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lection 5와 Collection 6 Aqua MODIS07_L2 기온과 
이슬점온도 산출물간의 비교 및 지상 관측 자료와의 비교

장근창*·강신규*†·홍석영**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Comparisons of Collection 5 and 6 Aqua MODIS07_L2 air
and DewTemperature Products with Ground-Based Observation Dataset

Keunchang Jang*, Sinkyu Kang*† and Suk Young Ho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Abstract :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provides air temperature (Tair)
and dew point temperature (Tdew) profiles at a spatial resolution of 5 km. New Collection 6 (C006)
MODIS07_L2 atmospheric profile product has been produced since 2012. The Collection 6 algorithm
has several modifications from the previous Collection 5 (C005) algorithm. This study evaluated
reliabilities of two alternative datasets of surface-level Tair and Tdew derived from C005 and C006 Aqua
MODIS07_L2 (MYD07_L2) products using ground measured temperatures from 77 National Weather
Stations (NWS). Saturated and actual vapor pressures were calculated using MYD07_L2 Tair and Tdew.
The C006 Tair showed lower mean error (ME, -0.76 K)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3.34 K) than
the C005 Tair (ME = -1.89 K, RMSE = 4.06 K). In contrasts, ME and RMSE of C006 Tdew were higher
than those (ME = -0.39 K, RMSE = 5.65 K) of C005 product. Application of ambient lapse rate for Tair
showed appreciable improvements of estimation accuracy for both of C005 and C006, though this
modification slightly increased errors in C006 Tdew. The C006 products provided better estimation of
vapor pressure datasets than the C005-derived vapor pressure. Our results indicate that, except for Tdew,
C006 MYD07_L2 product showed better reliability for the region of South Korea than the C005 products.
Key Words : MODIS, Air temperature, Dew point temperature, Collection 5, Collection 6

요약 :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로부터 산출된 기온과 이슬점 온도

프로파일 자료는 5 km의 공간해상도로 연속적으로 지상을 감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기존의 산출 알고

리즘(Collection 5, C005)을 개선한 Collection 6(C006) MODIS07_L2 대기프로파일 자료를 생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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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온과 이슬점 온도는 대기의 열에너지와 건조도 등

육상기후환경의주요한지표이며(Prihodko and Goward,

1997; Vogt et al., 1997; Kim and Kwon, 2007), 식생의 광

합성과 증발산을 포함하는 육상생태계 기능을 조절하

는 주요한 요소이기도 하다(Glassy and Running, 1994;

Zhao and Running, 2010; Lee et al., 2011; Mu et al., 2011;

Ryu et al., 2011; Jang et al., 2013). 이들 기상인자는 응용

기상학이나 기후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로 활용되며, 최근 국지, 지역, 또는 전구 규모에서 발

생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척도

로 활용된다(IPCC, 2007). 따라서 기온 및 이슬점온도의

정확한 감시 기술은 열파와 가뭄 등의 극한기후(extreme

weather) 현상의 발생규명은 물론, 이에 대한 생태계 반

응 기작의 이해와 위생/건강/산업 등 사회-경제 시스템

의 적응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적 토대이다.

기온 및 이슬점온도에 대한 감시는 각 나라별로 기상

관측소를 이용한 관측과 전 지구 혹은 지역별로 위성을

이용한 관측으로 대별된다. 인공위성 원격탐사 기술은

광역지역에 대한 기상인자 산출 및 감시 연구에 효과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교적 일정한 관측 오차와 관측 주

기로 같은 지역을 관측하는 특징은 인공위성 원격탐사

를 통한 기상인자의 시공간적인 분포 감시를 가능하게

하며, 접근이 어렵거나 유인관측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도 관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

여 기상인자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는 1950년대 이래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열적외센서나 레이더 자료

를 이용하여 지표 수준의 기온을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rihodko and Goward, 1997;

Lakshmi et al., 2001; Aumann et al., 2003; Jang et al., 2004;

Sun et al., 2005; Stisen et al., 2007; Jones et al., 2010;

Vancutsem et al., 2010). 또한 지표면 온도와 기온, 식생지

수와 기온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표 수준의 기온을 추

정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Prihodko and

Goward, 1997; Goward et al., 2002; Urban et al., 2013;

Niclos et al., 2014). 뿐만 아니라 다중분광 인공위성 자료

를 이용하여 기온과 이슬점 온도에 대한 연직 프로파일

정보를 산출하기도 한다(Menzel et al., 2002; Seemann et

al., 2003; Seemann et al., 2006). 최근에는 생태 분야에 대

한 전지구 감시 목적으로 극궤도 인공위성으로부터 산

출된 기상인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지구관측계획(Earth Observing System

