Near_Infrared" 필드의 수증기량이

사용되었고, MOD07_L2의 경우에는

”Total_Ozone" 필드의 총 오존량이 사용되었다.

대기보정을 위한 대기 상태변수는 표 3에 구체적

으로 적어놓았다. 두 영상간의 시간차가 적기 때

문에 MODIS atmospheric products에서 산출된

동일의 값을 사용하였다. MODIS level-2

products는 NASA’s Earth Observing System

Data and Information System (EOSDIS)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3. KOMPSAT-3와 GeoEye 위성영상 6S 대기

보정을 위한 대기 상태 변수

Date

Aerosol

optical depth

(550 nm)

Standard

aerosol model

Water vapor

(g/cm2)

Total

ozone

April,

20,

2013

0.113 continental 0.681 0.4977

표 3에서 보면 수증기 값은 0.681 g/cm2이고,

에어로솔 광학두께 (aerosol optical depth at 550

nm) 값은 0.133이다. 에어러솔의 경우 6S 모델이

있는 "continentals" 값을 사용하였다. 오존의 값

은 0.4977 cm-atm이다. 각 대기 요소에 보다 정

확한 값을 적용하기 위해 지상관측 장비 (Sky

radiometer, ozone meter, radiosonde)들을 이용

하면 보다 정확한 지표 물리량을 산출할 수 있지

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성관측 시에 고

려한 현장 일치성 및 고비용의 지상 장비 확보가

쉽지 않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위성의 대기보정을 위해 태

양광 채널 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6S (Second

Simulation of the Satellite Signal in the Solar

Spectrum) 복사전달 모델이 사용되었다

(Vermote et al., 1997). 그림 3은 KOMPSAT-3와

GeoEye 식생분광 특성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처

리 흐름도이다.

그림 3 KOMPSAT-3와 Geoeye 식생분광 특성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 흐름도

기본적으로 6S 대기보정 모델의 경우 계산 시

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용량 위성 자료 처리

를 위해서는 Look-Up-Table 방법이 사용된다

(Lyapustin et al., 2011; Wang, 2003). 대기보정

모델 수행을 위해서는 위성 센서의 분광 특성

(spectral response function; SRF), 기하 및 대기

상태 정보, 날짜 정보가 필요하다. SRF의 경우

각 위성 센서마다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대기 보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한

다. 기본적으로 6S 모델 자체적으로 다양한 위성

의 SRF값을 보유하고 있지만, KOMPSAT-3와

GeoEye는 6S 최신 버전 발표 이후에 발사된 위

성임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각의 SRF를 입력해야

한다. 6S 모델의 경우에는 2.5nm 분광 해상도로

값을 입력하므로 1nm 분광해상도 SRF를

resampling 하여 입력하였다. KOMPSAT-3와

GeoEye 위성영상의 6S 대기 보정을 위한 기하

상태 변수는 표 2에, 대기 정보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2에서 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적기 때문

에 태양 천정각 차이도 적게 나타난다. 이로 인

해 시간에 따른 대기 상태 차이는 줄어들고,

BRDF 효과 또한 낮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각각의 산출된 값을 이용하여 지표 반사도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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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산출된 지표 반사도를 이용하여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정규

식생지수)를 산출하였다 (Rouse et al., 1974). 일

반적으로 NDVI는 근적외파장대 (NearIR) 반사도

와 가시파장대(Red) 반사도 값의 합과 차의 비로

계산된다. NDVI 값은 전체적으로 -1에서 +1사이

의 값을 가지며, 식생의 활력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반면 식생이 아닌 지역은

값이 작거나, 음의 값을 가진다.

