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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안 해저 재질 조사에 있어 위성 및 항공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면 기존 현장조사 방법에 비

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물에 의한 빛의 흡수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수심에 따

라 영상에서 다른 반사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영상을 연안 해저 재질 분

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보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지역은 강원도 사천진항에서 경포해

수욕장 일대이고, 사용한 초분광영상은 CASI-1500 영상이다. 수체 반사율과 수심 간의 회귀모델

을 통해 밴드별 산란흡수계수를 추정하여 영상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수심보정 전 영상에서 매우 

얕은 수심에 한정하여 판독이 가능하였지만 수심보정 후 상대적으로 깊은 수심까지 판독이 가능해

지고, 수심에 따른 해저면의 반사율 변이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초분광영상, 수심보정, 해저재질, 수체반사율, 해저반사율

ABSTRACT

Airborne or spaceborne remote sensing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seabed material 

surveys compared with field surveying using a vessel. For the same seabed material, the 

optical remote sensing image shows variation in the reflectance depending on the water 

depth, which is due to the absorption and scattering by the water column. This study 

suggests a correction procedure to use the hyperspectral image for seabed material 

analysis. The study is conducted in the coastal area from Sacheonjin Port to Gyungpo 

Beach in Gangwon-do. The hyperspectral image is acquired using the CASI-1500 

sensor. The diffuse attenuation coefficient is estimated for each band through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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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between the water reflectance and depth. Then, the coefficient is applied to each 

band of the image. As a result, the completely corrected image can be interpreted for a 

deeper area, although the interpretable area is very shallow without water column 

correction. Additionally, the water column corrected image shows decreased variation of 

reflectance with various water depths.

KEYWORDS：Hyperspectral Image, Water Column Correction, Seabed Material, Water 

Reflectance, Seabed Reflectance

서  론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

며, 연안 해역은 바닷가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를 말하고 연안육

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

로부터 500m,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0m 범

위 안의 육지지역을 말한다. 연안은 지구표면 

중 육지, 해양, 대기가 만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곳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와 기후변화

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Moon et al. 
2014). 따라서 최근 연안 해역에 대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기초

적인 모니터링자료로 연안 해저 재질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안 해역에 

대한 해저정보 조사 및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

다(Oh et al., 2005).

연안 해저 재질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선

박에 장착된 다양한 관측 장비를 이용한 조사

와 잠수조사에 의한 현장조사의 두 가지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다. 잠수조사의 경우 가장 정확

한 방법이지만 조사 범위와 시간 측면에서 비

효율적이다. 선박에 의한 조사방법은 일반적으

로 도곽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를 갖는 점 단

위의 표본 지점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사 범위

와 시간 측면에서 잠수조사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선박을 이용한 점 단위 조사 방법

은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조사 밀도가 낮고, 선

박 접근 제한에 의한 미조사 지역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항공 및 위성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연안 측량 및 주제도 제작 기술 발전으로 조사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초분광영상은 미세한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연안의 피복분류, 식생분

포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Choi, 2014; 

Kim, 2014). 최근 연안해역에서 초분광영상을 

이용하여 해저 재질 및 산호초 분포, 조간대 해

조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대부분 수심 10m 이하의 매우 얕은 해역을 대

상으로 하였다(Mishra et al., 2007; Ciraolo 

et al., 2006; Tamir and Arnon, 2015). 그러

나 빛을 흡수하는 물의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해저 피복 및 조건이더라도 수심에 따라 영상

에서 다른 반사도를 보인다(Stump et al., 
2003). 따라서 수심 보정을 통해 수체기둥 의

한 효과를 정규화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해저 

재질 분석과 공간적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사천진항에서 경포해

수욕장 일대의 연안을 대상으로 관측한 초분광

영상을 연안 해저 재질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보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지역 및 자료

