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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적도 태평양 산호초 서식지의 해수 반사도 특성

문정언 1)·최종국 2)†

Ocean Optical Properties of Equatorial Pacific Reef Habitat

Jeong-Eon Moon 1)·Jong-Kuk Choi 2)†

Abstract: The coastal areas around Palau Island and Tonga Island, near the Pacific equator, consist of
coral reefs, mangrove and seaweed. In particular, understanding the optical properties of sea surface
water in coral reef habitats helps improve the accuracy of remote sensing based habitat mapping and
identify tropical ecosystem characteristics. Here, we collected spectral characteristics of sea surface water
of Palau Island and Tonga Island and analyzed the concentration of suspended matters, absorption
coefficient, and remote sensing reflectance to understand the seawater characteristics of the coral reef
habita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spended matter concentration analysis, we developed and verified
an empirical algorithm to derive the concentration from satellite data using remote sensing reflectance
of three bands, 555, 625, 660 nm, showed a high determinant coefficient, 0.98. In conclusion, coral reef
habitats in tropical regions are characterized by CASE-I water in terms of the marine optics with
oligotrophic properties, and require monitoring using continuous collection and analysis of field data.
Key Words: Tropical waters , Coral reef habitat, Spectral characteristics, Remote sensing reflectance

요약: 태평양적도부근에위치한팔라우섬과통가섬주변연안해역은산호초와맹그로브및해초지로구성

된해역이다. 특히, 산호초서식지의표층해수의광특성을이해하는것은원격탐사기반의서식지분류의정

확도를높이고, 열대해역생태계특성을파악하는데에도움이된다. 본연구에서는팔라우섬과통가섬산호초

서식지의 해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해수 표면의 파장별 분광특성 자료를 수집하고, 해수 표층의 부유물 농도,

흡광계수 및 원격반사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유물 농도 분석 결과에 의거 위성자료 기반 부유물 농도

추정경험적알고리즘을개발및검증하였으며, 555, 625, 660 nm 세개밴드를이용한원격반사도밴드비와부

유물농도의결정계수가 0.98로높은상관관계를보였다. 이와같이열대해역의산호초서식지는해양광학적

으로빈영양성의 CASE-I 해수성향이강하며, 현장자료의지속적인수집과분석을이용한모니터링이필요한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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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세계의해양생태계는기후변화, 인간의직·간접

적인 활동, 그리고 연안 오염에 의하여 여러 규모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Houk and Leberer, 2008; Selkoe et al.,

2009). 특히, 많은 산호초들은 해수온도의 증가와 인위

적인스트레스의증가와같은지역적환경의교란으로

인하여 많은 위협을 받으며 감소하고 있다(Bruno and

Selig, 2007; Scopelitis et al., 2009). 열대지역의산호초또

는 아열대 지방의 조초 환경은 이들 환경 내에서 열대

폭풍으로부터 산호초 어류의 은신처와 서식지를 제공

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Mumby and Edwards, 2002). 이러한산호는전

세계적인기후변화의지시자로알려져있으며, 특히열

대 또는 아열대 해양에서의 오염 및 환경 변화의 모니

터링를위한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Charles et al., 1997;

Hyun et al., 2008).

적도태평양의도서국가인팔라우섬과통가섬의주

변 해역은 해양광학적으로 CASE-I해수 성향이 매우

강하며, 산호초(coral reefs) 해역으로서 해양생태계 내

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어류, 해조류 및

무척추동물등많은해양생물에게서식처와먹이를제

공한다. 또한자연관광지로서경제적인가치가높아지

면서사람들의접근이증가하고, 어업활동이활발해지

면서산호초생태계를보존하기위한필요성이높아지

고 있다(Kang et al., 2005). 그 외 연안 해역은 맹그로브

군락지(mangrove forest)와 해초지(seagrass bed)를 형성

하고 있는데, 맹그로브 군락은 해양으로 영양염 및 유

기쇄설물을 공급하고 니질 퇴적물의 퇴적을 촉진하는

역할을하여, 육상과해양생태계를연결하는중요한지

역으로 인식되고 있다(Min et al., 2006). 해초는 연안 생

태계에서기초생산자로서의중요한역할외에도다양

한부착조류의착생장소를제공하고파랑을약화시켜

안정된 환경을 만들며, 퇴적물의 축적을 돕고 강한 빛

을막아주어, 어류의생육장으로서역할과수많은무척

추동물들의 먹이원이 있는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

(Min et al., 2006). 따라서, 열대해역의 산호초 서식지에

대한생태계분포를연구하는것은해양학적으로중요

한의미를가진다.

