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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 novel method is proposed for retrieving relative surface temperature from
single-channel middle infra-red (MIR, 3-5 mm) remotely sensed data. In order to retrieve absolute
temperature from MIR data, it is necessary to accommodate at least atmospheric effects, surface
emissivity and reflected solar radiance. Instead of retrieving kinematic temperature of each target, we
propose an alternative to retrieve the relative temperature between two targets. The core idea is to
minimize atmospheric effects by assuming that the differential at-sensor radiance between two targets
experiences the same atmospheric effects. To reduce effective simplify atmospheric parameters, each
atmospheric parameter was examined by MODTRAN and MIR emissivity derived from ASTER
spectral libraries. Simulation results provided a required accuracy of 2 K for materials with a
temperature of 300 K within 0.1 emissivity errors. The algorithm was tested using MODIS band 23
MIR day time images for validation. The accuracy of retrieved relative temperature was 0.485±1.552
K.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was able to produce relative temperature with
a required accuracy from only single-channel radiance data. However, this method has limitations when
applied to materials having very low temperatures using day time MI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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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3-5 mm 파장대의중적외선 상으로부터정 한절대온도를추정하기위해서는지표복사율, 대

기효과, 낮 상의경우반사되는태양빛에대한정보를필요로하며, 이는온도추정시오차를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인 온도 차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알고리즘의기본방향은온도추정을위한입력자료를최소화시키는것이다. 이를위해인접한지역

에 위치한 두 대상물체가 받는 대기효과는 동일하다고 가정하 으며 MODTRAN 및 ASTER spectral

library로부터 입력자료를 단순화 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제안된 상대온도추정

알고리즘의 정 도는 300 K의 온도에서 0.1의 지표 복사율 오차에 대해 2 K 이내의 비교적 높은 정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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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표에서의중적외선파장대역(3-5 mm) 신호는열적

외선이나반사적외선과는달리태양복사의반사된에

너지와지표자체의복사에너지가복합된것으로매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Boyd and Petitcolin,

2004). 또한이 역은열적외선(8-15 mm) 역에비해

높은온도의물체를정 하게관측할수있으므로열

점 감시나 산불탐지와 같은 재난 관측 분야에도 이용

된다 (Mushkin et al., 2005; Zhukov et al., 2006). 적외선

역으로부터온도를추정하기위해서는대기효과및지

표의 복사율이 추정되어야 하며, 기존연구는 이러한

효과들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다중밴드를 이

용하여 TISIE (Temperature Independent Spectral Indices of

Emissivity) (Becker and Li, 1990), Split-window (Sobrino et

al., 1994) 및 TES (Temperature and Emissivity Separation

Algorithm) (Gillespie et al., 1998)와 같은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지표 온도 및 복사율을 추정하는 연구가 수

행되었다.

중적외선 상의경우낮에는태양복사에의한반사

신호가 함께 포함되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보정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열적외선과 중적외선

파장대역을동시에관측하는다중채널방법및주. 야

간 관측자료를 이용한 Day-night algorithm (Wan et al.,

1999), MIR-NEM (The Mid-Infrared Normalized Emissivity

Method) 알고리즘 (Mushkin et al., 2005) 및TISIE를응용

하여 (Petitcolin and Vermote, 2002) 지표의반사도, 복사

율및온도추정에대한연구가수행된바있다. 그러나

이들은다중밴드를이용한알고리즘이며, 이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단일밴드 중적외선 상의 경우 이 방법