연구지역은 강원도 사천진항에서 경포해수욕

장 일대의 연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지역

의 해역은 비교적 맑고 해저 재질이 주로 모래

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심은 0~20m의 

분포를 가지며, 암반은 연구지역의 상단(사천진

항 북측), 중간(사천해수욕장), 하단(경포해수

욕장) 부근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초분광영상은 좁은 파장 폭을 지닌 수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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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SI-1500 hyperspectral image 

of study area

의 밴드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높은 분

광해상도의 영상으로 정의된다(Goetz, 2009; 

Karaska et al., 2004; Kim et al., 2010). 초

분광영상은 10개 미만의 밴드를 갖는 다중분광

영상에 비해 지표의 세밀한 분광반사특성을 매 

화소마다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Cho 

et al., 2014; Choi et al., 2014). 이러한 장

점은 보다 다양한 지표물을 분류하거나 특정 

인자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분광영상은 ITRES사의 

CASI-1500 센서를 이용하여 2014년 9월 8일

에 촬영한 영상으로 촬영고도는 2000m, 공간해

상도는 1.5m, 촬영 시 기상은 청명하였다. 분광

해상도는 366.6~1048.5nm 구간에서 7.2nm 폭

의 96개 밴드로 촬영되었다. 96개 밴드 중 전

처리 이후 수심보정 단계부터는 가시광선 영역

에 해당하는 402.6~682.8nm(band 6~45)의 

40개 밴드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자외선 영

역에 해당하는 366.6~395.4nm(band 1~5)는 

센서 잡음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근적

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690.0~1048.5nm 

(band 46~96)은 수체에 의한 전자기 에너지 

흡수로 인해 잡음의 비율이 높아 사용이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사용한 초분광영상

을 보여주고 있다.

초분광영상에 대한 전처리는 복사보정, 대기

보정, 기하보정의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복사보

정은 원시영상에 센서 복사보정계수 및 시스템 

정보를 적용하여 각 화소별로 센서에 도달한 

복사휘도(at-sensor radiance)를 획득하는 과

정이다. 대기보정은 복사휘도 영상에 태양-지

표-센서의 기하정보, 대기모델 등을 적용하여 

대기에 의한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지표에서의 

분광반사율(복사휘도/입사조도)을 획득하는 과

정이다. 연안을 관측한 영상의 경우 대기를 거

쳐 수면에 입사된 에너지(입사조도)가 일차적

으로 수면에서 일부 반사되고, 수면을 투과한 

에너지가 수체를 거쳐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센

서에 도달한다. 따라서 대기의 영향과 수면에서 

반사된 에너지(복사휘도)를 모두 제거해야 수체

와 해저의 반사율을 획득할 수 있다. 전처리 과

정에서는 일반적인 복사전달모델(MODTRAN)

을 이용하여 대기의 영향을 보정하였다. 수면의 

반사율을 제거하는 과정은 연구방법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기하보정은 GPS/IMU 자료

와 지상기준점 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광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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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영상에 지리 좌표를 등록하는 과정이다.

연구방법

해저반사율 추정 과정은 복사보정 및 대기보

정의 전처리 과정, 수체의 분광반사율을 추정하

는 수면반사율 보정과 이로부터 해저의 분광반

사율을 추정하는 수심보정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2).  

FIGURE 2. Processing procedure of 

hyperspectral image to estimate 

seabed reflectance

1. 수체의 분광반사율 추정(수면반사율 보정)

수체(해수)의 반사율()은 아래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 수심이 얕은 경우 해저에

서 반사된 신호를 포함한다.

 


                        (1)

여기에서 는 수출복사휘도(water-leaving 

radiance), 는 복사조도(downwelling 

irradiance)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원격탐사 

센서에서 관측하는 복사휘도( : total radiance)

는 수체, 수면, 대기에서 반사되는 에너지를 모

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과정

에서 대기보정을 통해 센서 도달 반사율()을 

획득하였고, 여기에는 수체와 수면의 반사율이 

포함되어 있다. 수면의 반사율은 태양-수면-센

서의 기하에 의해 변화하고, 수체의 반사율에 

비해 높은 반사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센서에 

도달한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면의 반사율

은 해수 또는 해저면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왜

곡(또는 오차)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

서 해수 및 해저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면 반

사율에 대한 보정은 필수적이다.

