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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ctroradiometers have recently been drawing great attention in earth observing communities for its 

capability for obtaining target’s quantitative properties. In particular, light-weighted multispectral cameras are 
gaining popularity in many field domains, as being utilized on UAV’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radiometric 
accuracy, studies are scarce on the performance of the inexpensive multispectral camera sensors that have 
various applications in agricultural, vegetation, and water quality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assessment of 
radiometric accuracy for MicaSense RedEdge-MX multispectral camera, by comparing the radiometric data 
with an independent hyperspectral sensor having NIST-traceable calibration quality. The comaprison showed 
that radiance from RedEdge-MX is lower than that of TriOS RAMSES by 5 to 16% depending on the bands, 
and the irradiance from RedEdge-MX is also lower than RAMSES by 1~20%. The correction coefficients for 
RedEdge-MX alculated through the 1-st and the 3-rd order regression analysis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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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원격탐사 분야에서 물체의 특성을 정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분광센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드론에 탑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량 다분광 카메라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정량적 원격탐사를 위해서는 
카메라 또는 센서에서 획득된 복사량의 정확도가 중요하지만, 저가의 다분광 카메라의 경우 복사정확도에 대한 독
립적인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농작물 모니터링, 식생 분석, 수질 분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MicaSense사의 RedEdge-MX 카메라에 대한 복사 정확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국 NIST 표준에 
따라 교정된 초분광 센서인 TriOS RAMSES를 이용하여, RedEdge-MX 센서의 복사휘도 및 복사조도에 대한 상
대 보정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RedEdge-MX의 복사휘도는 밴드별로 RAMSES보다 5~16% 가량 낮게 나
타났고, 복사조도 역시 1~20% 가량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edEdge-MX의 관측값을 RAMSES에 
상응하는 값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보정계수를 1차 그리고 3차 회귀분석을 통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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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분광 카메라는 일반 상업용 RGB카메라로는 추출하기 힘
든 분광반사도 및 분광복사량을 획득할 수 있어, 피사체의 물
리적 성질을 추정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다분광 카메라는, 
예를 들어, 정규식생지수 (Duan et al., 2017), 농작물의 생장 상
태(Gong et al., 2019), 토지 피복 (Durfee et al., 2019), 하천 및 
해수의 수질 (Kim et al., 2020) 등의 정량적 정보를 원격으로 
추출할 수 있다. 무게가 500 g이 넘지 않는 경량 다분광 카메라
의 경우, 드론에 탑재되어 활용되기에 용이하여 최근 농업 및 국
토 관리 등에서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다
분광 카메라를 통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카메라로부터 획
득되는 복사량에 대한 교정 및 보정이 필수적이다. 다분광 카메
라는 통상 제조 시에 복사보정을 수행하여 복사보정계수 및 복
사보정 코드를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교정을 통해서 최근 그 활용도가 높아지
고 있는 MicaSense사의 RedEdge-MX 카메라에 대한 복사정
확도 검증 및 보정 계수를 산출한다.
상호교정(Intercalibration)은 복수의 센서를 서로 비교함으
로써 모든 센서가 일관된 관측치를 생산하도록 보정하는 방법
으로, 절대교정을 수행할 수 없는 위성센서의 교정에 많이 사
용되어왔다(Dinguirard and Slater, 1999, Steven et al., 2003, 
Chander et al., 2013, Gorroño et al., 2017). 지상에서 운영하
는 카메라 및 센서의 경우에도, 교정이 수행된 센서라고 할지라
도 교정 후의 자연적인 감퇴 및 센서성능의 변화 등의 이유로 복
수의 센서를 운영할 시 사전에 상호교정을 수행할 수 있다(Yao 
et al., 2013, Oh, Eunsong et al., 2014). RedEdge-MX의 경우, 
교정이 완료된 독립적인 초분광 센서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
한 복사량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보고된 바 있지만(Kim et al., 
2019), 아직 넓은 광량범위에 대한 RedEdge-MX센서의 체계
적인 복사정확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초분광센서인 TriOS RAMSES를 이용하여, 다
분광 카메라인 MicaSense사의 RedEdge-MX 카메라의 복
사 정확도를 평가하고 RAMSES에 대한 보정 계수를 산출한
다. 사용된 TriOS RAMSES는 미국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표준에 따라 교정된 센서로 해양 
및 육상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센서이다
(Matthews, 2011, Garaba et al., 2014). RedEdge-MX는 카메
라 본체를 통해 영상형태의 복사휘도(Radiance)를 획득할 수 
있고, 별도의 DLS-2 센서를 통해서는 복사조도(Irradiance)를 
획득할 수 있는데, 각각 총 5개의 분광밴드에 대한 측정치를 생
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5개 밴드에서의 복사휘도 및 복사

