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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for Monitoring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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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영상의 국내 연안 활용 범위 확대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해, 국외 연안지역

에 대한 항공기 및 위성 탑재 초분광영상의 다양한 처리 기법을 소개한다. 육상과 달리, 가시광선

영역에서 미세한 반사율을 보이는 해양의 경우 보다 정밀한 대기보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태양

-해수면-센서의 기하학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태양광 정반사(sun-glint)와 같은 이상 현상을 제

거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도 개발되어 왔다. 대기 및 정반사 보정된 초분광영상은 연안지역의 수심 

추정과 산호와 같은 저서 생물 및 해저면 종류 분류, 저서 생물 상태 모니터링에 활용되는데, 주로 

복사전달모델과 분광라이브러리에 기반을 둔 반분석적 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초분광영상의 많은 

분광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실험적 모델을 적용하는 다중분광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도

가 높다. 광학영상의 해양활용에서 있어 수심 및 수질은 매우 중요한 제약점으로, 특히 복사전달모

델에 기반을 둔 분석에 따르면 초분광영상은 최대 25m까지 수심측정이나 해저면 분류가 가능하다

고 하나, 실제 많은 연구에서 항공기 및 위성 탑재 초분광영상은 수심 10m 이내의 연안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연안지역의 초분광영상자료의 정확하고 정량

적인 연안 활용을 위해서는 최대 탐지 가능한 수심 및 수질조건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연안지역에 대해 분류 가능한 저서 생물과 해저면의 분류 및 분광라이

브러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초분광영상, 연안해역, 대기보정, 태양광 정반사, 수심, 저서생물 분류 

ABSTRACT

In this study, we introduce various hyperspectral data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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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of shallow and coastal waters to enlarge the application range an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end results in Korea. Unlike land, more accurate atmospheric 

correction is needed in coastal region showing relatively low reflectance in visible 

wavelengths. Sun-glint which occurs due to a geometry of sun-sea surface-sensor is 

another issue for the data processing in the ocean application of hyperspectal imagery. 

After the preprocessing of the hyperspectral data, a semi-analytical algorithm based on a 

radiative transfer model and a spectral library can be used for bathymetry mapping in 

coastal area, type classification and status monitoring of benthos or substrate 

classification. In general, semi-analytical algorithms using spectral information obtained 

from hyperspectral imagey shows higher accuracy than an empirical method using 

multispectral data. The water depth and quality are constraint factors in the ocean 

application of optical data. Although a radiative transfer model suggests the theoretical 

limit of about 25m in depth for bathymetry and bottom classification, hyperspectral data 

have been used practically at depths of up to 10 m in shallow and coastal waters. It 

means we have to focus on the maximum depth of water and water quality conditions 

that affect the coastal applicability of hyperspectral data, and to define the spectral 

library of coastal waters to classify the types of benthos and substrates.

    

KEYWORDS : Hyperspectral Image, Coastal Waters, Atmospheric Correction, Sun-Glint, 

Water Depth, Benthos Classification

서  론

1987년 개발된 항공기탑재 초분광센서인 

Airborne Visible/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AVIRIS)를 시작으로 다양한 항공기 탑재 초

분광센서가 개발되었으며, 풍부한 분광정보를 

기반으로 지질, 산림, 농업, 해양 등 다양한 분

야에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05). 초분

광센서는 10nm 미만의 좁은 파장간격으로 수

백개 이상의 분광밴드를 제공하며, 모든 화소마

다 상세한 분광 스펙트럼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Goetz, 1991). 특히 자세한 가시광선영역의 

분광정보가 필요한 해수의 경우 초분광센서의 

좁은 파장간격과 수십 개의 분광밴드정보는 매

우 유용하게 사용된다(Lee and Carder, 

2002). 2000년 이후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육상분야에 비해, 해양분야에서는 1990년 중반

부터 해수 및 저서 생물(benthos) 및 해저면

(substrate)에 대한 분광라이브러리를 구축하

였으며, 다양한 분광분석기법을 적용한 연구도 

시도되었다(Hochberg et al., 2003). 2000년

대 이후 항공기 및 위성 탑재 초분광센서가 개

발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양지역에 대한 활용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대기보정 및 정

반사보정과 같은 전처리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전처리 정확도가 초분광영상의 

최대 탐지 수심 및 분류 등급 결과에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ochberg et al., 
2003; Kutser et al., 2003). 연안모니터링을 

위해 CASI와 HyMap과 같은 항공기 센서자료

를 이용한 수심추정과 호주지역의 산호 서식지

를 대상으로 저서 생물 종류 분류 및 해저면 

분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Fearns 

et al., 2011; Leiper et al., 2014). 최근에는 

산호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존상태에 대한 분광 

분석도 시도되었다(Kutser et al., 2003). 국

내의 경우, 최근 연안지역 및 하천지역을 대상

으로 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CASI), 및 Airborn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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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meter for Application(AISA)센서와 

같은 항공기 탑재 초분광센서의 활용 가능성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KHOA, 2011; Kim 

et al., 2012; 2013a; 2013b; 2014; Park et 
al., 2014). 이 연구들은 초기연구 단계에 있으

며, 초분광영상의 정밀한 처리, 분석 보다는 실

험적 활용성 분석을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

는 연안지역에 대한 항공기 탑재 초분광센서의 

다양한 처리기법과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연안지역의 초분광센

서 활용 가능성과 활용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제

시하고자 한다.

초분광영상의 전처리 

1. 초분광영상의 대기보정  

해수에서 올라오는 신호는 주로 가시광선영

역에서 반사되며, 육상의 신호에 비해 매우 작

기 때문에 일반 육상의 대기보정 알고리즘과는 

차이가 있다(Gao et al., 2009). 육상과 다르

게, 해수에서 올라오는 반사신호는 해수면의 정

반사 표면(specular surface)으로 인해 발생되

는 태양광 정반사 및 대기에서 산란된 빛이 해

수 표면에서 반사되는 신호도 포함되어 있다

(Kay et al., 2009; Gordon and Voss, 

1999).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신호량에 대한 

정밀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다중분광 

해색위성자료의 대기보정알고리즘은 근적외선

에서의 대기의 영향을 추정 후 보정하는 방식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Gordon and Voss, 

1999; Min et al., 2010). 그러나, 기존 해양

복사전달모델에 기반을 두어 각종 수질 및 수

심 환경인자 추정에 사용되는 초분광 항공/위성

자료는 절대대기보정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Kutser et al., 2006; Adler-Golden et al., 
2005). 해양에서 사용하는 대기보정 식은 아래

와 같으며, 대기 보정된 물의 반사율()이 계

산될 수 있다(식 1).

