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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ssessed the feasibility to apply Two-band and Three-band reflectance
models for chlorophyll-a estimation in turbid productive waters whose scale is smaller and narrower
than ocean using a high spatial resolution image. Those band ratio models were successfully applied to
analyzing chlorophyll-a concentrations of ocean or coastal water using Moderate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Sea-viewing Wide Field-fo-view Sensor(SeaWiFS), Medium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MERIS), etc. Two-band and Three-band models based on band ratio such as
Red and NIR band were generally used for the Chl-a in turbid waters. Two-band modes using Red and
NIR bands of RapidEye image showed no significant results with R2 0.38. To enhance a band ratio
between absorption and reflection peak, We used red-edge band(710 nm) of RapidEye image for Two-
band and Three-band models. Red-RE Two-band and Red-RE-NIR Three-band reflectance model
(with cubic equation) for the RapidEye image provided significance performances with R2 0.66 and
0.73, respectively. Their performance showed the ‘Approximate Prediction’ with RPD, 1.39 and 1.29
and RMSE, 24.8, 22.4, respectively. Another three-band model with quadratic equation showed similar
performances to Red-RE two-band model. The findings i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wo-band and
Three-band reflectance models using a red-edge band can approximately estimate chlorophyll-a
concentrations in a turbid river water using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 In the distribution map of
estimated Chl-a concentrations, three-band model with cubic equation showed lower values than two-
band model. In the further works, quantification and correction of spectral interferences caused by
suspended sediments and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s will improve the accuracy of chlorophyll-a
estimation in turbid waters.

Key Words : Chlorophyll-a, Estimation, Nakdong River, RapidEye

요약 : 본 연구에서는 Moderate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Sea-viewing Wide Field-

fo-view Sensor(SeaWiFS), Medium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MERIS) 등의 광역관측 위성

상을 이용한 해수나 연안수의 클로로필 농도 분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되었던 밴드 비를 이용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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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천은 도시, 농업, 산업의 수자원이자, 생태 경관의
일부로써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천에서 조류 대번식은 수질을 악화
시키는요인중하나로일부수역에서물이정체될경우
국지적으로 조류가 과다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수온이
상승하는봄부터가을까지는부 양화로인해정체수역
에서 조류가 크게 번식하여 정수처리 과정에서 여과장
치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취미 발생으로 수돗물 이용
에 지장이 초래되며, 그 중 남조류 일부는 독소를 생성
하여 사람과 가축에 건강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Mattews et al., 2010). 조류 증식의 지표인자로 주로
클로로필-a와 Phycocyanin 농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내륙수와연안수의수질과부 양화의발생과
확산 및 조류 증식 등을 모니터링하는데 위성 상을 이
용한 원격탐사 기법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Simis et
al., 2005; Kuster et al., 2006; Moses et al., 2009).
원격탐사를 이용한 클로로필-a 농도 분석은 수체의 흡
광(Absorption), 후방산란 계수(Backscattering
coefficient) 등과 같은 고유한 광학인자와 반사도
(Reflectance)와의 상관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Gordan

et al., 1988; Han et al., 2010). Moderate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SeaWiFS), Medium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MERIS) 등의 해
색센서(Ocean Color Sensors)의 Blue, Green 밴드를
이용하는Tassan(1994)의알고리즘과NASA의클로로
필-a 표준 알고리즘(OC4v4) 과 같은 다양한 클로로
필-a 농도 추정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Siswanto et
al., 2011). 근래에는 탁도가 있는 해수나 담수에 대해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CDOM)이나
Non-algal Particles(NAP)에의한분광학적간섭효과
를 피하기 위해 NIR과 Red의 파장 역을 이용한 모델
(Two-band Model)이활용되고있는데, 최근에는육상
에서식생의잎색소를분석하기위해개발된Red~NIR
파장 역 중 세 개 밴드를 활용하는Three-band 모델
이탁도가있는해수나담수의클로로필-a농도계산에
도 적용되고 있다(Gitelson et al., 2009). 탁수에 대한
Two-band 및 Three-band Reflectance 모델도 주로
MODIS, SeaWiFS, MERIS 등의 광역관측 위성에 적
용되었다(Ha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해수나 연안수보다 수체의 크기와 폭
이현저히작고탁도가있는하천에대해원격탐사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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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추정모델을수체의크기와폭이현저히작고탁도가있는하천에대해클로로필-a농도값을추정하