조도를 해당하는 RAMSES의 측정치와 비교하여 편차를 산출
하고, 각 밴드에 대한 보정계수를 제시한다.

2. 연구 장비 및 자료 취득

2.1 MicaSense RedEdge-MX & Reference Panel

RedEdge-MX(Fig. 1(a))는 MicaSense에서 제작한 다분광 
센서로 구성품은 (i) 카메라 본체와 (ii) DLS-2 (Downwelling 
Light Sensor-2)로 구성되어 있고, DLS-2 센서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포
함하고 있다. RedEdge-MX는 다섯 개의 분광밴드를 가지고 
있고, 각 분광 밴드의 중심파장대(Center Wavelength)와 밴드
폭(Band Width)은 각각 475±10, 560±10, 668±5, 717±5, 
842±20nm이다. 다분광 카메라로 촬영되는 분광영상은 우선 
DN(Digital Number)값으로 저장이 되고, DN값은 복사보정식
에 따라 노출시간, 조리개값, ISO 등을 이용하여 분광복사휘도
(단위: W/m2/sr/nm)로 변환된다. 분광복사휘도는 단위 면적, 단
위 입체각, 단위 파장별, 단위 시간당 입사되거나 방출되는 전자
기파 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함께 제공된 DLS-2 센서는 분
광복사조도(단위: W/m2/nm)를 측정하고 여기서 분광복사조
도란 반구(hemi-sphere)에 해당하는 입체각에 대한 분광복사
휘도의 적분량을 의미한다. 카메라의 초점거리는 5.4mm, 이미
지 센서 크기는 4.8mm × 3.6mm (1280 × 960 pixels), 무
게는 카메라 본체와 DLS-2 센서 모두 합하여 232g으로 드론
에 탑재하여 촬영하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150m의 고
도에서 촬영 시, GSD (Ground Sample Distance)는 약 10cm, 
촬영면적은 130m × 100m로서, 넓은 영역의 다분광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edEdge-MX와 같이 제공되는 
참조패널(Reference Panel(Fig. 1(b)))은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반사도를 가지는 직사각형 형태의 물체로, 패널의 복사휘도를 
이용하여 하향복사조도를 추정할 수 있다. 참조패널의 반사도
는 패널 내부에 명기되어 있는 수치를 직접 확인하거나, 표시되
어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웹사이트를 통해 밴드별 반사도
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의 반사도는 5개 
밴드(475nm, 560nm, 668nm, 717nm, 840nm)에 대해 각각 
54.3%, 54.3%, 54.2%, 54.1%, 53.8% 이다.