  





 




 





 




  

                  (1)

여기서, 
 은 센서에서 탐지되는 반사율

(apparent reflectance)을 의미하며, 
  

은 대기에 의해 산란되거나 수체 표면에서 정

반사되는 반사율을 말한다. Tg는 태양-수체-

센서 경로에 분포한 가스에 의한 총 투과도, td

는 하향 산란 투과도, tu는 상향 산란 투과도, s
는 대기의 구면 반사율을 말한다(Gao et al., 
2009).

이때 센서에 감지되는 반사율(
 )은 태양 

천정각의 코사인 함수(µ0)와 같은 각도 정보와 

위성 센서에서 감지된 복사량(Lobs), 태양 천정

각이 0일 때 대기권 상위에 내려오는 복사조도

(E0), 수체에서 올라오는 복사량(Lw), 대기에서 

산란되거나 수체 표면에서의 정반사 되는 복사

량(Latm+sfc)을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설명된

다.


 





 

                    (2)

대기보정 알고리즘은 대부분 각종 대기 구성 

가스에 대한 수십 개의 Tg 자료를 구축하고 있

으며, MODTRAN, 6S 등 대기복사전달모델을 

통해 
 , td, tu, s에 대한 LUT(Look- 

Up-Table)을 보유하고 있다(Gao et al., 
2000; Kim et al., 2007; Richter and 

Schläpfer, 2014). 초분광자료는 좁은 파장구

간의 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흡수구간의 밴드

정보를 이용해 수증기량, 산소, 이산화탄소, 질

산화탄소 등 다양한 대기구성인자에 대한 정보

량을 영상형태로 산출할 수 있어 다중분광영상

에 비해 보다 정확한 대기보정을 수행할 수 있

다(Gao et al., 2009). 또한 에어로졸 두께와 

관련 있는 시정거리를 적색광 파장영역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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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영역 밴드와의 비를 이용해 추정하고 이를 

대기보정에 적용할 수 있다(Richter and 

Schläpfer, 2014). 

이와 함께 해양에서는 육상에서 사용되는 반

사도(irradiance reflectance or irradiance 

ratio, R or )가 아닌 원격반사도(Remote 

sensing reflectance, RW)를 주로 사용하기 때

문에 대기보정 후 식 (3)과 같은 변환과정이 

필요하다(Vahtmäe and Kutser, 2013). 

 


                              (3)

여기서, 


≈3~6 Ω의 범위를 가진다

(Morel and Gentili, 1993).

해양활용을 위해 개발된 초분광영상의 대기

보정 알고리즘은 Tafkaa(Gao et al., 2000), 

WATCOR(Sterckx and Debruyn, 2004), 

Modular Inversion Program(MIP)(Miksa et 
al., 2006), coastal Waters and Ocean 

MODTRAN-4 Based ATmospheric correction 

(c-WOMBAT-c)(Brando et al., 2009) 등이 

있으나, 대부분 연구목적으로 개발되어 상용화되

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일반 해양활용연구에서

는 상용화 되어 있는 범용 대기보정 프로그램인 

FLAASH(Fast Line-of-sight Atmospheric 

Analysis of Hypercubes), ATCOR 

(Atmospheric/Topographic CORrection)에서 

해양에어로졸 모델을 사용하여 적용하였다

(Mishra et al., 2007; Kutser et al., 2006; 

Vahtmäe and Kutser, 2013; Adler-Golden 

et al., 2005). 특히 ATCOR version 4에서는 

항공기 탑재 초분광센서만을 대상으로 대기보

정을 지원하고 있다(Richter and Schläpfer, 

2014). 그러나, 현재 상용화된 특정 대기보정 

프로그램에서는 해양 표면에서 발생되는 태양

광 정반사에 의한 보정을 추가기능으로 제공하

고 있으나, 그 보정 결과가 미비하여, 대부분 

연구에서는 대기보정 전후에 추가적으로 태양

광 정반사 보정을 적용하고 있다.

2. 초분광영상의 태양광 정반사 보정

이론적으로 바람이 없어 해수 표면이 평평한 

경우 태양의 입사각과 센서로의 반사각이 같은 

좁은 지점에서 정반사가 발생하나, 바람이나 수

중환경에 의해 파도가 발생되는 실제 해수표면

에서는 넓은 영역에서 정반사가 발생한다

(Kutser et al., 2009; Kay et al., 2009). 이

를 태양광 정반사 효과라고 하며, 이러한 태양

광 정반사는 실제 약한 신호값을 분석하여 사

용하는 해양 광학분야에서는 큰 문제로 간주된

다. 태양광 정반사의 영향을 받는 화소는 원 반

사율 값의 2배 이상의 높은 값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사용이 힘든 경우도 있다(Kay et al., 
2009). 특히,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수심 추정, 

클로로필 추정 등의 정량적 연구에서는 정확한 

태양광 정반사 보정이 매우 중요하며(Goodman 

et al., 2008; Kutser et al., 2009; Kay et 
al., 2009), 실제 태양광 정반사 보정 후 추정

할 수 있는 수심이 3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

으며(Kutser et al., 2003), 저서 생물 분류 

정확도도 향상되었다(Hochberg et al., 2003). 