3. 결 과

그림 4는 KOMPSAT-3 분광 밴드별 대기 상단

(TOA: Top Of Atmosphere) 반사도와 지표 상단

(TOC: Top Of Canopy) 반사도와의 산점도를 보

여준다. 그림에서 보면 각 채널별로 대기 보정

이후에 값이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KOMPSAT-3 각 밴드별 대기 상단 (TOA:

Top Of Atmosphere) 반사도와 식생 상단(TOC: Top

Of Canopy) 산점도 (왼쪽 상단 Blue band, 오른쪽

상단 Green band, 왼쪽 하단 NIR band, 오른쪽

하단 Red band)

식생 분광의 흡수와 반사를 각각 담당하는

Red 채널 반사도와 NIR 채널 반사도 산점도 관

계 특성은 Blue와 Green 채널 보다 보정이후 증

가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특히 NIR의

경우에는 Red 보다 증가 폭, 즉 1대1일 선에서

더 많은 편차를 보여주며, 이는 대기 보정 이후

대기효과 감소로 인해 식생지역에서의 식생지수

값의 증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보다 정

확한 식생 분광 특성을 위해서는 대기 보정 과정

이 필수적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 그림 5는

KOMPSAT-3 분광밴드를 이용하여 대기 보정 전

후의 정규식생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정규식생지수가 0 이상, 특히 식생 정도가

어느 정도 발생 할 수 있는 0.2~0.3 이상 값에서

는 대기 보정 이후의 NDVI 값이 높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NDVI 보정 기법에 가장 많이 활용

되는 Maximum Value Composite (MVC)의 경

우, 대기 효과를 받게 되면 정규식생지수 값이

감소하고, 대기 효과를 적게 받게 되면 지수값이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정

확한 식생 분광 산출을 위해서는 대기보정이 필

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0 이하의 값에서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는 지역

(그림 5)은 연구지역 중간에 위치한 호수지역 정

규식생지수 산점도이다. 물의 경우, 대기 보정 이

전의 KOMPSAT-3 정규식생지수 값이 0 ~ -1.0까

지 변동성이 큰 값을 보이는데, 보정 이후에는 0

값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물

지역은 0의 값에 수렴하기 때문에 대기보정 이

후, 물 지역에서의 NDVI 값도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KOMPSAT-3 TOA NDVI와

GeoEye TOC NDVI에 대한 산점도와,

KOMPSAT-3 TOC NDVI와 GeoEye TOC에 대

한 산점도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도시주변 지

역이라 식생만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토지피

복 특히 건물과 도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세

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

반적으로 KOMPSAT-3의 식생 분광 특성을 보고

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선

택된 연구지역의 정규식생지수의 전체적인 경향

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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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OMPSAT-4 TOA NDVI와 TOC NDVI, 즉

대기보정된 정규식생지수값에 대한 산점도

그림 6 KOMPSAT-3 TOC NDVI와 GeoEye TOC

NDVI에 대한 산점도

그림 6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대기 보정된

KOMPSAT-3 NDVI 값이 GeoEye와 유사한 경향

을 보인다. 식생지역 즉, 양의 NDVI 값 지역에

서는 KOMPSAT-3 TOC NDVI와 TOA, NDVI

모두 선형적 관계를 보인다. 그림 상에서 일부

이산된 경향은 다양한 토지피복차에 따른 이질성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하단의 경우,

상단 그림과 비교 했을 때 KOMPSAT-3에서 발

생했던 음의 NDVI값이 감소 한 것을 알 수 있

다. 앞에서 언급함 바와 같이 대기 보정 이후에

물 지역에서의 NDVI 값이 0의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OMPSAT-3의 지표면 식생지

수 정보 산출 및 그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

행하였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변수 값을 초기

입력해야하는 위성정보 활용의 경우, 보다 정확

한 지표면 정보 산출을 위해서 대기보정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면 보다 향상된 값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MPSAT-3, MODIS

대기 정보, 그리고 6S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지역

의 식생지수를 산출하였다. 대기 보정 이후의 채

널별 반사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식

생 민감도가 높은 Red와 NIR의 경우 대기 보정

이후 반사도 값이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기

보정 전후의 NDVI 비교 분석 결과가 전체적으

로 식생지역에서는 보정 후가 높게 나타나고, 물

지역에서 나타나는 큰 변동성이 안정화되는 경향

을 보인다. GeoEye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지만, 다양한 토지피복 특

성으로 인하여 이질성 또한 높다. 결론적으로

KOMPSAT-3의 분광밴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처

리 즉, 대기 보정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대기

보정 이후의 식생 지수 값이 Geoeye와 비교 시

보다 높은 상관도를 보임에 따라 향후 물리변수

기반 위성 활용의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

는 균질한 식생 지역을 선정하여 KOMPSAT-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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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분광 특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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