들을적용하기는어렵다. 단일밴드적외선 상으로부

터 지표온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기효과 및 지표

복사율에대한독립된외부자료를사용하는방법들이

적용되어 왔다. 단일밴드 적외선의 온도추정 연구는

Landsat 열적외선 상으로부터많은연구가수행되어

왔는데 Qin et al. (2001)은 Mono-window 알고리즘을통

하여 Landsat TM 적외선밴드에대하여수분율에따른

대기의 투과율, 상향복사량, 하향복사량과 같은 파라

미터를보정하 고, Jiménez-Muñoz 와Sobrino (2003) 역

시 Generalized single-channel 방법을제안하면서수분율

에 따른 대기 파라미터 들의 회귀식을 제안하여

Landsat TM, AVHRR, ATSR2 및 ASTER 자료에적용한

바있다. 또한정 한온도를추정하기위해지표복사

율을활용하는방법에대한연구가수행되어왔다. 이

는지표복사율의경우Planck’s 함수로부터 (N+1)개미

지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단일밴드 적외선의

경우 외부 자료의 입력이 필수적이다. Landsat의 경우

이전부터 연구되어온 NDVI와 열적외선 밴드의 지표

복사율간의상관관계를이용하여온도추정시복사율

자료를 입력하는데 사용해 왔다 (Van de Griend and

Owe, 1993; Valor and Caselles, 1996; Sobrino et al., 2004).

그러나NDVI 값을획득할수없는센서의경우이방법

을적용하기는어려우며, 또한중적외선파장대역에서

의복사율과 NDVI와의상관관계는아직명확히연구

된바없다.

현재까지는단일밴드중적외선시스템의온도및복

사율추정에대한알고리즘은거의연구가이루어지지

못한상태이다. 특히, 낮 상의경우에는반사되는태

양복사량에 의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활용

한사례는현재까지는거의없다. 그러나국내의경우

다목적실용위성 3A호에고해상도단일밴드중적외선

센서를탑재하게되며, 이시스템을목표로한온도추

정, 표적탐지에관한연구들이수행된바있다 (Park et

al., 2008; Baek and Jang, 2012).

이연구에서는단일밴드중적외선 상을활용하기

위한 상대온도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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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그러나 낮 상에서 저온인 경우에는 정 도가 크게 감소하 다.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MODIS band 23 중적외선 낮 상에 적용하 으며, 이를 MODIS LST 자료와 비교를 수행한 결과 0.485

±1.552 K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제안된 알고리즘이 외부 입력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

지 상만으로부터비교적높은정 도로온도추정이가능함을보 다. 그러나제안된알고리즘은상대온

도만을알수있으며, 절대온도를추정하기위해서는기준온도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는한계점도있다.



일밴드를이용한온도추정과관련된기존의연구방법

과 결과에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대기보정

을위한외부입력자료가필요한점, 중적외선파장대

역의특성상지표복사율의편차가열적외선파장대역

에비해매우크다는점, 약 300K 내외의온도를측정할

경우열적외선파장대역에비해에너지가작아오차가

커질수있는문제점이있다. 그리고가장큰문제점은

낮 상의경우태양복사량의반사신호가차지하는비

중이크기때문에이를보정하기어려운점이다. 따라

서, 대부분의온도추정알고리즘이목표로하는 2 K 이

내의정 한온도추정은쉽지않음을예상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기존연구결과를토대로두가지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표의 절대온도 추

정이어렵다면비교대상물체간의상대온도를추정하

는방법을제안하고, 둘째는대기파라미터및지표복

사율과 같은 외부 파라미터를 최소화 하여 정 도를

개선하고간단한형태의상대온도추정알고리즘을개

발하는것이다.

2. 이론적고찰

중적외선의 파장대역의 복사전달방정식 (Radiative

transfer equation)에서 센서에 입사되는 총 복사량 (At-

sensor radiance)은태양복사의지표반사와지표의복사

량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Boyd and Petitcolin, 2004).

이를식 (1)에나타내었으며, 이연구에서는 Lambertian

surface를가정하여수식을축약하 다.

Ll
at-sensor = [el B(l, Ts) + (1 _ el)(Ll

atm↓+ Ll
Sunirr↓)] tl + Ll

atm↑(1)

여기서, el는지표복사율, B(l, Ts)는 Planck 함수로써

지표온도에따른흑체복사량, Ll
Sunirr↓는지표에입사

되는 태양복사량, tl는 대기투과율, 그리고 Ll
atm↓와

Ll
atm↑는각각대기의하향복사량및상향복사량이다.

Planck’s 함수인B(l, Ts)의경우수식으로나타내면,

B(l, Ts) = (2)

과같이나타낼수있으며, 여기서, h = 6.63·10-34 J·s

이고, c = 3.00·108m·s-1, k = 1.38·10-23 J·K-1이다.