고자 고해상도 위성 상에 Two-band 및 Three-band reflectance 모델을 적용하여 가능성을 파악하

다. 특히 RapidEye 상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탁도가 있는 수체에 대해 Red와 NIR 역을 활용하는 이

들모델에Red-edge(RE) 밴드를적용하 다. Red와NIR을이용한Two-band Reflectance 모델은계산

식의 결정계수 R2 값이 0.38로 유의성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RapidEye의 Red-edge (RE) 파장

대를 이용한 Red-RE Two-band 모델과 Red-RE-NIR Three-band 모델을 이용한 계산식에 대해서는,

2차함수에의한Three-band 모델의결과는Red-RE Two-band 모델의결과와통계적인값이거의유사

하 고 Two-band와 3차함수에 의한 Three-band 모델 추정식은 각각 0.66, 0.73 의 R2값을 나타내어

Red-edge 밴드의 적용 가능성을 보 고, 실측치와의 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24.8, 22.4

mg m-3, Relative Percent Difference(RPD)는 각각 1.30, 1.29로 1.5 이하의 대략적인 추정

(Approximate Prediction) 수준을나타내었다. 고해상도위성 상에Red-RE-NIR Three-band 모델을

적용한계산식을이용해대략적인추정이지만가장유의한수준의클로로필-a농도를추정할수있었다. 

상에서추정된클로로필-a분포를비교하 을때3차함수에의한Three-band 모델추정식이Two-band

모델에비해낮은값의분포를보 다. 향후하천의스펙트럼을실측하여파장별부유물질, 유기물과의상관

성및클로로필농도와의간섭정도를시뮬레이션하여보정식을산출·적용한다면탁도가다소높은하천에

서의클로로필-a농도계산식의정확도를더욱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용하여 클로로필-a 농도값을 추정하고자 고해상도 위
성 상에Red~NIR 역을 활용하는 Two-band 및
Three-band Reflectance 모델의 적용성을 파악하
다. 특히, 주로 Red와 NIR 역을 활용하는 이들 모델
에QuickBird, IKONOS 등의기존의고해상도 상과
달리 Red-edge(RE) 밴드가 포함된 RapidEye 상을
적용하여Red-edge 밴드의활용성을검토하 다.

2. 재료및방법

1) 연구 지역 및 현장 시료

낙동강은 총 연장 521.5 km인 남한에서 가장 긴 하
천으로, 농업, 산업용수및 600만명이 넘는지역민들에
게상수원으로서의기능을하고있다(강미아, 2009). 낙
동강 유역의 산업 및 주변 환경이 복잡·광역화 되어감
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오염 요인이 작용하고 있
고보설치이전에도중·상류지역에있는댐과하구둑
의 향으로 유속이 현저히 감소되며 계절에 따라 호소
와 같이 정체적인 성격을 나타내어 전형적인 호소형 하
천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윤 삼 외, 2003). 특히 수

온이 상승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부 양화로 인해 정

체수역에서 조류가 크게 번식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입을 전후로 하는 낙동강 중류

역을 대상으로 하 다. 국가수질측정망을 이용하여 낙

동강 중류 구간 내 본류 및 유입하천의 27 지점의 클로

로필-a 농도를 조사하 다(Fig. 1). 채수한 시료는

GF/C 여과 후 -20 ℃에서 보관되어, 환경부에서 고시

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하여 분석되었다(환경

부, 2011). 낙동강중류 역에서본류구간의세지점을

대상으로2007. 1~2011. 4 기간의월별클로로필-a농

도의 변화추이를 시계열 분석하여 농도가 현저히 높아

지고지점간의농도구배가비교적큰시기인4월을대

상으로 정하 다(Fig. 2). 클로로필-a 농도는 2011. 4.

11~15 사이에측정된자료를분석에활용하 고위성

상도이시기에취득된자료를활용하 다.