산호초서식지에대한연구는, 특히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하여그서식지매핑과변화를관측하기위한연구

가많이수행되어왔다. Andrefouet et al. (2003)은산호초

의매핑을위하여고해상도 IKONOS다중분광영상을

사용하였으며, IKONOS영상이 Landsat 7 ETM+보다

는일반으로산호초서식지를매핑하는데더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다중 분광

Quickbird영상은산호초및산호서식지물리적환경을

모니터링하는데사용되기도하였다(Mumby et al., 2004).

Purkis et al. (2005)는 위성 원격탐사가 산호초 서식지를

정량화하는데낮은비용이들며효과적인방법이라제

안한바있으며, Purkis et al. (2006)은분류의정확성을향

상시키기 위해 IKONOS영상을 사용하여 산호 군집에

대한분류방법을연구하였다.

서식지분포를정량화하기위한연구는많이수행되

어 왔으나, 산호초 서식지의 해수 광특성 분석을 위한

연구는미미한편이다. 특히, 팔라우와통가에서해수의

광특성을연구한사례는전무하다. 팔라우에서는산호

초의 건강상태, 생태환경 및 서식지 매핑 관련 연구 사

례가있으나(Golbuu, 2000; Gouezo et al., 2015; Golbuu et

al., 2016), 산호초 서식지에서의 해수의 광학 특성을 분

석한 연구는 없다. 통가에서는 화산 폭발에 의해 해수

에 표류하는 부석(pumice)를 관측하기 위해 MODIS,

Sentinel 등 해색위성을 활용하여 해수 표층의 특성을

연구한사례(Whiteside et al., 2021)가있으나, 현장조사를

통한 해수의 광특성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수

바닥의식생타입별로표층해수의광특성을연구하는

것은, 위성자료를 이용한 서식지 분류의 정확도를 높

이고, 열대해역 생태계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NASA에서 제공하는 부유물 농도와

엽록소농도를산출하는알고리즘은팔라우와통가등

의산호초와맹그로브가많은연안해역에적용하면많

은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지역에 특화된 경

험적알고리즘의개발혹은개선과관련한연구가필요

하다. 고해상도 위성 영상은 산호 서식지의 정확한 맵

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산호 서식

지의 장기간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

술은 현재 산호 서식지 지역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팔라우 섬과 통가 섬 지역에서 고

해상도위성영상을사용하여산호초분포도를작성하

는데필요한해수특성을파악하고자해수의광학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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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해수 표층의 부유물

농도, 흡광계수및원격반사도특성을파악하고자한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팔라우섬의연구지역은 Koror주와 Airiai주주변연

안해역으로 위도 N7°18′ – N7°26′, 경도 W134°26′ –
W134°35′이고, 맹그로브서식지및산호초군락이곳곳

에 산재되어 있다. 통가 섬의 연구 지역은 Tongatapu섬

Nuku’alofa지역연안해역과Fanga’Uta Lagoon, Pangaimout

섬, Makaha’a섬 주변해역으로 위도 S21°6′ – S21°12′, 경
도W175°7′ –W175°14′이고, Lagoon지역을중심으로맹

그로브 서식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Nuku’alofa지역

연안해역을중심으로산호초군락이잘발달되어있다

(Fig. 1). 팔라우 섬과 통가 섬 연안의 환초 지역은 수심

30 m이하의천해환경이다

팔라우 섬 주변 해역의 해수 광특성 조사는 2013년

7월 16일과 17일 2일동안 Fig. 1의 F지역을해조류가주

로서식하는A지역과산호초가주로서식하는 B지역으

로구분하여총 22개정점에서수행하였다. 조사정점에

서의수심은 0.6 m ~ 67.0 m까지다양하였으며, 5.2 m수

적도 태평양 산호초 서식지의 해수 반사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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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정점까지얕은지역, 6.4 m수심의정점부터그외

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통가 섬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26일, 28일, 31일총 3일동안 Fig.

1의 G와 H지역을 세 지역(섬 내측의 탁수 해역(T), 외

해의수심이깊은해역(S), 연안천해의산호초서식지

역(R))으로 구분하여 총 17개 정점에서 해수 광특성 조

사를수행하여해수표층의원격반사도를측정하였다.