Planck 함수인B(l, Ts)의단위는Wm-2·sr-1·mm-1이며,

이때, l는 mm단위이다. 여기서 상대온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두물체Target1과Target2에대한각각의복사전

달방정식을아래의식 (3)으로나타낼수있다.

Lat-sensor = [el, Target1 B(l, Ts, Target1) + (1 _ el, Target1) 

(Latm↓
l, Target1 + LSunirr↓ )] tl, Target1 + Latm↑

l, Target1
(3)

Lat-sensor = [el, Target2 B(l, Ts, Target2) + (1 _ el, Target2) 

(Latm↓
l, Target2 + LSunirr↓ )] tl, Target2 + Latm↑

l, Target2

여기서, 두물체간의상대적인온도차이를센서도

달복사량의차이 (Lat-sensor _ Lat-sensor  )로부터추정하

는데기본적인가정은고해상도 상임을고려하여

상의 관측지역이 넓지 않다면 두 물체가 동일한 대기

효과를 받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식 (3)의 두 물체에

대한복사량의차이는다음식 (4)와같다.

Lat-sensor  _ Lat-sensor = [el, Target1 B(l, Ts, Target1) 
_ el, Target2 B(l, Ts, Target2)]·tl, Target1, 2

+ [(1 _ el, Target1)(L
atm↓
l, Target1 + LSunirr↓ ) (4)

_ (1 _ el, Target2)(L
atm↓ + LSunirr↓ )]·tl, Target1,2) 

+ (Latm↑
l, Target1

_ Latm↑
l, Target2)

이때 앞서 언급한 대기효과가 같다는 가정에 의해

Latm↓
l, Target1 = Latm↓

l, Target2, LSunirr↓ = LSunirr↓ , Latm↑
l, Target1

= Latm↑
l, Target2이므로이를소거하면, 다음식 (5)와같다.

dLat-sensor = [el, Target1 B(l, Ts, Target1) 
_ el, Target2 B(l, Ts, Target2) _ (el, Target1

_ el, Target2) (5)

(Latm↓
l, Target1,2 + LSunirr↓ )]·tl, Target1,2

여기서,

dTs = Ts, Target1
_ Ts, Target2 (6)

del = el, Target1
_ el, Target2 (7)

식 (5)에식 (2), (6), (7)을대입하면다음식 (8)과같이

나타낼수있다.

dLat-sensor = [
(8)

_ ) _ del(Latm↓
l, Target1,2+ LSunirr↓ )]·tl

만약, 식 (8)에서비교하는두물체의복사율이매우

유사한 경우 el, Target1 el, Target2의 조건이 성립한다면

el,Target2 2hc2 l-5

exp( ) _1

(el, Target2 + del) 2hc2 l-5

exp ( ) _ 1

2hc2 l_5

exp(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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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klTs

l, Target1

l, Target2

l, Target1

l, Target2

l, Target1 l, Target2

l, Target1 l, Target2

l, Target1

l, Target1 l, Target2

l, Target2

l, Target1 _ Target2

l, Target1 _ Target2

l, Target1,2

hc
kl(Ts, Target2 + dTs,)

hc
klTs,Target2

l, Target1,2



del = 0에수렴하며, 따라서이에따른 향은상대온도

차이로나타날것이다. 여기에대한분석은다음절에

하기로하며, 이를식으로나타내면다음식 (9)와같다.

dLat-sensor = [
(9)

_ ]·tl·el

식 (9)를다시온도에관하여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같은식 (10)이얻어지게된다.

dTs = _ Ts, Target2 (10)

kl·ln                                            + 1

식 (10)으로부터, 상대온도복원대상물체가같은복

사율을갖는경우에는상대적인온도차이가정 하게

추정될것으로기대할수있으며, 그렇지않은경우에

는복사율의차이만큼오차가추가될것이다. 그크기

는낮 상의경우반사되는태양복사량에의해밤

상에비해크게나타날것이다. 그러나여기서발생되

는 오차는 del으로부터 발생되므로 공통되는 크기의

복사율만큼의대기효과가차이가제거되기때문에절

대온도를추정하는경우에비해오차를감소시킬수

있다는장점이있다.