기존 해색위성자료에는 외해(open water)에 

대해 태양, 센서의 위치와 바람자료를 이용한 

통계기반 해수표면 모델이 적용되었으나(Cox 

and Munk, 1954; 1956), 외해를 대상으로 개

발된 알고리즘으로 연안에서는 파도의 단일 방

향성(monodirectionality)의 가정이 유효하지 

않아 적용되기 힘들며, 또한 1km이상의 낮은 

공간해상도의 해색위성자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라 공간해상도가 높은 초분광 항공 자료에

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Heege and 

Fischer, 2000; Hochberg et al., 2003). 따

라서 초분광자료 및 고해상도 위성자료에는 근

적외선구간의 반사율을 이용한 보정 방법이 제

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기보정 후 근적외선 구

간에서 해수의 반사율을 0값에 가까우나, 태양

광 정반사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높은 반사율

이 나타난다(Kutser et al., 2009). 따라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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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 정반사 보정 알고리즘은 근적외선의 반사

율을 태양광 정반사의 영향을 받은 값이라 가

정하고 이를 가시광선영역의 반사율영상에 감

쇄시키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

금까지 제시된 태양광 정반사 보정 방법은 표 1

과 같이 총 5개 알고리즘이 제시되었으며, 방법

론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Hochberg et al.(2003), 

Hedley et al.(2005), Lygenza et al.(2006)

에 의해 제시된 방법으로, 두 가지 가정을 기반

으로 개발되었다. 첫 번째 가정은 대기보정 후 

근적외선의 반사율은 수중에서 올라오는 반사

율이 없는 해수표면만의 반사율이며, 두 번째 

가정은 근적외선의 태양광 정반사 영향은 가시

광선에서의 태양광 정반사의 영향 정도와 비례

한다. 대상 영상에서 태양광 정반사가 잘 나타

나는 지역을 샘플링한 후, 근적외선 밴드의 최

소값과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의 산포도에서 기

울기값(b)을 산출하여 근적외선의 태양광 정반

사 영향 정도를 가시광선에서 감쇄시킨다. 

Lygenza et al.(2006)는 최소값 대신 평균값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보정방법은 수심이 

얕은 연안이나 저서 생물이 분포하는 지역의 

경우 경우에 따라 과보정이 되어 태양광 정반

사 보정 화소가 주변 화소에 비해 더 낮게 추

정되거나, 원 분광 정보가 왜곡되는 과보정 결

과가 나타나기도 한다(Kutser et al., 2003). 

이는 수심이 2m 이하의 경우 근적외선 구간의 

반사율이 태양광 정반사 영향뿐만 아니라 수질 

및 저서 생물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기 때문

이다(Kutser et al., 2003; Vahtmäe et al., 
2006). 

Kutser et al.(2009)는 첫 번째 방식의 한

계를 해결하기 위해 760nm 밴드를 이용하여 

References Assumptions Algorithms Advantages / Disadvantages

Hochberg 
et al.(2003)

- The reflectance in 
NIR band after 
atmospheric 
correction is derived 
from sea surface

- The amount of sun 
glint in NIR band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sun glint 
in VIS band

         
(Eq. 4)

    ′′   

   min   
 

(Eq. 5)
      ′′    (Eq. 6)
i,j : location of the brightest pixel in NIR
i',j':location of the darkest pixel in NIR

- Advantages
  :the first algorithm for high spatial  
   resolution data
- Disadvantages
  :It is sensitive to outlier pixels
  :It must be masked cloud and 

land area

Hedley 
et al.(2005)

- Assumptions of 
Hochberg et al. 
(2003)

    
   min   

(Eq. 7)
: the regression slope

- Advantages
  :It is less sensitive to outlier pixels 

by selecting the region
  :Masking lands or clouds are not 

necessary
- Disadvantages
  :Over correction
  :The result differs with selection of 

different sample  area

Lyzenga 
et al.(2006)

- Assumptions of 
Hochberg et al. 
(2003)

- No signal from area 
of deep water

    
      

(Eq. 8)

 
  

 (Eq. 9)

- Advantages
  :Masking lands or clouds are not 

necessary
  :It is less sensitive to outlier pixels 

by selecting mean value in NIR 
- Disadvantages
  :The result differs with selection of 

different sample area

TABLE 1. Selected studies related to sun-glint correction algorithms of hyperspectr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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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반사의 영향 정도를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Dnorm)한 후, 이를 태양광 정반

사의 스펙트럼에 곱해 기존 분광적 특징 및 모

양을 유지한 체 이를 가시광선영역에 상쇄시키

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본 방법은 기존 방

법에 비해 원영상과 가장 비슷한 분광패턴을 

나타내나, 실제 적용결과 태양광 정반사로 인한 

왜곡 화소가 타 방법에 비해 여전히 나타난다

는 한계점이 제시되었다(Kutser et al., 2009; 

Kay et al., 2009). 이와 같이 최적의 태양광 

정반사 보정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적외선영역의 반사율이 태양광 정반

사의 영향만을 받는다는 기본 가정이 실제 수

심이 얕고 탁도가 높은 연안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Siegel et al., 2000; Lavender et 
al., 2005). 따라서 근적외선 구간 중 탁도나 

수심에 대한 영향이 적은 특정 밴드를 사용하

거나, 중적외선 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시되

고 있다(Heege and Fischer, 2000). 그러나 

아직까지 사용되는 해양에 활용되는 항공기 탑

재 초분광자료는 대부분 근적외선 구간까지 사

용하고 있어 새로운 방법의 적용이 힘들다.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수심 추정

1960년대부터 위성탑재 다중분광센서를 대

상으로 수심추정을 위한 단일밴드나 PCA변환

자료의 자연로그를 이용한 선형 회귀식 모델이 

개발되었다(Lyzenga, 1978; Lyzenga et al., 
2006; Gholamalifard et al., 2013). 이후 보

다 향상된 정확도를 나타내는 인공신경망기반 

수심 추정 알고리즘이 실험적 알고리즘이 개발

되었다(Ceyhun and Yalçin, 2010). 그러나 기

존 다중분광센서 기반 실험 모델들은 대상 해

양의 상태와 센서 종류에 따라 개발된 모델의 

각종 계수들이 재계산되며, 많은 현장자료가 필

요하여 실제 다양한 지역의 활용은 힘든 실정

이다(Lee et al., 2001; Gholamalifard et al., 
2013). 실험적 모델과 함께 초분광자료에 맞게 

HydroLight와 같은 해양복사전달모델의 역변

환방식이 제시되었으며, 복잡한 복사전달모델의 

역변환 수행을 대신한 반분석적 알고리듬이 개

발되었다(Lee et al., 1998). 본 방법은 기본

적으로 RT모델에서 산출된 수심별 초분광 스

펙트럼과 센서에서 탐지된 스펙트럼을 비교하

는 방법이며, 최근 실제 항공기/위성 탑재 초분

광센서자료가 공급되면서 이 방식을 적용한 수

심 추정 알고리즘 결과가 제시되었다(Dekker 

et al., 2011). 이와 함께, 최근 수심별 스펙트

럼의 유사성을 이용한 초분광영상 대상 실험 

모델이 개발되기도 하였다(Ma et al., 2014).