2) 위성 상 및 자료처리

최대 수백 m 정도의 폭을 갖는 하천에서의 클로로

필-a 농도 분석을 위해서 고해상도 위성 상을 적용하

다. IKONOS, QuickBird 등의 고해상도 상은 주

로 가시·근적외선 역에서 Blue, Green, Red, 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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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ap including the location of 27 sampling points in the Nakdong River and color-composited RapidEye image of study
area with band 5, 3, and 2.



4개의 채널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Red-edge(710 nm) 역이 포함된 5개 밴드를 포함하
는RapidEye 상을 활용하 다. 위성 상은 1B 레벨

의 2011. 4.12에 취득된 상을 이용하 고(Fig. 1),

RapidEye의제원은Table 1에나타내었다.

RapidEye 상은 우선 Rational Polynomal

Coefficient(RPC) 모델과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ASTER) Global Digital Elevation Model(GDEM)

(NASA, USA)을 이용하여 정사보정을 수행하 다. 위

성 상에 기록된 입사복사량은 지상 목표물에 의해 반

사되고대기에의해흡수, 산란된후에센서에도달하는

태양광이기때문에지표특성의정량적인계산을위해서

대기효과들의 보정이 요구된다. 상의 픽셀값을

Reflectance로변환하고대기적오차를보정하기위해대

기복사전달모델인Moderate-resolution Transmittance

5(MODTRAN5)를 기반으로 하는 Fast Line-of-sight

Atmospheric Analysis of Spectral Hypercubes

(FLAASH)(ENVI, ITT inc., USA)를 이용하 다.

FLAASH는 MODTRAN5에 의해 분자산란, 구름, 안

개, 비 등의 흡수 및 산란 및 대기 경사 경로와 경로 감

쇠량, 에어로솔, 구름 및 강우 모형이 고려되어 계산된

대기 투과율(Transmittance)과 복사량(Radiance)을

바탕으로 상 내의 대기효과를 보정한다(Kneizys et
al., 1996). 대기보정 입력 파라미터는 Table 2와 같다.

초기 Visibility는 상 취득시기의 기상청 가시거리 자

료와 FLAASH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40 km로 입력하

고, Kaufman-Tanre 방법(Kaufman et al., 1997)
에 의한 Aerosol retrieval은 2100 - 2250 nm와 640

- 680 nm 밴드가 적용되는데 RapidEye 상에 SWIR

채널이포함되지않아None으로입력하 다. 대기모델

은Mid-Latitude Summer(MLS)를적용하 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클로로필-a 분석자료와

RapidEye 상 간의 매칭을 위해 샘플링 위치의 GPS

자료와 상의 좌표를 매치하 고 수체의 크기가 비교

적 작고, 하천을 통과하는 교각, 교각 그림자, 하천변의

모래와식생등이포함되어오차가더커질가능성이있

어 측정지점을 중심으로 몇 개의 픽셀을 평균하지 않고

하나의픽셀을매치하 다.

상의 반사도값을 이용해서 수체의 클로로필-a 농

도 추정을 위해서는 클로로필-a의 고유한 흡광계수를

분리해야 한다. 일반적인 해수의 경우 예를 들어,

Tassan(1994) 유사 알고리즘(식 1)이나 NASA 클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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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apidEye image product specification

Image Specifications Description

Blue, 440-510 nm

Green, 520-590 nm

Spectral Bands Red, 630-685 nm

Red-edge, 690-730 nm

NIR, 760-850 nm

Pixel size
6.5 m(orthorectified level 1B) 

Swath Width 77 km

Equator crossing time about 11:00 am.

Image Specifications Description

Fig. 2.  Time series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from Jan.
2007 to April 2011 at three stations in the Nakdong
River.



필 표준 알고리즘(OC4v4, 식2)과 같이 Blue 와 Green

밴드를 이용하여 클로로필-a 농도를 구하는 경우가 많

다(Siswanto et al., 2011).