2.2 TriOS RAMSES

RAMSES는 TriOS사에서 제작한 초분광센서이다. ARC-
VIS Radiance Radiometer(Fig. 1(c))는 7°의 FOV (Filed of 
view)갖는 포인트 센서의 형태로 복사조도를 측정한다. ACC-
VIS Irradiance Radiometer(Fig. 1(d))는 센서의 앞부분에 디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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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장착되어 반구에서 들어오는 복사휘도를 측정할 수 있다. 
ACC-VIS 및 ARC-VIS는 모두 280-950nm 파장범위에서 약 
3nm 간격으로 관측 대상물의 복사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Fig. 1. Photos of (a) RedEdge-MX & DLS-2, (b) the 
reference panel, (c) RAMSES radiance radiometer and (d) 

RAMSES irradiance radiometer 

2.3 관측 자료의 획득

실외 환경에서 복사량을 관측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RAMSES와 RedEdge-MX를 설치하였다. 복사휘도를 관측하
는 RAMSES의 복사휘도 센서와 다분광 카메라는 지상에서 
약 40 ~ 80cm 높이에 설치하였다. 그림자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센서는 참조 패널을 기준으로 남쪽을 향하여 관측
할 수 있게 설치하였다. 참조패널이 Lambertian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각도로 관측하여도 이론적으로 같은 반사도를 가지
고 있어, 카메라의 지지대의 그림자와 두 센서의 동시 관측이 용
이하도록 임의의 각도(하방 30°)로 고정하여 관측을 수행하였
다(Fig. 2(a)).
하향복사조도를 관측하는 RAMSES의 복사조도 센서와 

DLS-2는 상반구상에 방해물이 없도록 높은 위치(약 1.5m 높
이)에 기포관 수평기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였다(Fig. 
2(b)). 

                 (a)                                                  (b)
Fig. 2. (a) Configuration of the two sensors on site, and (b) 

the captured image of the reference panel 

 관측은 2020년 11월 12일에 이루어졌고, 넓은 광량범위
에 대한 관측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태양고도가 최대인 12:00

부터 해질녘인 16:30까지 촬영하였다. 데이터는 10초 간격으
로 취득하였는데, 관측 중간에 전원 문제로 약 15분 정도의 데
이터가 누락되었다. 두 센서는 시간 동기화가 되어 있지만, 촬영
시각에 약 1~2초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RAMSES 데이터의 시
간 기록을 기준으로 ±2초 내의 RedEdge-MX 데이터를 동시
에 촬영된 자료로 간주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기술한 
복사휘도와 복사조도에 대한 보정계수 산출 절차는 아래 Fig. 
3과 같다. 

Fig. 3. Flow chart of the intercalibration process for 
RedEdge-MX with respect to RAMSES

3. 관측자료의 전처리

3.1 RedEdge-MX

3.1.1 복사보정

RedEdge-MX의 복사휘도는 아래의 식을 통해 얻어진다(Eq. 
(1))(MicaSense, 2019).

   ∙ 


∙    

      (1)

위 식에서  은 영 상 화소의 DN값(Raw pixel value), 

은 암흑 관측값(Black level value),  , , 은 복사보정계수
(Radiometric calibration coefficients), 는 Vignette 왜곡 
보정함수(vignette polynomial function), 는 영상 노출시간
(Exposure time), 는 센서의 이득값(Sensor gain setting), 

는 영상좌표(Pixel column and row number), 은 센서에서의 
복사휘도(단위 : )로 나타난다.  Eq. (1)을 위한 각 
계수들은 영상자료의 meta data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변환된 
복사휘도영상에서 참조패널에 해당되는 화소만 추출한 후 평
균하여 복사휘도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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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평면에 대한 복사조도로의 변환

센서가 관측한 복사량을 수평면에 대한 복사량으로 보정하
기 위해서는 DLS 센서면으로 입사하는 태양광의 입사각을 계
산하여야 한다(Eq. (2)).

cos   cos  ∙ cos   sin   ∙ sin   ∙ cos          (2)

위 식에서 는 태양의 입사각도, 는 센서의 연직 경사도, 

는 센서의 방위각, 는 태양의 천정각, 는 태양의 방위각이다. 
센서의 기하는 회전각(Roll, Pitch, Yaw)으로 기록되며,  이를 경
사도와 방위각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Fig. 4)

                       (a)                                              (b)
Fig. 4. (a) Sensor attitude and (b) Sun & Sensor geometry