References Assumptions Algorithms Advantages / Disadvantages

Goodman 
et al.(2008)

- Reflectance at 750nm 
is composed with sun 
glint effect and 
spectral constant

-640nm, 750nm
       

(Eq. 10)
          

(Eq. 11)
A=0.000019,B=0.1
(for AVIRIS sensor)

- Advantages
  :Corrects each pixels independently and 

it is developed based on ocean RT 
model 

- Disadvantages
  :Optimized value of A and B is required 

for other sensors through in situ data 

Kutser 
et al.(2009)

- Glint is the only 
process affecting the 
absorption depth

-739, 760, 860nm

 

  
   

(Eq. 12)
  max (Eq. 13)

   ×   
(Eq. 14)

: sun-glint spectrum

- Advantages
  :Keep spectral shape after correction 

and it is developed for shallow waters 
(<2m)

- Disadvantages
  :Sun glint effect is not corrected 

enough and there are still lots of noise 
left after the correction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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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사전달모델의 역변환을 이용한 반분석적 

수심 추정 알고리즘

HydroLight와 같은 해양복사전달모델은 아

래 식 (4)와 같이 원격반사도(Remote 

Sensing Reflectance,  )를 흡광계수

(absorption coefficient, ), 후방산란계수

(backscattering coefficient, ), 해저면 

반사율(bottom reflectance, )과 수심 H

의 함수로 표현 한다(Lee et al., 1998).

  

                  (4)

흡광계수는 식 (5), 후방산란계수는 식 (6)

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선 흡광계수 는 

순수한 물의 흡광계수(m-1)인 , 엽록소 흡광

계수(m-1)인 , 황색물질(gelbstoff) 흡광계수

(m-1)인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또한 후방산란계수 는 식 (6)과 같이 

나타낸다.

                   (6)

여기서, 는 순수한 물의 후방산란계수

(m-1), 는 부유물 입자의 후방산란계수

(m-1)를 말한다. 식 (5)와 식 (6)에서 

과 는 Morel(1974)와 Pope와 Fry 

(1997)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

머지 변수인 ,   , , 과 수심 

H는 원격반사도 추정에 미지수로 정의되며, 다

음 식 (7)~(11)로 정의된다. 

  ln           (7)

여기서, P는 440nm 파장구간에서 엽록소 흡

광계수 관련 변수(m-1)를 말하며, 초기치는 

로 추정된다. 또한 P와 의 실험모델

의 계수인 , 는 Lee(1994)에서 그 값이 

제시되었다.

황색물질 흡광계수인 는 440nm구간에서 

황색물질이나 쇄설물(detritus)에 의한 흡광계

수인 G값과 파장 (λ)로 식 (8)과 같이 나타낸

다. 이때 G의 초기치는  으로 설정된다.

                    (8)

부유물 입자의 후방산란계수인 는 식 (9)

와 같이 정의된다.

 
 



                      (9)

여기서, X는 550nm파장구간에서 부유물 입

자에 의한 후방산란계수(m-1)(초기치: 

), Y는 부유물 입자에 의한 후방산란된 

신호의 분광 모양 관련 계수를 말한다.

해저면 반사율 는 산란계수(m-1)인 B와 

해저면 반사율의 분광 곡률 
 과의 관계로 나

타내며, 곡률은 식 (11)과 같이 계산된다.

 ×
                    (10)


  


                    (11)

식 (7)~(11)과 같이 최종 미수는 총 5개로, 

P, G, X, B, H 이며, 이 미지수에 대한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 이상의 식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초분광영상의 밴드별 반사율에 

대한 식 15 형태의 다항식이 성립된다. 이 때, 

각 미지수에 초기치를 설정하고, 각 미지수를 

조정하면서 추정된 분광반사율과 초분광센서에

서 관측된 반사율과의 분광 매칭을 통해 최소 

차이를 보이는 미지수 집합을 선택하는 방식의 

비선형 최적화(nonlinear optimization) 알고리

즘이 개발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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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pectral Optimization Process 

Exemplar model), BRUCE(The Bottom 

Reflectance Un-mixing Computation of the 

Environment model), SAMBUCA 

(Semi-Analytical Model for Bathymetry, 

Un-mixing, and Concentration 

Assessment)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델

들은 기본 방식은 같으나, 초기치 추정식이 다

르며, 가정하는 해저면 종류의 수가 다르다. 

RT모델의 역변환을 통해 미리 파장별 반사율

과 환경인자의 LUT을 생성한 후 초분광센서에

서 관측된 대기보정 된 원격반사도와 LUT의 

원격반사도를 분광 매칭을 통해 두 원격반사도

의 차이가 가장 적은 환경인자를 그 화소의 수

심으로 산출하는 방식의 CRISTAL 

(Comprehensive Reflectance Inversion 

based on Spectrum matching TAble 

Lookup)모델이 있다. 이외 ALLUT(Adaptive 

Linearized Look-up Trees) 모델은 위의 두 

방식을 합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방법은 

정확도 측면에서 기존의 실험모델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복사전달모델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처리시간이 요구 된다(Dekker et 
al., 2011).

2. 수심별 분광스펙트럼의 유사성을 이용한 실

험적 수심 추정 알고리즘

1960년대부터 다중분광위성영상을 대상으로 

수심추정을 위해 다양한 실험적 모델이 개발되

었다(Polcyn et al., 1970; Lyzenga, 1978; 

Mishra et al., 2004; Ceyhun and Yalçin, 

2010). 그러나, 이 모델들은 단일 밴드만을 사

용하거나 다중분광센서에 맞게 개발되어 수십 

개의 밴드를 제공하는 초분광영상에 적용하는 

데 있어 적합치 않으며, 초분광영상의 특징을 

반영한 물리적 모델에 비해 수심 추정 정확도

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kker et al., 
2011).