Tassan-like Algorithm: 

Chl-a= 10(C1 + C2 log10(R)+ C3 log2
10(R)) (1)

R = ( )( )C0

OC4v4 Algorithm:

Chl-a = 10(C0 + C1 R + C2 R2 + C3 R3 + C4 R4) (2)

R = Log10 (max [ , , ])
그러나 탁도가 높은 수체의 경우에는 Coloured

Dissolved Organic Matter(CDOM)이나 Non-algal

Particles(NAP) 등의 부유성 고형물질 의해 수체의 광

특성이 달라져(서 상 외, 2002) Green, Blue 분광

역에서 클로로필-a의 고유한 분광학적 특성에 간섭효

과를일으킬수있으므로이를피하기위해Red와NIR

밴드를 이용한다(Gitelson, 1992; Gons, 1999; Dall’

Olmo et al., 2005).

Two-ba nd Model: Chl-a ∝ ( ) Rrsl3 (3)

l1과 l3는 탁도의 유무에 따라 Blue와 Green 혹은

Red와 NIR 밴드가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탁도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Red와 NIR 파장대인

RapidEye 상의밴드 3과 5를적용하 다. 또한최근

에는 육상에서 식생의 잎색소를 분석하는데 사용하고

있는Three-band Reflectance 모델을탁도가있는수

체에서 클로로필-a 농도를 추정하는데 적용하는 사례

가있다. 이모델은Fig. 3과같이조류에포함된클로로

필-a 농도에 의해 반사도가 증가하는 세 개의 피크 밴

드를수식에적용한다(Dall’Olmo et al., 2003; Gitelson

et al., 2008).

1
Rrsl1

Rrs510
Rrs555

Rrs490
Rrs555

Rrs443
Rrs555

Rrs412
Rrs490

Rrs443
Rrs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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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put parameters of the atmospheric correction

Sensor Atmosphere & Land

Sensor type RapidEye Ground elevation 242.5 m
Sensor Altitude 630 km Atmospheric model Mid-latitude Summer

Flight Date 2011.4.12 Aerosol model Rural
Flight Time 3:00 a.m. GMT Aerosol retrieval None

Scene Center 35.86013031N Initial visibility 40 km
128.34777832E Sun zenith angle 33°43' 58.9"

Pixel Size 6.5 m Sun azimuth angle 138°53' 23.70"

Sensor Atmosphere & Land

Fig. 3.  (a) Comparison of spectrum between water containing algae and clean water, (b) The spectral variation as a function of Chl-a
concentrations (Jensen, 2006).



Three-band Model: Chl-a∝ ( _ ) Rrsl3 (4)

RapidEye 상에 Red와 NIR밴드를 이용한 Red-
NIR모델과 Red와 Red-edge(RE) 밴드를 이용한
Red-RE Two-band 모델과Red-RE-NIR의Three-
band Reflectance 모델을 적용하여 클로로필-a 농도
계산식을 산출하고 각각의 성능을 Relative Percent
Difference(RPD), Root Mean Square Error(RMSE)
와같은통계값을이용하여비교·검증하 다.

3. 결과및고찰

1) 현장자료 분석

낙동강 중류 구간의 본류 및 유입하천 27 지점의
2011년 4월 중순의 클로로필-a 농도는 2.3 에서 165.2
mg m-3까지 분포하고 평균 41.4 mg m-3를 나타내었
다(Table 3). 금호강합류이전의상류구간과유입하천

중 감천, 회천, 황강에서는 비교적 낮은 농도를 보 고
금호강과 금호강 합류 직전과 후의 하류 구간에서 높은
수치를나타내었다. 특히지점10, 11, 16, 17, 19는클로
로필-a농도80 mg m-3 이상으로가장높은값을나타
내는 구간이었다(Fig. 4). 연구지점에서의 부유물질
(Suspended Sediments, SS) 농도는평균26.0 mg L-

1, 최저 2.6, 최대 86.8 mg L-1 의 분포를 보 고, 수온
은평균 16℃, pH는평균 8.8, DO, BOD, COD는각각
평균11.2, 2.9, 6.7 mg L-1 의값을나타내었다.