3. 상대온도추정알고리즘및오차분석

1) 대기효과 시뮬레이션 및 모델 근사화

식 (10)를풀기위해서는대기투과율 (tl)에대한값

이요구된다. 이를위해 Fig. 1과같이 3-5 mm 파장대역

에서의 가상의 spectral response function을 갖는 센서의

경우를 가정하 다. Gauss 함수의 경우 끝부분이 0에

가깝게수렴하기때문에이를피하기위해Welch 함수

를사용하 으며, 이는식 (11)과같이나타낼수있다.

y(x) = 1 _ , a = (11)

여기서, Full-width at half-maximum (FWHM)의 값은

1.4 mm, 중심파장대역은4.2 mm이다.

일반적으로중적외선 역의투과율에 향을미치

는대기요소로는 H2O, CO2, O3, 에어로졸같은인자들

이있다. 특히, CO2의경우약 4.3 mm에서강한흡수효

과를보이지만 CO2, O3와같은가스들은대기중혼합

비가 일정하므로 이에 대한 변화는 비교적 적을 것이

다. 실제MODTRAN으로부터시뮬레이션테스트를수

행한 결과 CO2와 O3의 경우 다른 파라미터는 동일한

조건하에서H2O는1.42 g/cm2으로고정하고각각365±

50 ppm, O3는 330±50 DU(Dobson Unit)의변화를주었

을때, 결과는각각0.008, 0.002정도의투과율변화를보

이므로 두 파라미터의 향은 무시 가능하다. 실질적

으로 중적외선 파장대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

자는대기수분량 (precipitation water vapor contents)이며,

FWHM
2

x2

a2

hc

2hc2 l-5

exp ( ) _ 1

2hc2 l-5

exp ( ) 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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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klTs, Target2

hc
kl(Ts, Target2 + dTs)

l, Target1-Target2

( + B(l, Ts, Target2))dLat-sensor

tl el

ÏÔÔÔÓ

Ô̧ÔǪ̂

2hc2 l-5

Fig. 2.  Change of atmospheric transmissivity with water vapor
contents in 4.2 mm region using Fig.1 spectral response
function.

Fig. 1.  Black line is Welch filter centered at 4200nm with a full-
with-half-maximum (FWHM) value of 1400nm. Grey
line represents atmospheric transmissivity spectrum
from MODTRAN 4.0 using U.S. standard atmospheric
model with clear-sky condition.



입력값을단순화시키기위해서 H2O 양에따른투과

율및하향복사량의변화를표준대기모델 (U.S. standard

model)에수분량의비율로변화시키면서계산하 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입력 값은 H2O는 0~4.0

g/cm2, CO2는 365 ppm, O3는 330 DU, 에어로졸이없는

Clear sky condition (no aerosol)을 가정하 다. 시뮬레이

션결과를 Fig. 2에나타내었으며, 최대투과율은 0.407,

최소투과율은0.335로차이는0.072로나타났다.

따라서, 투과율은 다음과 같은 식 (12)로 모델화 할

수있다.

tl, Target1,2(w) = a1 w2 + a2 w + a3 (12)

여기서, a1 = 0.0026, a2 = _ 0.0276, a3 = 0.4053 이다.

그러나대기중수분율에따른투과율의변화도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표준 대기모델로부터 산출되

는투과율값인 0.371을상수로사용하는것을고려하

다.

2) 중적외선 파장대역의 복사율 분석

정확한지표의온도를얻기위해서는복사율을추정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열적외선인

경우대부분의물질의복사율이 0.93-0.99로그차이를

무시하여 오차 값으로 간주하거나(Qin et al., 2001;

Jimenez-Munoz and Sobrino, 2003), 또는 이를 NDVI와

같은외부자료와의관계로부터입력자료로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Van de Griend and Owe 1993,

Sobrino et al., 2004). 그러나이러한외부자료로부터복

사율을사용하는방법은국내시스템의경우적용하기

어려운상태이다.

3-5 mm 파장 역의 복사율 분석을 위해 ASTER

spectral library중 하나인 JHU (Johns Hopkins University)

에서측정한 88개의복사율샘플중대표적인 9종의분

광스펙트럼에 대해 분석 하 다. 복사율을 계산하는

식은식 (13)와같으며, 이를Table 1에정리하 다.

el = (13)

여기서, y(l)는 spectral response function, e(l)는

spectral emissivity이다.