최근 초분광영상을 대상으로 복사전달모델에

서 사용되었던 분광매칭기법과 실험모델에서 

사용되었던 수심과 두 분광인자의 자연로그의 

비와 선형관계를 결합하여 적용하기 쉬우면서 

정확성은 향상시킨 새로운 실험적 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 Ma et al.(2014)에서 제시한 이 

알고리즘은 분광스펙트럼 모양의 유사성을 탐

지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CC)와 (Clarisse et al., 2010), 

센서에서 탐지된 분광스펙트럼(R)과 수심이 

0.15m 이하에서의 분광스펙트럼(R0) 두 벡터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사성 계수(similarity 

coefficient, SC)를 이용한다. 식 (14)와 같이, 

이 두 분광변수의 자연로그의 비와 실제 수심

자료와의 선형관계식을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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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ln
ln

              (14)

이 반분석적 알고리즘은 적용하기 쉽고 초분

광자료의 분광스펙트럼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델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측자료나 Lidar 수심자료와 같은 고정밀 수

심값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저서 생물 및 

해저면의 종류 분류

저서 생물과 해저면의 분류 및 변화 탐지 연

구는 해안관리 및 수중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Vahtmäe and Kutser, 2013). 이를 

위한 원격탐사자료의 활용은 1970년대 육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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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위성 및 항공 

영상자료가 산호 분류 및 변화탐지를 비롯한 

저서 생물 및 해저면 분류 연구에 사용되고 있

다(Hochberg et al., 2003). SeaWiFS나 

MODIS와 같은 저해상도 위성자료는 낮은 공간

해상도로 인해 저서 생물의 상세 분류가 힘들

며(Andréfouët et al., 2003), 1980년 중반부

터 시도된 중해상도나 고해상도 다중분광자료

는 저서 생물이나 해저면의 상세 분류에 최적

화된 분광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Andréfouët et al., 2003; Hochberg and 

Atkinson, 2003; Phinn et al., 2008). 이에 

비해 2000년대 초에 제시된 항공기 탑재 초분

광센서자료의 경우, 수백 개의 10nm간격의 분

광밴드를 제공하여 분광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저서 생물 및 해저면의 분류 등급의 수를 증가

시켰다(Kutser et al., 2003; 2006; Phinn et 
al., 2008; Vahtmäe and Kutser, 2013). 특

히 초분광센서는 기존 현장측정에 사용된 배나, 

다이버들의 접근이 힘든 정도의 수심이 얕은 

지역에 적합하다(Kutser et al., 2003). 2000

년에 발사된 위성탑재 초분광센서인 Hyperion

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저서 생물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나, 재방문주기가 긴 경우 산

호 탈색(bleaching) 현상과 같은 단기간에 발

생되는 저서 생물의 이상 현상의 경우 신속한 

촬영이 가능한 항공기 탑재 초분광자료가 보다 

적합하다(Kutser et al., 2003; Fearns et al., 
2011). 초분광영상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 

해양광학분야에서는 다양한 저서 생물 및 해저

면에 대해 현장에서 분광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이를 분광라이브러리로 구축 및 분석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Martorena et al., 
1994; Mazel, 1995; Holden and LeDrew, 

1999; Clark et al., 2000; Hochberg et al., 
2003). 이 연구를 위해 분광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 등급을 정의하고, 기존에 분광학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분광분석기법이 적용되어 

각 분류 등급별 흡수 및 반사율 최고점(peak) 

등을 정의하기도 하였다(Holden and LeDrew, 

1998; Hochberg and Atkinson, 2000; 

Hochberg et al., 2003; Kutser et al., 

2003). 이렇게 구축된 저서 생물 및 해저면의 

분광라이브러리 자료는 초분광영상이 획득 된 

후, 분류 등급(endmember)의 순수 분광신호

값으로 사용된다(Kutser et al., 2006; Fearns 

et al., 2011; Vahtmäe and Kutser, 2013; 

Leiper et al., 2014). 이때 HydroLight와 같

은 복사전달모델에 입력하여 대상 지역의 수심

이나 환경정보를 입력하여 항공기나 위성에서 

탐지되는 해수표면에서의 반사율값으로 변환된

다. 이 반사율값은 이후 촬영된 초분광자료와의 

분광 매칭 과정을 통해 각 등급별로 분류된다. 

이와는 달리, 초분광영상 자체에서 분류 등급의 

신호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Theriault et al., 2006; Gagnon et al., 
2008; Vahtmäe and Kutser, 2013). 두 방식

의 비교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

어 아직까지 어느 방법이 더 우수한지 제시하

지 못하는 실정이나, 표 2에서와 같이 분광 라

이브러리 기반분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분류 기법 측면에서 표 2에서와 같이 초분광영

상에서 산출되는 분광스펙트럼과 분광라이브러

리와 같은 기준 분광스펙트럼을 n-차원의 벡터

로 설정하고 두 벡터의 각도를 계산 후 특정 

임계치보다 작으면, 기준 분광스펙트럼의 분류 

등급으로 정의하는 Spectral Angle Mapper 

(SAM) 분류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SAM기법이 타 분류 기법에 비해 분류 정

확도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조명 조건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Joyce, 2005; 

Vahtmäe and Kutser, 2013; Leiper et al., 
2014; Kim et al., 2013a). 초분광영상을 이

용한 분류 시 수심은 제약 조건으로, 분류 등

급, 분류 시 사용할 수 있는 분광 밴드의 종류 

및 수, 분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Hochberg et al., 2003; Kutser et al., 
2003; Leiper et al., 2014). 따라서 기존 사

례에서는 분류와 함께 수심 추정 연구가 병행

되거나(Fearns et al., 2011; Leiper et al., 
2014), 분류 등급에 다양한 수심에 따른 저서 

생물과 해저면의 종류를 나눠 정의한다(Kut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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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6; Vahtmäe and Kutser, 2013). 

다양한 수심에 대한 분류 등급이 복사전달모델

과 분광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분류 연구에서는 

이론상 최대 수심 25m까지 분류가 가능한 것

으로 보고되었으나(Kutser et al., 2006), 실

제 항공기 탑재 초분광센서인 CASI-2를 이용

References Study area Classes Dataset
Classification   

method

Classificati-on  

 accuracy

Considering water 

depth

Kutser et al.   