2) 클로로필-a 농도 추정 알고리즘

최저2.3에서 최대165.2 mg m-3로 분포하는 클로로
필-a 농도 자료와 상의 Reflectance 자료를 매칭하
여(Fig. 5) 상관성에 의해 클로로필-a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식을 산출하 다. 상 내에서 수체의 픽셀은 전반
적으로0.2 이하로건물, 식생, 토양등다른객체에비해
낮은 Reflectance 값을 보 다. Fig. 5에서 RapidEye
상의밴드별Reflectance 값은Fig. 3의현장스펙트

럼처럼Green, Red-edge밴드에서의반사피크와Red
밴드에서는흡수가일어나는클로로필-a의분광특성을
나타냈으며, 클로로필-a농도가높게나타난픽셀에대
해 Red, Red-edge 에서 반사피크가 증가하는 경향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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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istics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s in water samples

Statistics Temp. pH DO BOD COD SS Chl-a
(℃) (mg/l) (mg/l) (mg/l) (mg/l) (mg/m3)

Mean 15.9 8.3 11.2 2.9 6.7 26.0 44.4

Max. 19.0 9.3 14.5 6.2 12.7 86.8 165.2

Min. 12.0 7.3 7.9 0.8 3.0 2.6 2.4

St.Dev. 1.7 0.6 1.5 1.7 3.0 21.8 43.6

Statistics
Temp.

pH
DO BOD COD SS Chl-a

(℃) (mg/L) (mg/L) (mg/L) (mg/L) (mg/m3)

Fig. 4.  Distribution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at 27 stations
in the Nakdong River.

Fig. 5.  Reflectance (x104) variation of RapidEye image pixel
for the study points according to Chl-a concentrations.



보 으나 Fig. 3처럼 전형적인 선형관계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수체의 클로로필-a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FLAASH

를 통해 대기보정처리와 Reflectance로 변환된 상을

이용하여 Fig. 3(b)에서와 같이 클로로필-a 농도에 따

른 반사도 피크가 증가하는 파장대 중 RapidEye 상

의 밴드가 포함하는 역인 657(Red, band3), 710

(Red-edge, band4), 805 nm(NIR, band5)를 선택해

Two-band 와 Three-band Reflectance 모델에 적용

하 다.

Two-band 모델은MODIS나 SeaWiFS, MERIS 

상을이용하여탁도가있는수체의클로로필-a농도계

산시 클로로필-a를 나타내는 분광 시그널을 직접적으

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Two-

band 모델에 Red, NIR 밴드를 적용하는데 RapidEye

상에서는 657 nm와 805 nm 밴드를 적용하여 식 5

와 같이 3차함수(Cubic System)의 클로로필-a 추정식

을 산출하 다. 그러나 추정된 값과 실측값을 비교하

을때결정계수R2가 0.38으로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

를보이지않았다.

Red-NIR Two-band Model:

Chl-a = -55.8 + 240.9 R _ 203.3 R2 + 72.1 R3 (5)

R = ( ) Rrs805

Fig. 3에서클로로필-a의분광특성을살펴보면, 657

nm 파장 역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805 nm 부근에서

는약한반사피크가형성되지만클로로필-a농도가증

가하더라도 이 두 밴드의 값이 같이 상승하여 밴드비가

크게 향상되지 않아 RapidEye 상의 657 nm와 805

nm 밴드를 이용한 Two-band 모델의 성능이 낮게 나

타난것으로보인다.

Fig. 3(b)에서 클로로필-a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함

에 따라 다른 반사도 피크보다 특히 Red-edge 역인

710 nm의 피크 형태(Shape)가 더 뾰족하고 높이

(Height)가 향상되고 657 nm 파장대의 흡수피크와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Two-band 모델에

NIR 대신 Red-edge(RE)밴드를 적용하 을 때 Red-

RE Two-band 모델의 클로로필-a 농도 계산식은 선

형함수(Linear System), 2차함수(Quadratic System),

로그함수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식 6의 2차함수에

의한 추정식(Fig. 6)에 의한 값이 측정값과 비교하 을

때 결정계수 0.66(Fig. 7(a))으로 가장 높은 통계적 유

의성을나타내었고 2차함수에의한추정식은RMSE가

24.8 mg m-3, RPD는‘대략적인 추정(Approximate

prediction)’수준을 나타내는 1.5 이하인 1.39의 값을

나타내었다(Table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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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observed Chl-a concentrations
and R values in equation 6 and 7 calculated by Red-
RE Two-band model (upper) and Red-RE-NIR Three-
band model (bottom) with Chl-a estimation equations,
determination coefficient (R2), and the number of
samples (N); Red-RE-NIR Three-band model (bottom)
showed a significant estimation in quadratic (a) and
cubic equation (b).