식 (2)는 센서 도달 반사율에서 수체의 반사

율을 획득하기 위해 수면반사율(water surface 

reflectance)을 보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

다. 이 방법은 근적외선에서 수체의 반사율이 0

에 근접하므로 근적외선의 반사율은 수면에서 

반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근적외선의 반

사율을 이용하여 각 파장의 수면 반사율을 추

정하고 이에 대한 대기효과(레일리 반사율)를 

추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수체의 반사율을 획

득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는 수체반사율, 는 센서 도달 

반사율, 는 Angstrom exponent, 는 가시

광선 밴드, 은 근적외선 밴드, 은 레일리 

반사율을 의미한다. 이 보정과정은 해색 위성센

서인 Coastal Zone Color Scanner(CZCS)와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에서 사용하고 있다(Gordon et al., 

1983; Stumpf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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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반사율 추정(수심보정)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해저면에 도달하는 전

자기에너지(예: 태양광) 강도가 높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해저면에 도달하는 강도가 기하급

수적으로 감소한다. 광학 센서의 관점에서 수심

이 깊어질수록 해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

하는 복사휘도 중 해저면에 반사된 복사휘도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

한 원리는 Beer의 법칙에 의하여 아래 식 (3)

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p                 (3)

여기에서 L은 복사휘도(radiance), 는 산

란흡수계수(diffuse attenuation coefficient), 

는 수심을 의미한다. Lyzenga는 Beer의 법칙

을 기반으로 수체기둥(수심) 및 해저면 반사율

(seabed reflectance)과 수체반사율 간의 관계

를 식 (4)와 같이 정의하였다(Lyzenga, 1978). 

수면에서 관측하는 반사율은 해저면의 반사도

와 순수한 수체기둥의 합으로 수심에 따라 지

수형태로 감소한다.

  ∞exp∞        (4)

여기에서 ∞은 해저의 반사율이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매우 깊은 수심에서 수체기둥(water 

column) 반사율, 는 해저면 반사율(알베도), 

는 수심, 그리고 K는 산란흡수계수(diffuse 

attenuation coefficient)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 (4)를 이용하여 해저면의 반사율을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제 연안 

해역에 적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를 갖는

다. 첫째, 촬영한 영상에 해저의 반사율이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매우 깊은 수심을 갖는 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

안을 촬영한 영상에 이러한 지점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빛의 산란흡수계수인 K는 

남태평양과 같이 매우 깨끗한 대양의 해수에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값이므로 해역에 따른 오

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수

심이 얕은 연안을 대상으로 영상을 획득한 경

우 해저의 반사율을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심보정은 수심에 관계없이 동

일한 피복의 해저면이 동일한 반사율을 갖는다

는 가정 하에 수심이 0m인 수면에서의 반사율

로 보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연구지역과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물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위와 같은 가정에 따라 동일한 피

복과 상태의 해저면에 대한 반사율을 다양한 

수심에서 획득한 후 수심과 반사율의 회귀모델

을 통해 파장별 산란흡수계수()를 추정할 수 

있고, 식 (3)을 역으로 식 (5)와 같이 변환함

으로써 수면에서의 해저반사율 을 계산

할 수 있다. 

 exp             (5)

본 연구에서는 파장별 산란흡수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피복 내 변이가 적은 모래를 