(2006)

Great Barrier 

Reef(GBR), 

Australia

Total 38 

classes

(9 benthos 

types and 

various water 

depth)

Hyperion radiance 

and radiances 

modeled from 

spectral library

SAM -

Defined classes 

with 1m interval 

from 0 to 25m

Mishra et al.   

(2007)

Roatan Island, 

Honduras

Nine classes of 

coral reef and 

benthic habits

MNF data of 

atmospheric and 

water column 

corrected AISA 

reflectance

ISODATA 83.61%

Deleted the effect 

of water depth by 

water column 

correction

Phinn et al.   

(2008)

Eastern

Australia

Eight Seagrass 

species

Atmospheric corrected 

CASI-2 reflectance, 

(Quickbird-2, 

Landsat-5)

Supervised 

classification

with 

photo-analysis

46% overall 

accuracy

Considering 

seagrass with 

water depth less 

than 3m

Fearns et al.   

(2011)

Western 

Australia

Three 

end-member

(sand, sea 

grass, brown 

algae) and   

four mixture

Atmospheric corrected 

HyMap reflectance

Spectral library 

generated by 

inversion of   

HydroLight model

Linear unmixing

Sand 52%, 

seagrass 48%, 

brown algae 

88%

Bathymetry 

mapping

(±0.2m)

Vahtmäe and 

Kutser(2013)

Haapsalu Bay, 

Baltic Sea

Five mixtures 

of sediment 

and algae

CASI

radiance and 

atmospheric 

reflectance

(WorldView)

Spectral library 

generated by 

inversion of   

HydroLight model

SAM

CASI 

image-based 

77.5%

CASI spectral 

library based 

70.8%

Considering water 

depth less than 

2m

Leiper et al.   

(2014)

Great Barrier 

Reef(GBR), 

Australia

10 benthos 

and substrates

Atmospheric corrected 

CASI-2 reflectance

Spectral library 

generated by 

inversion of   

HydroLight model

SAM

65% overall 

accuracy to a 

depth of less 

than 8m

Bathymetry 

mapping with 1m 

interval from 0.5 

to 10m and 

generation of 

spectral library by 

averaging of 

reflectance at 

various water 

depths

TABLE 2. Selected studies related to classify benthos and substrate type by using 

hyperspectr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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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서는 깨끗한 수질에서 최대 수심 8m 

이내의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Leiper et al., 2014). 실제 연안지역은 3m 

이내 분류만을 시도한 연구 사례도 있다(Phinn 

et al., 2008; Vahtmäe and Kutser, 2013). 

이와 같이, 최적의 분류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는 대상지역을 선정 후 대상지역의 수질을 포

함한 수중환경과 사용할 초분광센서의 광학적 

질을 고려한 최적의 분류 등급, 분류방법, 탐지

가 가능한 수심범위의 결정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센서의 국내 연안지역

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연구 사례들

을 분석하였다. 초분광영상의 연구 초기에 현장 

분광 라이브러리 구축 및 복사전달모델을 기반

으로 한 분광 특성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자료와 항공기 탑재 혹은 위성 탑재 분광센

서자료와 연계하여 보다 광역의 수심 및 저서

생물의 분류 등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복사전달모델에 입력해야 하는 환경 

정보가 많다는 한계가 제시되었다. 또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광학보정기법이 아

직까지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연안의 

경우 초분광영상의 지역적 활용을 위해 우선적

으로 정확한 대기보정 및 정반사 보정이 수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분광영상의 촬영 

시 근적외선구간의 대기 구성인자 흡수구간 자

료의 획득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확한 수심 추

정을 위해서는 실험모델보다 물리적 모델을 활

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중 바닥 

유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

내 연안지역에 대한 수중 분광라이브러리의 구

축이 시급하다. 이 자료는 대기보정 후 검증자

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저서 생물 및 해저면

의 분류 등급 설정 및 분류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

학기술진흥원의 지원(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

템 연구(2단계), 항공기탑재용 수심측량장비 국

산화개발, 북극항로 항행환경정보 생산·예측기

술 개발)과“위성/항공영상을 활용한 수중감시

기법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 

REFERENCES

Adler-Golden, S.M., P.K. Acharya, A. 

Berk, M.W. Matthew and D. Gorodetzky. 

2005. Remote bathymetry of the littoral 

zone from AVIRIS, LASH, and 

QuickBird imagery.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3(2):337-347. 

Andréfouët, S., J.A. Robinson, C. Hu, G. 

Feldman, B. Salvat, C. Payri, and F.E. 

Muller-Karger. 2003. Influence of the 

spatial resolution of SeaWiFS, Landsat 

7, SPOT and international space station 

data on determination of landscape 

parameters of Pacific ocean atolls. 

Canadi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9(2):210-218.

Brando, V.E., J.M. Anstee, M. Wettle, A.G. 

Dekker, S.R. Phinn and C. Roeflsema. 

2009. A physics based retrieval and 

quality assessment of bathymetry from 

suboptimal hyperspectral data.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13:755-770.

Ceyhun, Ö. and A. Yalçin. 2010. Remote 

sensing of water depths in shallow 

waters via artificial neural networks.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89:89-96.

Clarisse, L., F. Prata, J.L. Lacour, D. 



연안해역 모니터링을 위한 초분광영상 처리기법 현황 / 김선화· 양찬수 59

Hurtmans, C. Clerbaux and P.F. Coheur. 

2010. A correlation method for volcanic 

ash detection using hyperspectral 

infrared measurement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7(19):L19806. 

Clark, C.D., P.J. Mumby, J.R.M. Chisholm, 

J. Jaubert and S. Andréfouët. 2000. 

Spectral discrimination of coral 

mortality states following a severe 

bleaching event.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21(11):2321-2327.

Cox, C. and W. Munk. 1954. Statistics of 

the sea surface derived from sun 

glitter. Journal of Marine Resarch 13: 

198-227.

Cox, C. and W. Munk. 1956. Slopes of the 

sea surface deduced from photographs 

of sun glitter. Bulletin of the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6:401-488.

Dekker, A.G., S.R. Phinn, J. Anstee, P. 

Bissett, V.E. Brando, B. Casey, P. 

Fearns, J. Hedley, W. Klonowski, Z.P. 