Red-RE Two-band Model:

Chl-a = _163.7+191 R (6)

R = ( ) Rrs710

Three-band 모델은 클로로필-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분광스펙트럼의반사피크가강조되는Red-edge

와 흡수 파장대인 Red밴드의, 약한 반사피크가 나타나

는NIR 역을포함하여계산하 다. Zhang et al.(2011)
이 Three-band 모델에 최적화기법(Optimization

procedure)을 통해 665, 700, 730 nm 밴드를 이용했

을때클로로필-a농도와선형관계에가장가까운계산

식을 얻어 결정계수가 0.96에 이르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RapidEye 상밴드가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파장 역을 선택하여 657, 710, 805 nm

밴드를 계산에 적용하 다.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식4의 Red-RE-NIR 모델에 의한 R값과 클로로필 농

도와의관계식은3차함수, 2차함수, 선형함수를적용하

는데그중에서3차함수와2차함수를이용한식이통

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추정값과 실측값을 비교

해봤을 때(Fig. 7(b)) 2차함수에 의한 식 7이 결정계수

0.66, 3차함수에 의한 식 8를 이용한 추정식이 결정계

수 0.73으로, 3차함수에 의한 추정식은 Zhang et
al.(2011)이 산출한 결과보다는 유의성이 낮지만 Two-

band 모델에 의한 클로로필-a 농도 추정 결과보다 향

상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Red-RE-NIR Three-

band 모델을 이용한 3차함수에 의한 추정값과 실측값

을 비교하 을 때 RMSE가 22.4 mg m-3으로 2차함수

(RMSE 25 mg m-3)나Red-RE Two-band 모델과비

슷하지만약간낮은오차값을보 다. RPD 경우에는 2

차함수가 1.31로 3차함수(RPD 1.29)나Red-RE Two-

band모델보다는 높은값으로나타났지만이역시대략

적인추정의범주에드는수준으로나타났다(Table 4).

1
Rrs657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7, No.5, 2011

–620–

Table 4.  Statistic parameters for algorithms of Chl-a in turbid productive waters which were tuned using RapidEye image

Chl-a algorithm
Constant coefficients

R2 RPD RMSECn, n= 0, 1, 2, 3

Red-RE
Quad.: -146.7, 162.7, 11.4 0.66 1.39 24.8

Two-band Model
Linear: -163.7, 191.0 0.65 - -
Log.: 28.0, 223.4 0.64 - -

Red-RE-NIR 
Cubic: 16.0, 124.2, 2053.7, -2406.2 0.73 1.29 22.4

Three-band Model
Quad.: 25, 308.0, -164.0 0.66 1.31 25.0
Linear: 28.8, 197.6 0.61 - -

Chl-a algorithm
Constant coefficients

R2 RPD RMSE
Cn, n= 0, 1, 2, 3

Fig. 7.  Observed vs estimated Chl-a concentrations (solid line:
1:1 ratio, dotted line: actual ratio) by (a) linear equation
using Red-RE Two-band model with spectral bands
centered at 657 and 710 nm and (b) quadratic and
cubic equations using Red-RE-NIR Three-band model
with 657, 710, and 805 nm bands.