Program, EOS)의 일환으로 개발된 다중분광센서인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의 등장으로 고해상도의 연속적인 기온 및 이슬점 온도

프로파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MODIS는 705

km 상공에서 태양동주기 궤도로 하루나 이틀동안 지구

전역을 관측하고 있으며, 5 km의 공간해상도로 기온과

이슬점 온도 프로파일 등과 같은 다양한 기상인자를 생

산한다(Seemann et al., 2006; Borbas et al., 2011). MODIS

로부터 생산된 기온과 이슬점온도 프로파일 정보는 지

표 수준의 미기상 요소 추정연구(Urban et al., 2013; Hill,

2013; Rhee and Im, 2014; Williamson et al., 2014), 대기의

연직구조및안정도연구(Park et al., 2006; Kim and Kwon,

2007; Mitra et al., 2012), 지표복사수지 산출(Bish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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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버전의 알고리즘으로 산출된 Aqua MODIS07_L2(MYD07_L2) 대기 프로파일

자료로부터 획득한 기온과 이슬점 온도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77 개소 정규기상관측지점

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기온과 이슬점 온도를 이용하여 대기수증기압을 추정하여 미기상인자 산출에 대

한 MYD07_L2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C006 기온은 지상 관측 자료와 비교에서 C005 기온의 오차

(ME = -1.89 K, RMSE = 4.06 K)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ME = -0.76 K, RMSE = 3.34 K). 한편, 이

슬점 온도의 경우에는 C006이 C005의 오차(ME = -0.39 K, RMSE = 5.65 K)보다 크게 나타났다.

MYD07_L2 산출 고도와 지상 관측지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고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대기기온감률 방법

을 적용한 결과, 기온의 경우 C005와 C006에서 모두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슬점 온도의 경우

에는 C006에서 오차가 소폭 증가하였다(1.4%). 두 가지 버전의 MYD07_L2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수증기압

을 추정한 결과, C006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다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C006

MYD07_L2 산출물 중 기온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5; Ryu et al., 2008; Jang et al., 2009; Bisht and Bras,

2010), 육상 증발산 추정(Batra et al., 2006; Jeong et al.,

2009; Jang et al., 2010; Jang et al., 2013) 및 식생 일차생

산성 추정연구(Lee et al., 2011; Ryu et al., 2011; Do et al.,

2012)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바 있다. 최근 MODIS

기온과 이슬점 온도 프로파일 자료를 산출하는

MODIS07_L2 산출물은 기존의 Collection 5 알고리즘

을 개선한 Collection 6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료를 생

산하고 있다. MODIS07_L2 Algorithm Theoretical Based

Document(ATBD)에 의하면, Collection 6 산출물의 추정

신뢰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Borbas et al.,

2011), 아직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

는 평가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통

한 적용가능성 여부는 연구의 대상이다.

이 연구에서는 Aqua 위성에서 관측한 MODIS07_L2

(MYD07_L2) 대기 프로파일 자료로부터 기온과 이슬점

온도 자료를 획득한 후 국내의 정규기상관측소 자료와

비교하여 지표 수준에서의 MYD07_L2 기온과 이슬점

온도 자료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2000년 후반부터 사용되어 오던 Collection 5(C005) 자료

와 새롭게 발표한 Collection 6(C006) 자료간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자료의 정확도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더불어 지표 수준에 대한 MYD07_L2 프로파일 자

료의 산출 정확도 개선을 위해 대기기온감률의 고려가

지표 기온 및 이슬점 온도 산출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

는 정도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표 기온과 이슬점

온도를 이용해 대기수증기압(vapor pressure)을 추정 및

평가함으로써, 미기상 인자 산출에 대한 MYD07_L2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 연구지역 및 수집 자료

Aqua MODIS07_L2로부터 산출된 기상 자료를 평가

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지역은 한국의 77개소 정규기상

관측소(National Weather Station, NWS)를 대상으로 하였

Comparisons of Collection 5 and 6 Aqua MODIS07_L2 air and dew temperature products with ground-based observation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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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sites. The numbers indicate the identification (ID) for the National Weather Station (NWS).