통가 섬의 17개 정점에 대한 위치와 수심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ASD사의 휴대용 분광기를 사용하여

선상에서 해수 표층면에 대한 downwelling irradiance

(Ed(λ, 0+)), total water leaving radiance (LwT(λ)), sky radiance
(Lsky(λ))를 측정하였고, 이들 3개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해수의원격반사도(Rrs(λ))를산출하였다(식 1).

      Rrs (λ) = [sr–1]         (1)

여기서, Fr(λ)는해수표면의거칠기, 해수수괴와표면바

로 위의 대기 사이에서 발생되는 산란 등에 의한 반사

도값인 Fresnel reflectance로파장과입사각의함수로정

의되지만, 본연구에서는파장에따른변화를고려하지

않고 입사각 40도에 대한 상수값(0.025)을 사용하였다.

해수의원격반사도측정시에는 sun glint등의해수표면

의반사에의한복사량을포함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

보정이필요하며보정방법(quality control)은Moon et al.

(2012)의방법을사용하였다.

해수표층의광특성을측정한위치와동일한지점에

서해수샘플을취득하고, 해수환경인자를측정하였다.

관측항목은총부유물농도와해수의광특성인자인색

소및부유물질과용존유기물에대한흡광계수이며, 표

층해수를직접채수하여여과하고광학장비혹은분석

장비를이용하여각항목들을측정하였다. 해수의총부

유물농도(total suspended solid particle concentration, SS)

는미리필터무게를측정한 47 mmPCMB (Polycarbonate

Membrane) 필터(pore size 0.4 um)를이용하여표층해수

를여과하였고(각정점별여과량: 평균 1,000 mL), 건조

기를 사용하여 60°C, 4시간동안 착색된 PCMB필터를

건조시킨후필터무게를측정하여여과전과후의필터

무게변화량으로농도를산출하였다. 색소및부유물질

의 흡광계수(ap(λ))는 filter technique method를 사용하

였는데, GF/F 25 mm를이용하여표층해수를여과하였

고(각 정점별 여과량: 평균 1,000 mL) 착색된 GF/F는

Varian사의 스펙트로포토미터 CARY-100을 사용하여

파장 350 – 900 nm까지스펙트럼분석한후흡광계수를

산출하였다(식 2).

LwT (λ) – (Lsky (λ) × Fr (λ, θ))
Ed (λ,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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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on informations for investigation area of Palau
and Tonga for 2013. Depth was used a portable
sounder (HONDEX PS-7, range: 0.6 ~ 80 m)

Island Area Station Latitute Longitute Depth*

Palau

area
A

P-01 7° 22.724′N 134° 30.232′E 1.5 m
P-02 7° 21.589′N 134° 29.281′E 23.6 m
P-03 7° 20.863′N 134° 28.581′E 0.9 m
P-04 7° 23.966′N 134° 30.030′E 0.9 m
P-05 7° 22.885′N 134° 28.740′E 32.8 m
P-06 7° 21.469′N 134° 27.384′E 1.3 m
P-07 7° 24.899′N 134° 30.116′E 1.0 m
P-08 7° 24.018′N 134° 28.865′E 6.4 m
P-09 7° 23.205′N 134° 27.840′E 32.9 m
P-10 7° 22.313′N 134° 26.833′E 40.7 m
P-11 7° 21.072′N 134° 25.954′E 36.4 m

area
B

P-12 7° 21.113′N 134° 30.665′E 32.9 m
P-13 7° 20.579′N 134° 31.485′E 10.8 m
P-14 7° 19.368′N 134° 31.395′E 42.0 m
P-15 7° 18.256′N 134° 31.543′E 57.0 m
P-16 7° 19.130′N 134° 32.830′E 67.0 m
P-17 7° 20.659′N 134° 32.644′E 0.6 m
P-18 7° 20.014′N 134° 34.028′E 38.1 m
P-19 7° 21.105′N 134° 34.411′E 30.7 m
P-20 7° 21.763′N 134° 34.254′E 5.2 m