수평면에 대한 복사조도는 Cosine 기법(Teillet et al., 1982)
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 cos      (3)

   ∙ cos     (4)

   ∙cos 

cos 
   (5)

는 센서면에 대한 하향복사조도, 는 태양광 복사조도, 
는 센서면에 대한 태양의 입사각도, 는 수평면에 대한 하
향복사조도, 는 수평면에 대한 태양광 입사각도이다. Eq. 
(5)의 우변의 값들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영상자료의 
meta data에서 확인 가능하다 ( , 센서의 회전각, 태양의 기하
각). Eq. (5)를 통해 계산한 수평면 복사조도( )와는 별도로, 
DLS-2 센서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보정을 수행하여 수평면에 
대한  하향조도복사를 제공하는데 이를  ′로 나타낸다.

3.2 TriOS RAMSES 복사 변환

TriOS RAMSES는 초분광자료로서, Eq. (6)과 같이 
RedEdge-MX 각 밴드의 분광반응함수(SRF: Spectral 

Response Function)를 적용하여 RedEdge-MX 밴드에 상응하
는 복사량으로 변환한다 (Shunlin Liang, 2005). 

 


 min

 max

 


 min

 max

  

   (6)

위의 식에서 는 분광반응함수가 적용된 복사량, 

는 파장   (nm)에 대한 복사량, 는   (nm)에 대한 분광반
응함수이다. RedEdge-MX 5개 밴드에 대한 분광반응함수는 
MicaSense사에서 획득하였으며 스펙트럼은 Fig. 5와 같다. 

Fig. 5. Spectral response curves of the RedEdge-MX 
bands

3.3 보정계수의 산출

3.3.1 아웃라이어 제거

RAMSES와 RedEdge-MX 간의 관측값 차이는 센서의 성
능차이 외에도 여러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다. 센서 간의 미세
한 관측시각 차이, 구름 이동 등으로 인한 순간적인 광환경의 
변화, 센서의 위치차이로 인한 관측기하의 차이 등의 요인이 있
고, 이러한 영향이 센서별로 차이가 클 경우 outlier의 원인이 된
다. 센서 간 정확도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RANSAC 
(Random sample consensus) 기법을 이용하여 outlier를 제거하
였다. RANSAC 기법은  데이터 내에서 무작위의 샘플을 추출
하여 모델을 생성한 후 모델의 잔차 이내의 점들 개수가 최대
가 되는 모델을 선택하는 기법으로(Fischler and Bolles, 1981, 
Choi et al., 2009), 선형 회귀 적용에 앞서 자료의 정도관리
(quality control)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3.3.2 회귀분석 및 보정계수 산출

회귀식은 의 차수에 따라     
  

 ⋯ 


의 형태를 가지고, 이때 는 RAMSES의 복사량(복사휘도 또
는 복사조도), 는 RedEdge-MX의 복사량, 는 다항식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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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 는 보정계수 이다. 회귀분석의 정합도 분석은 평
균 제곱근 편차(RMSE : Root Mean Square Error)(Eq. (7)), 평
균 절대비 오차(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Eq. 
(8))를 이용하였다.

  






  



  
    (7)

  



  





         (8)

는 관측값, 는 추정값, n은 자료의 개수이다. 

4. 결 과

4.1 센서 보정 결과

4.1.1 RedEdge-MX

관측시간 동안 태양의 고도각은 최대 37°, 최저8.6°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고(Fig. 6(a)), 회전각은 시간에 따
른 경향성을 가지며 Roll = 0.001378±0.003 (rad), Pitch = 
0.01597±0.002 (rad), Yaw = –1.43783±0.013 (rad)로 관측
되었다(Figs.6(b)~(d)).

(a)                                          (b)

(c)                                           (d)
Fig. 6. Temporal change in (a) sun elevation angle, (b) roll, 

(c) pitch, (d) yaw angle of DLS-2.  