대상으로 수심 1~15m의 24개 지점에 대한 수

체반사율 을 CASI-1500 영상으로부터 

획득하였다. 해저면이 모래인 지점은 수심자료

에서 나타난 해저면의 거칠기와 영상의 밝기값

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 후 그림 3의 3개 

밴드에 대한 예시와 같이 각 밴드에 대한 지수

분포 회귀모형을 통해 밴드별 산란흡수계수를 

추정하였다. 그림 4는 수심과 수체반사율 간의 

밴드별 회귀모형에 대한 R2 값을 보여주고 있

다. 청색광 영역에 해당하는 400〜500nm 구

간에서 파장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R2 

값을 보인다. 이는 파장이 짧을수록 증가하는 

수중 산란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각 밴드의 화소별 수체반사율, 화소 위치의 

수심, 추정한 산란흡수계수를 식 (5)에 적용하

여 수심에 의한 반사율 변화를 보정한 영상, 즉 

해저반사율 영상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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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gression models between depth and water reflectance of sand 

for three example bands

FIGURE 4. R2 of the regression models between water reflectance and depth for each band

결과 및 고찰

위에서 설명한 수심보정 방법을 CASI- 

1500 영상에 적용한 결과를 그림 5와 같이 자연

색 칼라조합으로 나타냈다. 그림 5(a)는 대기보

정까지 전처리가 완료된 영상에 대하여 수면반사

율을 보정한 수체반사율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5(b)는 수체반사율 영상에 대하여 수심보

정까지 수행한 해저반사율 영상을 보여주고 있

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수심보정 전 수체반사

율 영상에는 매우 얕은 범위에 한정하여 해저

면을 볼 수 있지만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급격



연안 해저 재질 분석을 위한 초분광영상의 보정 방법 / 신명식· 신정일· 김익재· 서용철 113

(a) (b)

FIGURE 5. Corrected images of (a) water reflectance through water surface reflectance 

correction and (b) seabed reflectance through water column correction, those are 

composited as natural color (RGB = 646.9nm 546.4nm 445.8nm)

FIGURE 6. Seabed reflectance of sand regions for band 12, 26 and 40 as examples that 

have low variation to the depth through the water column correction

히 해저면이 어둡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심의 영향까지 보정한 해저반사율 영상은 앞

의 영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은 해저면의 형

태와 밝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림 6은 위에서 예시로 든 3개 밴드에 대한 

수심보정을 실시한 후 수심에 따른 분광반사율

을 보여주고 있다. 수심보정 후 수심이 변화하

여도 유사한 반사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402.6~682.8nm 구간의 40개 밴드에 대한 모

래 반사율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를 보여주고 있다.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는 

평균과 표준편차만으로 샘플의 분포를 설명하

기 어려울 때 샘플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계

수로, 0에 가까울수록 값의 변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심보정 후 변동계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수심에 따른 반사율 

변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

히 수심보정 후에 장파장(적색광) 영역으로 갈

수록 변동계수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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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efficient of variance between water reflectance and seabed reflectance 

for used 40 bands

볼 수 있다. 이는 수심보정 전에는 파장이 길어

질수록 물에 의한 빛의 흡수가 증가함에 따라 

센서에서 관측되는 신호의 강도가 약해지고, 상

대적으로 잡음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Martin, 2004). 그러나 수심보정을 통해 수심

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잡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영상을 연안 해저 재질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그 결과 수심보정 전에는 비교적 얕은 

수심까지 해저면에 대한 판독이 가능하였지만, 

수심보정 후에는 상대적으로 깊은 수심까지 명

확한 판독이 가능하였다. 변이가 적은 모래를 

대상으로 한 수심에 따른 반사율의 변동계수는 

수심보정 전에 0.1~0.8정도로 나타났지만, 수

심보정 후 0.06~0.22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심

보정 시 수심에 따른 해저면의 반사율 변이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강릉시 연안 일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

하였지만, 한반도 연안은 해역에 따른 탁도와 

같은 해수특성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

을 때,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안 해역에 대

한 보정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심보정 전․후 영상을 이용하여 해저 재

질 분류를 수행함으로써 제시한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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