P-20-1 7° 21.689′N 134° 34.468′E 1.2 m

Tonga

area
T

TE09 21° 10.762′S 175° 7.926′W 5.5 m
TE12 21° 11.170′S 175° 8.248′W 3.9 m
TE19 21° 11.335′S 175° 9.638′W 2.3 m
TW08 21° 9.265′S 175° 12.282′W 1.4 m
TW16 21° 10.176′S 175° 13.223′W 0.8 m

area
S

TN01 21° 6.626′S 175° 10.344′W 30.5 m
TN02 21° 6.625′S 175° 10.056′W 38.4 m
TN03 21° 6.625′S 175° 9.766′W 31.4 m
TN05 21° 6.408′S 175° 10.055′W 35.6 m
TN06 21° 6.409′S 175° 9.764′W 30.2 m

area
R

ASD-1 21° 7.253′S 175° 9.928′W 1.5 m
ASD-2 21° 7.071′S 175° 9.813′W 0.8 m
ASD-3 21° 7.225′S 175° 9.812′W 1.0 m
ASD-4 21° 7.379′S 175° 9.698′W 1.5 m
ASD-5 21° 7.264′S 175° 9.637′W 0.9 m
ASD-6 21° 7.137′S 175° 9.698′W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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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λ) = × 100[m–1]      (2)

여기서, ODf (λ)는착색된GF/F를측정한 optical density,

ODb(λ)는 blank로사용된GF/F를측정한 optical density,

ODnull은파장 800 – 900 nm의 optical density평균값이고,

V는여과량, S는필터에착색된면적이다. β는필터내의

산란에의해광이통과한길이가실제부유상태보다증

가되는현상을고려하는값인광행로값(path amplification

factor)으로본연구에서는파장에상관없이 “2”로 일정

한 값으로 설정하였다(Roesler, 1998). 용존유기물의 흡

광계수(adom(λ))는 1-step syringe filter method를사용하였

는데, pore size 0.4 um syringe filter와주사기를사용하여

표층해수를여과하여얻은해수는위의색소및부유물

질의 흡광계수 산출에 사용된 동일한 스펙트로포토미

터와 100 mm optical cell를 이용하여 파장 350 – 900 nm

까지스펙트럼분석한후흡광계수를산출하였다(식 3).

adom (λ) = × 100[m–1)]  (3)

여기서, ODs(λ)는 100 mm optical cell로 측정한 optical

density이고, ODb(λ)는 blank를 측정한 optical density이

며, ODnull는 파장 600 – 700 nm의 optical density평균값

이다.

3. 연구결과

1) 팔라우 섬의 해역 특성

Fig. 2는 팔라우 섬의 A지역과 B지역에서 각 정점별

로관측한총부유물농도(SS)의분포를나타낸다. 해안

선에 가깝고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는 1.0 g/m3 이상의

높은 부유물 농도를 보였고, 그 중에서 맹그로브 서식

지주변해역이가장높게나타났다(P-03, P-20-1). 그외

나머지 해역은 0.5 g/m3 이하의 낮은 부유물 농도를 보

였지만, A지역의 평균 부유물 농도는 0.78 g/m3, B지역

의평균부유물농도는 0.89 g/m3으로전체적인분포경

향에있어서지역적차이는거의나타나지않았다.

Fig. 3은팔라우섬현장조사해역에서표층해수에대

한 색소 및 부유물질을 포함한 모든 입자의 흡광 스펙

트럼을파장 443 nm의흡광계수값으로규격화한스펙

트럼 형태(Fig. 3a)와 각 정점별 파장 443 nm의 색소 및

부유물질을포함한모든입자의흡광계수(ap) 값의분포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Fig. 3b)이다. 수심이 얕은 지역

(ODf (λ) – ODb (λ)– ODnull) × 2.3026

× βV(—)S

(ODs (λ) – ODb (λ) – ODnull) × 2.3026
0.1

적도 태평양 산호초 서식지의 해수 반사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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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sorption coefficient for all particles, including
pigments and suspended matters in Palau (a) at
all wavelength normalized by the coefficient at 443
nm and (b) at 443 nm at each in-situ measurement
location.of Palau.

(a)

(b)

Fig. 2.  Total suspended matter concentration for sea
surface water measured at each location in the A
and B regions of Pa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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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해수중부유물의함량이색소보다많아서흡광계수

의최대값이파장 443 nm보다짧은단파장영역에서나

타났고일부정점에서는부유물의흡광스펙트럼형태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서 파장

443 nm에서의 ap 값은평균 0.11135 m–1 으로나타났다.