Lee, M. Lynch, M. Lyons, C. Mobley and 

C. Roelfsema. 2011. Intercomparison of 

shallow water bathymetry, hydro- 

optics, and benthos mapping techniques 

in Australian and Caribbean coastal 

environments. Limnology and 

Oceanography: Methods 9:396-425.

Fearns, P.R.C., W. Klonowski, R.C. 

Babcock, P. England, and J. Phillips. 

2011. Shallow water substrate mapping 

using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Continental Shelf Research 31:1249- 

1259.

Gagnon, P., R.E. Scheibling, W. Jones, and 

D. Tully. 2008. The role of digital 

bathymetry in mapping shallow marine 

vegetation from hyperspectral image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29(3):879-904.

Gao, B.C., M.J. Montes, C.O. Davis and 

A.F.H. Goetz. 2009.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s for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data of land and ocean.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13: 

S17-S24.

Gao, B.C., M.J. Montes, Z. Ahmad, and 

C.O. Davis. 2000.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for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of ocean color from 

space. Applied Optics 39:887-896.

Gholamalifard, M., T. Kutser, A. Esmaili- 

Sari, A.A. Abkar and B. Naimi. 2013. 

Remotely sensed empirical modeling of 

bathymetry in the Southeastern Caspian 

Sea. Remote Sensing 5:2746-2762.

Goetz, A.F.H. 1991. Imaging spectrometry 

for studying earth, air, fire and water. 

EARSeL Advances in Remote Sensing 

1:3-15.

Goodman, J.A., Z. Lee and S.L. Ustin. 

2008. Influence of atmospheric and 

sea-surface corrections on retrieval of 

bottom depth and reflectance using a 

semi-analytical model: a case study in 

Kaneohe bay, Hawaii. Applied Optics 

47:F1-F11.

Gordon, H. and K. Voss. 1999. MODIS 

normalized water-leaving radiance 

algorithm. Theoretical Basis Document, 

vol.4, NASA. 39pp.

Hedley, J.D., A.R. Harborne and P.J. 

Mumby. 2005. Simple and robust 

removal of sun glint for mapping 

shallow-water benthos. International 



Current Status of Hyperspectral Data Processing Techniques for Monitoring Coastal Waters60

Journal of Remote Sensing 26(10):2107 

-2112.

Heege, T. and J. Fischer. 2000. Sun 

glitter correction in remote sensing 

imaging spectrometry. Proceedings of 

SPIE Ocean Optics XV Conference, 

Monaco, October 16-20, 2000.

Hochberg, E.J., M.J. Atkinson and S. 

Andréfouët. 2003. Spectral reflectance 

of coral reef bottom-types worldwide 

and implications for coral reef remote 

sensing.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85:159-173.

Holden, H. and E. LeDrew. 1999. 

Hyperspectral identification of coral reef 

fea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20(13):2545-2563.

Joyce, K.E. 2005. A method for mapping 

live coral cover using remote sensing.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St Lucia, Australia. 

Kay, S., J.D. Hedley and S. Lavender. 

2009. Sun glint correction of high and 

low spatial resolution images of aquatic 

scenes: a review of methods for visible 

and near-infrared wavelengths. Remote 

Sensing 1:697-730.

KHOA(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Result report of detailed 

investigation in coastal waters. 333pp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011. 연안해

역정밀조사 결과보고서. 333쪽).

Kim, S.H., K.S. Lee, J.R. Ma and M.J. 

Kook. 2005. Current status of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principle, 

data processing techniques, and 

applications.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1(4):341-369 (김선화, 이규성, 

마정림, 국민정. 2005. 초분광 원격탐사의 

특성, 처리기법 및 활용 현황. 대한원격탐사

학회지 21(4):341-369).

Kim, S.H., S.J. Kang, J.H. Chi and K.S. 

Lee. 2007. Absolute atmospheric 

correction procedure for the EO-1 

Hyperion data using MODTRAN code.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3(1):7-14.

Kim, T.W., G.J. We and Y.C. Suh. 2012. 

Correlation analysis with vegetation 

indices and vegetation-endmembers 

from airborne hyperspectral data in 

forest a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5(3):52-65 (김태우, 위광재, 서

용철. 2012. 산림지역의 항공기 탑재 하이퍼

스펙트럴 영상에 대한 식생-Endmember와 

식생지수의 상관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5(3):52-65).

Kim, T.W., D.J. Choi, G.J. We and Y.C. 

Suh. 2013a. Detection of small green 

space in an urban area using airborne 

hyperspectral imagery and spectral 

angle mapper.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6(2):88-100 (김태우, 최돈정, 

위광재, 서용철. 2013a. 분광각매퍼 기법을 

적용한 항공기 탑재 초분광영상의 소규모 녹

지공간 탐지.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6(2):88 

-100).

Kim, T.W., G.J. We and Y.C. Suh. 2013b. 

An adequate band selection for 

vegetation index of CASI-1500 

airborne hyperspectral imagery using 

image differencing and spectral 

derivative. Journal of the Korean 



연안해역 모니터링을 위한 초분광영상 처리기법 현황 / 김선화· 양찬수 61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6(4):16-28 (김태우, 위광재, 서

용철. 2013b. 차연산과 분광미분을 이용한 

항공 초분광영상의 식생지수 산출 적절밴드 

선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6(4):16-28).

Kim, T.W., G.J. We and Y.C. Suh. 2014. 

Airborne hyperspectral imagery availability 

to estimate inland water quality 

parameter.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0(1):61-73 (김태우, 신한섭, 서

용철. 2014. 수질 매개변수 추정에 있어서 

항공 초분광영상의 가용성 고찰. 대한원격탐

사학회지 30(1):61-73).

Kutser, T., A.G. Dekker and W. Skirving. 

2003. Modeling spectral discrimination 

of Great Barrier Reef benthic communities 

by remote sensing instruments. Limnology 

and Oceanography 48:497-510.

Kutser, T., E. Vahtmäe and J. Praks. 

2009. A sun glint correction method for 

hyperspectral imagery containing areas 

with non-negligible water leaving NIR 

signal.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13:2267-2274.

Kutser, T., I. Miller and D.L.B. Jupp. 

2006. Mapping coral reef benthic 

substrates using hyperspectral space- 

borne images and spectral libraries.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70:449-460. 