Table 1로부터 Green leaves 식생의경우대부분 0.98

내외의일정한높은복사율을가지고있지만수분함량

에따라 dry grass의경우 0.80 이하의낮은복사율을보

이는것을알수있다. 이는식생의수분함량이복사율

에큰 향을미치는것으로기존연구자들에의해알

려져있다 (Boyd and Petitcolin, 2002). 암석및토양, 콘크

리트와 같은 인공구조물의 경우 구성 성분에 따라 5-

25% 내외의 반사도 변화를 보이며 특히 석회석 성분

광물의경우 4.0 mm, 석 의경우 4.5-4.7 mm 역부근

에서 특징적인 흡수를 보인다 (Salisbury and D’Aria,

1994).

상대온도추정시외부입력값을최소화할수있는

경우인식 (10)을이용하기위해 Table 1의물질들을두

종류로 구분할 경우 한 그룹은 Water, ice 및 green

vegetation으로 대부분의 자연물을 포함하는 그룹이며

약 0.98의복사율을갖는다. 반면인공물, bare soil 및 dry

grass 그룹은 Table 1로부터 0.03~0.19 가량의복사율차

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상대온도 추정 시 오차를 발생

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3) 상대온도 추정 알고리즘의 최대오차 시뮬레이션
및 결과

알고리즘의오차분석을위해시뮬레이션을수행하

다. At-sensor radiance 시뮬레이션을위해설정한지표

복사율은 0.8~0.99, 물체의온도를 300 K로가정하여오

차를 분석하 다. 대기모델은 표준대기 모델과 clear-

sky 조건을 가정하 으며, 연구에 사용된 Spectral

response function으로부터 계산된 투과율, 상향복사량

및 하향복사량은 각각 0.371, 0.364 Wm-2·sr-1·mm-1,

0.110 Wm-2·sr-1·mm-1로계산되었다.

낮 상의경우태양복사의반사신호가센서에입

사되는모델은일반적인광학 상의모델과다르지않

으나 중적외선 역의 경우 산란에 의해 발생하는 양

∫lmin
lmax y(l)·e(l)dl

∫lmin
lmax y(l)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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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band effective middle-infrared emissivity as
representative materials derived from spectral
response function in Fig.1 and ASTER spectral library

Artificial materials Emissivity Natural materials Emissivity

Concrete 0.9356 Conifer trees 0.9883

Asphalt 0.9158 Deciduous trees 0.9835

Construction cement 0.8812 Green grass 0.9848

Dry grass 0.7943

Liquid tap water 0.9768

Solid ice 0.9757

Artificial materials Emissivity Natural materials Emissivity



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aufman and Remer,

1994). 실제 MODTRAN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실험 한

결과산란에의해발생하는 spectral diffuse sky irradiance,

Edl의경우연구에사용된파장 역에서는 spectral solar

irradiance에비해서 10-3~10-4 배정도로그크기가작으

므로, 식 (14)는하향투과율및 Sun zenith angle에의한

함수로단순화된다.

LSunirr↓ = (E0l·tl, Target1,2↓·cosqz) (∴Edl 0) (14)

여기서, E0l는 spectral solar irradiance, cosqz는 Sun

zenith angle, Edl는 spectral diffuse sky irradiance 이다. 알

고리즘의 최대오차를 추정하기 위해 낮 상의 경우

태양의 Sun zenith angle은 0°로 설정하 으며, 하향 투

과율과 상향투과율이 같은 것을 가정하여 0.371의 투

과율을사용하 을때 LSunirr↓ 는 1.421 Wm-2·sr-1·

mm-1로계산되었다. 계산된각각의파라미터로부터시

뮬레이션된 at-sensor radiance로부터지표복사율오차

에따른상대온도를계산하 다. 식 (10)으로부터상대

온도 추정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자료는 대기투과율,

지표복사율, 물체간의 at-sensor radiance의차이를입력

해야한다. 앞의 3-1절과 3-2절에서대기투과율및지표

복사율을상수로가정하 을경우상대온도를계산하

는 데에는 외부자료 없이 단지 획득된 상만이 필요

하다는것을알수있다. 입력자료로 상만을필요로

하는상대온도추정의오차는식 (10)으로부터지표복

사율및대기투과율과관계가있을것이며이를 Fig. 3

에나타내었다. Fig. 3의 error bar는추가적으로투과율

의오차가±0.036인조건하에서발생하는오차이다.