수심이얕은지역을제외한나머지관측해역은해수중

부유물의 함량이 색소보다 적어서 흡광계수의 최대값

이파장 443 nm부근에서나타났고대부분의스펙트럼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7, No.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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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Remote sensing reflectance of seawater in
Palau at all wavelength spectrum normalized by the
reflectance at 570 nm (low water depth area) and
480 nm (other area), (b) relationship between
remote sensing reflectance at 570 nm and 480 nm
and (c) reflectance spectrum at low water depth
where influenced by the bottom effect (red line) and
that at other area (blue line).

(a)

(b)

(c)

Fig. 4.  (a) Absorption coefficient for dissolved organic
matter in Palau at all wavelength spectrum
normalized by the coefficient at 400 nm, (b)
slope of absorption spectrum at each in-situ
measurement location and (b) coefficient at 400
nm at each locati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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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색소의 흡광 스펙트럼 형태와 유사하였다. 이

지역에서 파장 443 nm에서의 ap 값은 평균 0.05665 m–1

로 위의 수심이 얕은 지역보다 약 2배 정도 낮은 값을

보였다.

Fig. 4는팔라우섬현장조사해역에서표층해수에대

한용존유기물의흡광스펙트럼을파장 400 nm의흡광

계수값으로규격화한스펙트럼형태(Fig. 4a)와각정점

별용존유기물의흡광스펙트럼의기울기값분포그래

프(Fig. 4b) 및 파장 400 nm의 용존유기물의 흡광계수

(adom) 값 분포 그래프(Fig. 4c)이다. 수심이 얕은 지역에

서, 용존 유기물의 흡광 스펙트럼의 평균 기울기 값은

0.0173이고정점별편차가 0.00058로그외다른지역보

다상대적으로적었으며, 파장 400 nm의 adom 평균값은

0.2879 m–1를 보였다. 수심이 얕은 지역을 제외한 나머

지관측해역에서, 용존유기물의흡광스펙트럼의평균

기울기 값은 0.0201이고 정점별 편차가 0.00185로 수심

이 얕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파장

400 nm의 adom 평균값은 0.0756 m–1로나타났다.

Fig. 5a는팔라우섬현장조사해역에서측정한해수의

원격반사도스펙트럼을파장 570 nm(수심이얕은지역)

과파장 480 nm(그외지역)의원격반사도(Rrs) 값으로규

격화한 스펙트럼 형태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Fig. 5b는

파장 570 nm와 파장 480 nm의 Rrs 값 분포 그래프이다.

수심이얕은해역은해양광학적으로CASE-II성향과유

사한해수의원격반사도스펙트럼형태를보였다. 그러

나대부분의스펙트럼들이수심 1.5 m이하의상당히얕

은지역에서측정된자료들이므로해저면의영향에의

해파장 450 nm부근과파장 650 nm부근에서스펙트럼

변화를유발시켰을것으로사료된다(Lyzenga et al., 1981;

Yang et al., 2010; Zoffoli et al., 2014)(Fig. 5c). 수심이얕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관측해역은 해양광학적으로

CASE-I성향과유사한해수의원격반사도스펙트럼형

태를 보였고, 그 중 일부 정점들을 포함한 관측해역은

부유물의영향으로파장 550 nm부근에서높은반사도

분광특성을보였다.

2) 통가 섬의 해역 특성

Fig. 6은 통가 섬의 현장조사해역인 T지역, S지역, R

지역에서정점별로관측한총부유물농도의분포그래

프이다. T지역은통가섬의내륙에있는 Lagoon지역으

로 그 중 서쪽지역의 총 부유물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TW16 & TW18). R지역은 산호초 군락이 있는 얕

은수심의해역으로평균 1.0 g/m3 정도의총부유물농

적도 태평양 산호초 서식지의 해수 반사도 특성

– 621 –

Fig. 7.  Absorption coefficient for all particles, including
pigments and suspended matters in T (Lagoon),
R and S regions (a) at all wavelength normalized
by the coefficient at 443 nm and (b) at 443 nm at
each in-situ measurement location.