Lavender, S., M. Pinkerton, G. Moore, J. 

Aiken and D. Blondeau-Patissier. 2005. 

Modification to the atmospheric 

correction of SeaWiFS ocean colour 

images over turbid waters. Continental 

Shelf Research 25:539-555.

Lee, Z. and K.L. Carder. 2002. Effect of 

spectral band numbers on the retrieval 

of water column and bottom properties 

from ocean color data. Applied Optics 

41(12):2191-2201.

Lee, Z.P., K.L. Carder, C.D. Mobley, R.G. 

Steward and J.S. Patch. 1998.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for 

shallow waters I, a semianalytical 

model. Applied Optics 37(27):6329- 

6338.

Lee, Z.P., K.L. Carder, R.F. Chen and T.G. 

Peacock. 2001. Properties of the water 

column and bottom derived from 

airborne visible infrared imaging 

spectrometer(AVIRIS) data.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06:11639- 

11651.

Leiper, I.A., S.R. Phinn, C.M. Roelfsema 

and K.E. Joyce. 2014. Mapping coral 

reef benthos, substrates, and bathymetry 

using 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CASI) data. Remote Sensing 

6:6423-6445.

Lyzenga, D.R. 1978. Passive remote 

sensing techniques for mapping water 

depth and bottom features. Applied 

Optics 17(3):379-383.

Lygenza, D.R., N.P. Malinas and F.J. 

Tanis. 2006. Multispectral bathymetry 

using a simple physically based 

algorithm.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4(8): 

2251-2259.

Ma, S., Z. Tao, X. Yang, Y. Yu, X. Zhou 

and Z. Li. 2014. Bathymetry retrieval 

from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data 

in optical-shallow water.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52(2):1205-1212.



Current Status of Hyperspectral Data Processing Techniques for Monitoring Coastal Waters62

Martorena, S., A. Morel and B. Gentili. 

1994. Diffuse reflectance of oceanic 

shallow waters: influence of water 

depth and bottom albedo. Limnology and 

Oceanography 39:1689-1703. 

Mazel, C.H. 1995. Spectral measurements 

of fluorescence emission in Caribbean 

cnidarians.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120:185-191.

Miksa, M., C. Haese and T. Heege. 2006. 

Time series of water constituents and 

primary production in Lake Constance 

using satellite data and a physically 

based modular inversion and processing 

system. Proc. Ocean Opt. Conf. XVIII, 

Oct. 9-13, 10pp.

Min, J.E., J.H. Ryu, Y.H. Ahn, P. 

Shanmugam, P.Y. Deschamps and Z.P. 

Lee. 2010. Atmospheric and BRDF 

correction method for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y(GOCI).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6(2):175- 

188 (민지은, 유주형, 안유환, P. 

Shanmugam, P.Y. Deschamps and Z.P. 

Lee. 2010. 정지궤도 해색탑재체(GOCI) 자

료를 위한 대기 및 BRDF 보정 연구. 대한

원격탐사학회지 26(2):175-188). 

Mishra, D.R., S. Narumalani, D. Rundquist, 

M. Lawson and R. Perk. 2007. Enhancing 

th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coral 

reef and associated benthic habitats: a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approach.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12, 

C08014, doi:10.1029/2006JC003892.

Mishra, D., S. Narumalani, M. Lawson and 

D. Rundquist. 2004. Bathymetric 

mapping using IKONOS multispectral 

data. GIScience and Remote Sensing 

41(4):301-321.

Morel, A., 1974. Optical properties of 

pure water and pure sea water, in 

Optical Aspects of Oceanography. In: 

N.G. Jerlov and E.S. Nielsen(ed.). 

Optical Aspects of Oceanography. 

Academic New York, USA, pp.1-24.

Park, Y.J., H.J. Jang, Y.S. Kim, K.H. Baik 

and H.S. Lee. 2014. A research on the 

applicability of water quality analysis 

using the hyperspectral sens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Analysis 17(3):113-125 (박연정, 장현지, 

김윤석, 백경희, 이희숙. 2014. 초분광센서

를 이용한 수질 분석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분석학회지 17(3):113-125).

Phinn, S., C. Roelfsema, A. Dekker, V. 

Brando and J. Anstee. 2008. Mapping 

seagrass species, cover and biomass in 

shallow waters: an assessment of 

satellite multi-spectral and airborne 

hyper-spectral imaging systems in 

Moreton bay(Australia).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12:3413-3425.

Polcyn, F.C., W.L. Brown and I.J. 

Sattinger. 1970. The measurement of 

water depth by remote sensing 

techniques,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 897326-F, Willow 

Run Laboratories, Univ. of Michigan, 

Ann Arnbor.

Pope, R.M. and E.S. Fry. 1997. 

Absorption spectrum(380-700nm) of 

pure water. II. Integrating cavity 

measurements. Applied Optics 36(33): 

8710-8723.

Richter, R., and D. Schläpfer. 2014. 

Atmospheric/topographic correction for 



연안해역 모니터링을 위한 초분광영상 처리기법 현황 / 김선화· 양찬수 63

airborne imagery. ATCOR-4 User 

Guide, v 6.3.1.

Siegel, D.A., M. Wang, S. Maritorena, W. 

Robinson. 2000. Atmospheric correction 

of satellite ocean color imagery: the 

black pixel assumption. Applied Optics 

39:3582-3591.

Sterckx, S. and W. Debruyn. 2004. A 

hyperspectral view of the North Sea. 

Proceedings of the Airborne Imaging 

Spectroscopy Workshop-Bruges, 8 

October, 2004.

Theriault, C., R.E. Scheibling, W. Jones, 

D. Tully. 2006. Mapping the distribution 

of an invasive marine alga(Codium 

fragile spp. Tomentosoides) in optically 

shallow coastal waters using the 

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 

(CASI). Canadian Journal Remote 

Sensing 32:315-329.

Vahtmäe, E. and T. Kutser. 2013. 

Classifying the Baltic Sea shallow water 

habitats using image-based and spectral 

library methods. Remote Sensing 5: 

2451-2474. 

Vahtmäe, E., T. Kutser, G. Martin and J. 

Kotta. 2006. Feasibility of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for mapping benthic 

macroalgal cover in turbid coastal 

waters : a Baltic Sea case study.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202:342-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