Fig. 3의 결과로부터 300 K (27℃) 의 온도대역에서

는어떠한외부입력자료도사용하지않고 상자체만

으로도 야간의 경우는 지표 복사율과는 거의 무관하

게 1 K이내의 정 한 상대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알수있다. 이는하향복사량이지표복사량의차

이만큼곱해질경우그값이매우작아지기때문인것

으로 생각된다. 주간 상의 경우에도 복사율의 오차

가 0.1이내인경우2 K이내로상대온도를추정할수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로부터 Concrete, Asphalt,

Construction cement의경우모두복사율의오차가 0.1 이

내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300 K의 온도에서 기준

복사율을0.98로가정할경우에도대부분의경우2 K이

내로상대온도추정이가능함을지시한다.

그러나, 파장대역을고려해보면중적외선의경우온

도가 낮을수록 지표 복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고정된하향복사량및태양복사량에비

하여상대적으로지표에서방출하는복사량이크게감

소하는것을의미하며, 결과적으로복사율오차에따

른상대적오차를더욱증가시킬것이라고예상할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60 ℃사이의 다양한 온

도대역에서기준복사율을 0.98로가정하여실험을수

행하 으며, 그결과는Fig. 4와같다. 여기서음의값은

실제 온도차이에 비해 측정된 온도가 더 크게 추정된

경우를의미한다. 또한, 주간 상의경우저온이나타

날수있는조건을가정하기위해Sun zenith angle을 65°

로설정하 다.

Fig. 4에서 복사율이 0.9이상인 대부분의 경우에 야

간 상은 -15 ℃에서 45 ℃이내의온도를갖는물체간

의상대온도추정은 2 K 이내로가능한것으로나타났

다. 그러나주간 상은 -15 ℃조건에서최대약 7 K 정

도의오차가발생할수도있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

이러한경향은저온일수록또한복사율의오차가클수

록높게나타난다. 이결과로부터겨울에상대온도추

정오차가더크게발생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만약물체의지표복사율과하향복사량및태양복사

량을모두입력하게되면상대온도추정정 도는향상

될것이다. 그러나이경우요구되는외부자료가많아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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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rget1,2

Fig. 3.  Relative surface temperature errors (dTs) according to
the errors of emissivity and atmospheric transmissivity.

l, Target1,2



지므로 실제 적용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겨울철 지표 피복의 균질 성이 떨어지는 지역일 경우

계산되는상대온도는오차를감안하여야할것이다.

4. 알고리즘실제적용및검증

이연구에서제안된상대온도추정알고리즘을테스

트하기위해NASA에서제공하는MODIS 중적외선

Retrieval of Relative Surface Temperature from Single-channel Middle-infrared (MI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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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surface temperature errors according to the
errors of emissivity and target surface temperature.
Negative values in contour line means overestimation:
(a) Errors in nighttime and (b) error in daytime in winter
(SZA=65˚).

(b)

(a)

Fig. 5.  (a) Relative temperature derived from MODIS LST
product. (b) Relative temperature estimated from the
proposed algorithm using MODIS band 23 MIR image.
(c) Estimation error image between the proposed
algorithm and MODIS LST data.

(c)

(b)

(a)



상을 이용하 다. 연구에 사용된 상은 MODIS

AQUA L1B 1KM 자료로 2011년 10월 4일 1시(Local

time: KST)에 촬 된 주간 상이며, 사용한 채널은

시뮬레이션시사용된 4.2 mm와가장가까운 4.06 mm

를 중심파장으로 하는 Band 23 자료를 사용하 다.

검증을위한기준자료로는MODIS의적외선을이용하

여 지표 온도를 추정하는 표준 알고리즘이 적용된

MYD11A1 product (Land Surface Temperature/Emissivity

Daily L3 Global 1km)를활용하 다.