(a)

(b)

Fig. 6.  Total suspended matter concentration for sea
surface water measured at each location in the T,
S and R regions of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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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보였고, S지역은수심 30 m이상의깊은해역으로

평균 0.5 g/m3 정도의총부유물농도를보였다. Lagoon

지역을제외한나머지통가연안해역은지역별편차가

나타났지만, 그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Fig. 7은 통가 섬의 현장조사해역인 T지역(Lagoon

지역), S지역, R지역에서표층해수에대한색소및부유

물질을 포함한 모든 입자의 흡광 스펙트럼을 파장

443nm의 ap 값으로 규격화한 스펙트럼 형태(Fig. 7a)와

정점별파장 443 nm의 ap 값의분포를나타낸것(Fig. 7b)

이다. R지역은해수중부유물의함량이색소보다많아

서흡광계수의최대값이파장 443 nm보다짧은단파장

영역에서 나타났고, S지역은 해수 중 부유물의 함량이

색소보다작아서흡광계수의최대값이파장 443 nm부

근의영역에서나타났다. 그러나파장 443 nm에서의 ap

값은관측해역에상관없이평균 0.05 m–1미만으로유사

한값을보였다. Lagoon인 T지역의동쪽해역은해수중

부유물의 함량이 색소보다 많아서 흡광계수의 최대값

이파장 443 nm보다짧은단파장영역에서나타났고, 서

쪽해역은일반적인해수중색소의흡광스펙트럼과다

른형태를보였는데파장 400 nm이하의단파장영역에

서흡광 peak값이나타났다. 파장 443 nm에서의 ap 값은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7, No.3, 2021

– 622 –

Fig. 8.  (a) Absorption coefficient for dissolved organic matter
in Tonga at all wavelength spectrum normalized by
the coefficient at 400 nm, (b) slope of absorption
spectrum at each in-situ measurement location and
(b) coefficient at 400 nm at each location.

(a)

(b)

(c)

Fig. 9.  (a) Remote sensing reflectance of seawater in
Tonga at all wavelength spectrum normalized by
the reflectance at 570 nm (T and R region) and 480
nm (S region) and (b) relationship between remote
sensing reflectance at 570 nm and 480 n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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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지역과 R지역의값보다최소 6배이상큰차이를보였

고, 특히서쪽해역은평균 1.5 m–1 이상의값을보였다.

Fig. 8은 통가 섬의 현장조사해역인 T지역(Lagoon

지역), S지역, R지역에서 표층해수에 대한 용존유기물

의흡광스펙트럼을파장 400 nm의 adom 값으로규격화

한스펙트럼형태(Fig. 8a)와정점별용존유기물의흡광

스펙트럼의기울기값분포그래프(Fig. 8b) 및파장 400

nm의 adom 값분포그래프(Fig. 8c)를나타낸것이다. S지

역과 R지역에서, 용존유기물의 흡광 스펙트럼의 평균

기울기 값은 0.0148이고 정점별 편차가 0.00129로 T지

역인 Lagoon지역보다상대적으로크고파장 400 nm의

adom 평균값은 0.1361 m–1로나타났다. 통가섬의 Lagoon

지역인 T지역에서, 용존유기물의 흡광 스펙트럼의 평

균 기울기 값은 0.0170이고 정점별 편차가 0.00073로 S

지역및R지역보다상대적으로적고파장 400 nm의 adom

평균값은 0.5714 m–1으로나타났다.

Fig. 9a는 통가 섬의 현장조사해역인 T지역(Lagoon

지역), S지역, R지역에서측정한해수의원격반사도스

펙트럼을파장 570 nm(T지역과R지역)와파장 480 nm(S

지역)의 Rrs 값으로 규격화한 스펙트럼 형태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Fig. 9b는파장 570 nm와파장 480 nm의 Rrs

값분포그래프이다. T지역과 R지역은해양광학적으로

CASE-II성향과 유사한 해수의 원격반사도 스펙트럼

형태를보였는데특히수심이얕은해역의특성인해저

면의영향에의한스펙트럼형태의변형이팔라우섬의

수심 얕은 해역의 Rrs 스펙트럼 형태와 유사하였다. 또

한 T지역의 일부 정점들은 부유물과 용존유기물의 영

향으로파장 550 nm이하의단파장영역에서강한반사

도분광특성을보였다. 수심이약 30 m이상의 S지역은

해양광학적으로 CASE-I성향과유사한해수의원격반

사도 스펙트럼 형태를 보였고, 그 중 일부 정점들은 부

유물의영향으로파장 550 nm부근에서높은반사도분

광특성을보였다.