 Fig. 7은 기하각을 이용하여 계산한 하향복사조도( )(Fig. 
7(a))와 DLS-2 센서에서 제공하는 수평면에 대한 하향복사조
도( ′ )(Fig. 7(b))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의 차이
는, 우선 태양고도각 37°~30°구간의 기울기가 현저히 다르고, 
 ′의 경우 태양 고도각 24°부근에서 비정상적인 단차가 발생
한다는 점이다. 센서를 새로 가동시킨 후 약 80장의 영상을 촬

영한 후에 정상적인 값으로 복원하였다. 태양고도각 12°부근에
서는 두 그래프 모두 갑작스러운 감소를 나타내는데, 이는 추후 
서술하겠지만, 낮은 태양고도각으로 진입함에 따라 주변을 둘
러싼 산, 건물 등에 의해 하향복사조도가 급격하게 차단된 결
과로 보인다.

                             (a)                                                 (b)
Fig. 7. Temporal changes in downward irradiance for the 
horizontal irradiance obtained by (a) Eq.  (5) and (b) the 

internal calculation in the DLS-2 sensor of RedEdge-MX.   

4.1.2 TriOS RAMSES

Band1에 대한 RAMSES와 RedEdge-MX의 복사휘도/복
사조도를 시계열그래프(Fig. 8)로 도시하였다. Fig. 8(a)에서 보
듯이, RedEdge-MX의 복사휘도(

 )와 RAMSES에서 관
측한 복사휘도(

 )의 시간에 따른 경향성은 비슷하지만, 


 는  
보다 전체적으로 평균 16% 작게 나왔다. Fig. 

8(b)에서는  RedEdge-MX의 수평면 기준 복사휘도(
 )와, 

RAMSES의 수평면 기준 복사휘도(
 )를 같이 도시하였

다. 
와 

은 상당히 유사한 크기와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에 따른 

의 감소 기울기가 다소 크게 나타
나 복사조도 0.55 W/m2/nm를 기점으로 

와 
의 대소

관계가 역전된 것을 볼 수 있다. 두 센서로부터의 복사조도 차
이는  전체구간에서 평균 약 8% 차이를 보였다. 점선으로 표시
된 DLS 내부적으로 계산된 하향복사조도( ′)는 

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약 20%의 차이가 나타나, Eq. (5)를 통한 
변환이 센서 내부 계산 값보다 RAMSES에 가깝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b)
Fig. 8. Compare RAMSES with RedEdge-MX (a) 

Radiance, (b) Irradiance
4.2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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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형회귀 모델에 대한 회귀분석 대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1, Fig. 9와 같이 나타났다.

1차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복사휘도의 RMSE는 평

균 0.00286, MAPE는 평균 3.9%로 나타났고 복사조도의 
RMSE는 평균 0.01866, MAPE는 평균 6.8%로 나타났다. 복
사휘도의 경우, 1차항 계수로 보아 각 밴드에서 RAMSES의 관

Parameter Band01 Band02 Band03 Band04 Band05

Radiance

C0 0.0040 0.0038 0.0035 0.0032 0.0049
C1 1.1651 1.0581 1.0458 1.1032 1.1101

RMSE 0.0035 0.0030 0.0027 0.0023 0.0028
MAPE(%) 3.0255 3.1387 2.4412 2.8479 8.0466

Irradiance

C0 -0.0254 -0.0264 -0.0209 -0.0141 -0.0055
C1 1.0558 1.0267 1.0085 1.1833 1.1905

RMSE 0.0279 0.0222 0.0206 0.0150 0.0076
MAPE(%) 8.359 7.7383 7.9576 7.137 3.1687

Table 1. Result of 1st Order Polynomial Regression

Fig. 9. 1st order regression results for (a) radiance, and (b) irradianc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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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3rd Order Polynomial Graph (a) Compare Radiance, (b) Compare Irradiance

(a) (b)