상대온도를추정하기위해 L1B radiance 상으로부

터 상중심에임의의식생지역으로추정되는임의의

기준점으로부터 at-sensor radiance값을추출하 다. 기준

점의복사량은 0.5273 Wm-2·sr-1·mm-1이 으며 상으

로부터이값을일괄적으로감하여 dLat-sensor                 을

계산 하 다. 입력 파라미터로는 MODIS Band 23의

spectral response function으로부터계산된표준대기모델

의대기투과율인 0.711과자연물의평균지표복사율

인 0.98을 사용되었다. 그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으

며, Fig. 5(a)는MODIS LST로부터L1B 상의기준점과

같은지역의기준온도인 292.74 K (19.59 ℃)를뺀상대

온도이며, Fig. 5(b)는제안된알고리즘으로부터계산된

상대온도이다. Fig. 5(c)는 제안된 알고리즘과 MODIS

LST의차를나타낸다.

결과 상에서볼수있듯이전반적으로두결과가

비교적잘일치하고있으나제안된알고리즘에서얻어

진온도분포의변화도가 MODIS LST 자료에비해좀

더큰것을알수있다. 두결과의차이를좀더정량적

으로분석하기위해 상내무작위로선정된1000개의

점에서의값들의상관관계를 Fig. 6과 7에비교하 다.

비교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으로부터 측정된 값과

MODIS LST로부터측정된값에대한상관계수 R값은

0.936으로두자료간의값의유사도가매우높음을알

수 있다. 그러나 기울기가 1.192로 제안된 알고리즘은

측정하려는타겟의온도차가높아질경우상대온도를

과추정할수도있다고생각된다. 또한 Fig. 7에서와같

이 히스토그램 분포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두 결과의

차이의 분포가 대체로 정규분포를 나타내며 0.485±

1.552 K (1s)의평균적인차이를보여상대온도추정알

고리즘이적용가능함을알수있었다.

5. 결론

이연구에서는중적외선단일밴드 상의지표상대

온도 추정을 위한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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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ve temperature from MODIS LST product versus
the estimated relative temperature through the
proposed algorithm using the MODIS band 23 image.
A total of thousand random samples at same point
were compared.

Fig. 7.  Histogram of the estimation errors between the results
of proposed algorithm and MODIS LST data. One thousand
random samples were used for the comparison. The mean
value is 0.485 K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1.552 K.

l, Target1-Target2



제안 하 다.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한 대기효과를 받

는다는 가정 하에서 차분된 상대적인 복사량 값은 대

기효과를상쇄한다는것과대부분의자연물은유사한

지표 복사율을 갖는다는 점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연구가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실험결과

복사율 0.1이내의 오차에 대하여 상대온도 추정 정

도는절대온도300 K의온도대역에서는2 K 이내의상

대 온도추정 정 도를 나타냈다. 온도 대역을 넓혀서

분석한 결과 야간 상의 경우 대부분의 온도 대역에

서는 2 K이내의 정 도를나타내었으며, 주간 상의

경우는겨울철에조건에따라최대 7 K이상의오차도

발생할수있음을알수있었다. 이결과로부터온도가

낮은 고위도 지역이나 겨울철에 온도 추정 시 복사율

의차이가큰지역을관측할경우에는정 도가떨어

진다는점을고려해야함을알수있었다. 제안된알고

리즘을검증하기위해 MODIS Band 23 상에시험적

용하여 검증 하 으며, 외부 입력자료 없이 상자체

만으로MODIS LST를기준으로 0.485±1.552 K의오차

를가지는만족할만한상대온도를계산하 다.

이 연구 결과는 외부자료를 기대할 수 없는 단일밴

드중적외선으로부터단지 상만을이용해보정이어

려운주간 상의경우에도대부분의경우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2K이내의상대온도추정정 도를기대할

수있음을보 다. 반면상대적인온도차이만을알수

있으므로절대온도를추정해야하는경우 상내의최

소 한 점 이상의 기준 온도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약 사항이 따른다. 따라서, 절대온도를 고려하는 경

우정 도는기준온도의정 도만큼의오차가포함된

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중적외선 주간 상의

특성상고위도지역이나중위도지역겨울철과같이저

온인지역의경우지표에서복사되는에너지자체가매

우 작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온도 추정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점을유의해야할것이다. 향후연구에서는이

를극복하기위해확보할수있는외부자료에따라알

고리즘의정 도를향상시키는방안이연구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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