3) 팔라우 및 통가 지역에 대한 경험적 알고리즘

개발 연구

Fig. 10은본연구를통해획득한팔라우섬과통가섬

의현장관측자료들을기반으로원격반사도밴드비와

부유물 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래프로, 상관도

(R2)가 0.98로높게나타났으며그관계를 2차다항식으

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SS(g/m3) = 99.667 × ( )2

–
          (4)

44.21 × ( ) + 5.1785 

현재운용중인MODIS, VIIRS및GOCI-II의전구관

측모드자료등의다양한해색위성을활용하기위해서

는추후다량의현장자료와그에따른해색위성영상의

매칭자료를 확보하고, 각 해색센서별 구성 밴드 및 특

성등을고려하여위와같은경험적알고리즘을개선하

고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심층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할필요가있다.

4. 결론 및 토의

팔라우섬의관측해역은해역에상관없이총부유물

농도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수심이 얕은 지역은 맹

그로브의 서식지가 많고 이러한 해역일수록 색소보다

부유물의영향에의해흡광계수값과스펙트럼형태가

결정되었다. 또한용존유기물의흡광스펙트럼은흡광

계수 값이 크고 기울기 값이 작은 특성을 보였는데 이

것은용존유기물의기원차이에의한것으로수심이얕

은 지역일수록 육상기원 용존유기물이 우세하게 분포

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관측해역을중심으로한

팔라우섬연안해역의해수원격반사도스펙트럼의특

징은대체적으로 CASE-I성향이강한스펙트럼형태를

MAX(Rrs (625), Rrs (660)
Rrs (555)

MAX(Rrs (625), Rrs (660)
Rrs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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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mpirically examined relationship between band
ratio of remote sensing reflectance and total
suspended matte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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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서도 일부 해역은 부유물의 영향에 의해 파장

550 nm부근에서반사도분광특성이나타나는혼용된

CASE-I성향의원격반사도스펙트럼형태를보였으며,

연안해역중수심이얕은지역은해저면의영향에의해

스펙트럼 형태가 변형된 CASE-II성향의 원격반사도

스펙트럼형태로사료된다. 이에대하여본연구에서는

단지 스펙트럼 형태의 비교에 의한 판단일 뿐이며, 추

후원격반사도모델과흡광계수및역산란계수등의다

양한현장자료를활용한심층연구가필요하다.

통가섬의관측해역은 Lagoon지역을제외한나머지

해역의총부유물농도가유사한분포를보였고 Lagoon

지역에서도 서쪽 해역이 가장 높은 총 부유물 농도 분

포를 보였다. 연안해역 중 산호초 군락 지역은 색소보

다 부유물의 영향에 의해서, 그 외 지역은 대체적으로

부유물보다색소의영향에의해흡광계수값과스펙트

럼형태가결정되었으며, Lagoon지역의서쪽해역은색

소의 영향에 의해, 동쪽 해역은 부유물의 영향에 의해

흡광계수및스펙트럼형태가결정되었다. 또한용존유

기물의흡광스펙트럼은 Lagoon지역을포함한모든관

측해역에서흡광계수값이크고기울기값이작은특성

을보였는데이것은용존유기물의기원차이에의한것

으로 육상기원 용존유기물이 우세하게 분포하기 때문

으로판단된다. 통가섬의관측해역들중에서산호초군

락 지역과 Lagoon지역의 해수 원격반사도 스펙트럼의

특징은 CASE-II성향이 강한 스펙트럼 형태를 보였고,

그 외 나머지 관측해역은 대체적으로 CASE-I성향이

강한스펙트럼형태를보이면서도일부해역은부유물

의 영향에 의해 파장 550 nm부근에서 반사도 분광 특

성이나타나는혼용된 CASE-I성향의원격반사도스펙

트럼형태를보였다.

팔라우섬과통가섬의현장자료를기반으로부유물

농도에대한경험적알고리즘개발연구를수행하였는

데, 파장 555 nm, 625 nm, 660 nm의세개밴드를이용한

원격반사도 밴드비와 부유물 농도의 결정계수가 0.98

로 상당히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MODIS, VIIRS및GOCI-II등의해색위성에적용

하기 위해서는 각 센서별 밴드 구성 및 특성을 고려한

심층연구가필요하며또한다량의현장자료와그에따

른해색위성의매칭자료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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