Table 2. Result of 3rd Order Polynomial Regression

Parameter Band01 Band02 Band03 Band04 Band05

Radiance

C0 -0.0004 0.0006 0.0034 0.0026 0.0003
C1 1.1783 1.0402 0.8689 0.9516 1.1743
C2 2.0445 2.0856 4.1789 5.1775 4.2139
C3 -13.5226 -12.3654 -21.0582 -34.6437 -51.0460

RMSE 0.0024 0.0021 0.0020 0.0018 0.0015
MAPE(%) 0.8184 0.8323 0.9070 1.0076 1.2323

Irradiance

C0 0.1037 0.0707 0.0599 0.0387 0.0120
C1 -0.0283 0.1329 0.1816 0.3916 0.7659
C2 2.2429 1.9867 1.9702 2.7324 2.1107
C3 -1.3457 -1.2713 -1.3392 -2.6757 -2.8292

RMSE 0.0125 0.0104 0.0101 0.0088 0.0068
MAPE(%) 1.5050 1.3069 1.1130 1.1160 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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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값이 약 16, 6%, 5%, 10%, 11% 큰 것으로 나타나 RedEdge-
MX의 복사휘도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복
사조도의 경우도 RAMSES 관측값이 약 6%, 3%, 1%, 18%, 
19% 가량 높아 복사휘도와 마찬가지로 RedEdge-MX의 DLS
센서가 상당히 낮은 조도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dEdge-MX 5개 밴드 중에서는 3번째 밴드인 668 nm 밴드
가 다른 밴드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차를 가진다 (복사휘도 5%, 
복사조도 1%). 

Fig. 9(a)와 9(b)는 각각 복사휘도와 복사조도에 대한 회귀결
과를 나타낸다. 회귀에 사용된 복사조도는 식 (5)를 통하여 계
산한 수평면 기준의 복사조도를 의미한다. 아웃라이어 제거 후
에도 높은 광량구간에서 잔차가 큰 관측점군이 보이지만, 전체 
구간에 대한 회귀식 산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이할 만한 점은, 낮은 복사조도 구간(약 0.1~0.25 W/
m2/nm)에서 전체적인 1차 회귀식과는 다른 경향성이 나타난
다는 것이고(Fig. 9(b)), 이는 앞서 관측된 낮은 태양고도각에서
의 급격한 광량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과 일치함으로 미루어 보
아 낮은 태양고도각에 대한 관측 방식이 두 센서 간에 다른 것
으로 추정된다. 흥미롭게도 복사휘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
타나지 않아, 복사조도의 문제는 DLS 센서의 관측방식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9에서 1차회귀 결과에서 나타난 낮은 복사조도 구간에
서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3차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
였고, 결과는 아래의 Table 2, Fig. 10와 같이 나타났다.

3차 회귀분석 결과, 복사휘도의 RMSE는 평균 0.00196, 
MAPE는 평균 0.9%로 나타났고 복사조도의 RMSE는 평균 
0.00972, MAPE는 평균 1.13568%로, 1차 회귀분석에서 발
생한 오차(복사휘도의 RMSE : 0.00286, MAPE : 3.9%, 복사
조도의 RMSE : 0.01866, MAPE : 6.8%)보다 낮다. 1차 회귀
의 경우와 달리, 복사조도의 낮은 광량 부분에서 나타난 경향
성 변화가 3차 회귀분석에서는 비교적 작은 잔차를 가지고 회
귀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1차 회귀결과보다 낮은 RMSE 및 
MAPE로 나타났다. 