Red-RE-NIR Three-band Model: 
(7)

Chl-a = 25.9 + 308 R _ 164 R2

Chl-a = 16 + 124.2 R + 2053.7 R2 _ 2406.2 R3

(8)
R = ( _ ) Rrs805

Two-band 모델과 Three-band 모델을 이용한 추

정식을 RapidEye 상의 수계 역에 적용하여 Fig. 8

과같이낙동강유역중샘플링지점4를포함하는구역

(Fig. 4 참조)의클로로필-a분포를나타내었다. Two-

band 모델에 의한 추정식과 2차함수에 의한 Three-

band 모델추정식은서로비슷한통계값의결과를보

고(Table 4) 클로로필-a 분포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 다(Fig. 8). 3차함수에 의한 Three-band 모델 추

정값은 전반적으로 Two-band(Fig. 8(a))나 2차함수에

의한 Three-band 모델의 추정값보다(Fig. 8(b)) 낮은

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Fig. 8(c)에서지점8~9 구간

에서 46 mg m-3 이하인 연두색의 분포로 나타나는 반

면Fig. 8(a)와 (b)에서는주로46~129 mg m-3인노랑,

주황색의 분포가 우세했다. Fig. 8에서 상에 실측값

을오버레이하여비교하 는데상류에서하류로갈수록

클로로필-a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비슷하나 실제

값의범위는차이가크게나타나보 다. 그러나하천의

클로로필농도분포를보면하천의양안부분은값이약

간더높고하천의중앙부는상대적으로값이낮은경향

이 있어 시료를 양안부 가까이에서 채취하여 중앙부에

주로 분포된 값보다 높게 나타났거나 양안부에서 물이

아닌 다른 객체의 분광값이 혼합되어 값에 오차가 포함

되었을가능성이있을것으로사료된다.

4. 결론

MODIS, SeaWiFS, MERIS 등의광역관측위성 상

을 이용한 해수나 연안수의 클로로필 농도 분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되었던, 밴드 비를 이용한 비교적 간단한

추정모델을수체의크기와폭이현저히작은하천에대

해 클로로필-a 농도값을 추정하고자 고해상도 위성

상에 Two-band 및 Three-band reflectance 모델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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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RapidEye products for Chl-a concentrations estimated by Red-RE Two-band model (a) and Red-RE-NIR
Three-band models with quadratic (b) and cubic equation (c).



이용하여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 다. Red-NIR 파장대

를 이용하는 이들 모델에 QuickBird, IKONOS 등의

다른 고해상도 상과 달리 Red-NIR 파장대에 Red-

edge 밴드가 포함된 RapidEye 상을 적용하 다. 기

존에 탁수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Red-NIR

Two-band reflectance 모델은 Red-edge 밴드가 없

는 MODIS나 일반적인 고해상도 상에도 적용할 수

있어활용성이높으나RapidEye 상을이용한결과에

서는계산식의결정계수R2 값이0.38로낮은유의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RapidEye의 Red-edge 파장 역

인 710 nm(Band 4)를이용한Red-RE Two-band 모

델에 의한 추정식과 2차함수, 3차함수로 나타낸 Red-

RE-NIR Three-band Reflectance 모델의 추정식 결

과에대해서는각각0.66, 0.66, 0.73 의결정계수값과

24.8, 25.0, 22.4의 RMSE, 1.39, 1.31, 1.29의 RPD값

으로써 대략적인 추정(Approximate prediction)의 수

준을 나타내어 Red-edge 밴드의 적용 가능성을 나타

내었고, 고해상도 위성 상에서도 3차함수에 의한

Three-band 모델 추정식을 이용해 가장 유의한 수

준의 클로로필-a 농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추정

식 이용하여 RapdiEye 상에 의해 6.5 m 해상도로

하천에서의클로로필-a농도분포를파악할수있었다.

그러나 3차함수에 의한 Three-band 모델 추정식으로

상에서 클로로필-a 분포를 나타내었을 때 Two-

band 모델과 2차함수에 의한 Three-band 모델 추정

식에 의한 값 분포와 실측값보다 낮은 경향을 보 다.

이들 모델은 Dall’Olmo et al.(2003), Gitelson et
al.(2008) 등의기존의연구들을통해서물의탁도를고

려해서 만든 것이지만, 현장에서 수체의 스펙트럼을 측

정하여 부유물질, 유기물과의 상관성 및 클로로필 농도

와의 간섭 정도를 시뮬레이션하여 보정식을 산출·적

용한다면 하천에서의 클로로필-a 농도 계산식의 정확

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해상도 상은

파장 역의 선택에 제한이 있어 하이퍼스펙트럴 상

을활용한다면좀더상세한계산식의도출이가능할것

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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