4.3 관측기하각 범위 외에서의 보정

본 연구에서 데이터의 관측이 진행된 날(2020년 11월 12
일)의 최대 태양 고도각은 약 37°(=천정각 53°)로, 중위도 지방
의 하절기 최대 태양 고도각 75°(=천정각 25°)의 경우에는 약 
1.5배 (cos(25°)/cos(53°)≈ 1.506)의 복사휘도 또는 복사조도
가 관측될 수 있다. 중위도지방의 태양고도각을 고려하면 관측
범위를 벗어나는 복사량에 대해서도 보정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본 실험에서 산출한 회귀식을 최대 태양복사조도와 복

사휘도의 2배에 달하는 범위에 대한 그래프로 도시하였을 때
(Fig. 11), 1차 회귀식의 경우 전체구간에 대한 선형성으로 인하
여 높은 광량 범위까지 25% 내외의 보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3
차 회귀식의 경우 200% 이상의 과도한 보정이 이루어지게 되
어, 3차식은 복사휘도의 경우는 0.2 W/m2/sr/nm 이상의 구간, 
복사조도의 경우 1.0 W/m2/nm 이상의 구간에서는 보정계수의 
사용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다분광 센서의 복사보정식은 센서의 관측광량범위 내에서
는 대체로 선형성을 가짐으로 (Iqbal et al., 2018, Cao et al., 
2019, Guo et al., 2019), 전체 광량범위에 대한 보정의 경우 
본 연구에서 도출된 1차선형식에 기반한 보정계수의 사용을 
제안한다. 

(a)

(b)
Fig. 11. The regression functions plotted for the extended 
radiance/irradiance range based on (a) the 1st-order, and 

(b) the 3rd-order polynomial.

5. 결론(Conclusion) 

본 연구는 다분광 센서 RedEdge-MX로 관측되는 복사휘도
와 복사조도를 초분광 센서인 TriOS RAMSES의 관측값과 비
교 분석하였고, 1, 3차 회귀분석을 통해 RAMSES센서에 대한 
RedEdge-MX의 상대 보정계수를 산출하였다. RedEdge-MX
의 복사량(복사휘도, 복사조도)은 RAMSES 관측치와 대체로 
선형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밴드에 따라 1%에서 크
게는 20% 가량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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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도의 경우  약 0.25 W/m2/nm 이하의 구간에서 전체구간
과는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이는 1차 회귀식보다는 3차 
회귀식에서 보다 잘 설명되어 관측값과 회귀식의 잔차가 3차
식에서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회귀식을 
통하여 보정된 RedEdge-MX자료를 RAMSES자료와 비교한 
그래프(Fig. 12)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3차회귀식
의 경우 본 실험에서 사용된 관측기하각을 벗어나는 경우 잠
재적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과 같이 높은 태양고도
각으로 인하여 복사량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a)

(b)
Fig. 12. Scatter plots of radiance and irradiance between 

the corrected RedEdge-MX and TriOS RAMSES through 
(a) the 1st-order and (b) 3rd-order polynomial regression

결론적으로, RedEdge-MX에 대한 범용적인 보정 계수로 1
차회귀를 통해 획득한 아래의 보정계수의 사용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시험되지 않은 광량범위 즉, 복사휘도의 경우 0.2 W/
m2/sr/nm 이상의 구간, 복사조도의 경우 1.0 W/m2/nm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여름철 높은 태양고도각 시의 추가 실험
을 통하여 1차 및 고차 회귀식을 통한 보정계수 재산출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For Radiance>
Band 1 (475 nm) : 

   × 
    (W/m2/sr/nm)

Band 2 (560 nm) : 
   × 

   (W/m2/sr/nm)
Band 3 (668 nm) : 

   × 
   (W/m2/sr/nm)

Band 4 (717 nm) : 
   × 

    (W/m2/sr/nm)
Band 5 (840 nm) : 

   × 
   (W/m2/sr/nm)

<For Irradiance>
Band 1 (470 nm) : 

   × 
    (W/m2/nm)

Band 2 (560 nm) : 
   × 

   (W/m2/nm)
Band 3 (668 nm) : 

   × 
   (W/m2/nm)

Band 4 (717 nm) : 
   × 

   (W/m2/nm)
Band 5 (840 nm) : 

   × 
   (W/m2/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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