다(Fig. 1, Table 1). 각 NWS로부터 1 시간 단위로 관측한

기온(air temperature, Tair), 대기수증기압(Vapor Pressure,

VP),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RH)를 수집하였고, 이

를이용하여포화수증기압(Saturated Vapor Pressure, SVP)

과 이슬점 온도(dew point temperature)를 추정하였다. 자

료 수집 기간은 최근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대상으로하였다. 한시간단위의 NWS 관측기

상 자료는 MODIS07_L2로부터 산출한 기상 자료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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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te description. Lat, Lon, and Elev indicate the Latitude, Longitude, and Elevation (m), respectively
ID Name Lat Lon Elev ID Name Lat Lon Elev
90 Sokcho 38.26 128.58 23 185 Gosan 33.29 126.16 74
95 Cheorwon 38.15 127.30 154 188 Seongsan 33.39 126.88 18
98 Dongducheon 37.90 127.06 112 189 Seogwipo 33.25 126.57 49
99 Munsan 37.89 126.77 29 192 Jinju 35.16 128.04 29
100 Daeguallyeong 37.68 128.72 772 201 Ganghwa 37.71 126.45 47
101 Chuncheon 37.90 127.74 78 202 Yangpyeong 37.49 127.49 48
102 Baengyengdo 37.97 124.63 145 203 Icheon 37.26 127.48 78
104 BukGangneung 37.80 128.86 79 211 Inje 38.06 128.17 200
105 Gangneung 37.75 128.89 26 212 Hongcheon 37.68 127.88 141
106 Donghae 37.51 129.12 40 216 Taebaek 37.17 128.99 713
108 Seoul 37.57 126.97 86 221 Jecheon 37.16 128.19 263
112 Incheon 37.48 126.62 68 226 Boeun 36.49 127.73 175
114 Wonju 37.34 127.95 149 232 Cheonan 36.78 127.12 21
115 Ulleungdo 37.48 130.90 223 235 Boryeong 36.33 126.56 15
119 Suwon 37.27 126.99 37 236 Buyeo 36.27 126.92 11
121 Yeongwol 37.18 128.46 240 238 Geumsan 36.11 127.48 170
127 Chungju 36.97 127.95 115 243 Buan 35.73 126.72 12
129 Seosan 36.78 126.49 29 244 Imsil 35.61 127.29 248
130 Uljin 36.99 129.41 50 245 Jeongeup 35.56 126.87 45
131 Cheongju 36.64 127.44 57 247 Namwon 35.41 127.33 90
133 Daejeon 36.37 127.37 69 248 Jangsu 35.66 127.52 407
135 Chupungnyeong 36.22 127.99 244 251 Gochang 35.42 126.68 54
136 Andong 36.57 128.71 139 260 Jangheung 34.69 126.92 45
137 Sangju 36.41 128.16 96 261 Haenam 34.55 126.57 13
138 Pohang 36.03 129.38 2 262 Goheung 34.62 127.28 53
140 Gunsan 36.01 126.76 23 271 Bongwhoa 36.94 128.91 320
143 Daegu 35.89 128.62 64 272 Yeongju 36.87 128.52 211
146 Jeonju 35.82 127.16 53 273 Mungyeong 36.63 128.15 171
152 Ulsan 35.56 129.32 35 277 Youngdeok 36.53 129.41 42
155 Changwon 35.17 128.57 37 278 Uiseong 36.36 128.69 82
156 Gwangju 35.17 126.89 72 279 Gumi 36.13 128.32 49
159 Busan 35.10 129.03 70 281 Youngcheon 35.98 128.95 94
162 Tongyeong 34.85 128.44 33 284 Geochang 35.67 127.91 221
165 Mokpo 34.82 126.38 38 285 Hapcheon 35.57 128.17 33
168 Yoesu 34.74 127.74 65 288 Miryang 35.49 128.74 11
169 Heuksando 34.69 125.45 76 289 Sancheong 35.41 127.88 139
170 Wando 34.40 126.70 35 294 Geoje 34.89 128.60 46
175 Jindo 34.47 126.32 476 295 Namhae 34.82 127.93 45
184 Jeju 33.51 126.53 20



교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Aqua MODIS가 한반도를 관

측하는 시간대로 맞추기 위해서 내삽하여 이용하였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Tint = {Ti _ 1 (60 _ OPTmin) + Ti + 1 OPTmin} / 60      (1)

여기서, Tint는 내삽된 기상대 자료, Ti _ 1과 Ti + 1은 위성

통과시간(overpass time, OPT)을 기준으로 각각 전과 후

에 측정된 한 시간 단위 관측 자료를 의미한다. OPTmin은

위성통과시간 중 분(minute)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OPT가 1330이라면 시간은 13이고 분은 30이다.

2) MODIS07_L2 대기 프로파일 프로덕트

미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계획(Earth Observing

System Program)의 일환으로 개발된 MODIS는 전구 규

모의 육상, 대기 및 해양 환경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1999년과 2002에 Terra와 Aqua 위성에 각각

탑재되어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태양동주기

궤도를 갖는 극궤도 위성인 Terra와 Aqua 위성은 각각 오

전 10시 30분경과 오후 1시 30분경에 적도 상공을 통과

한다. MODIS 센서는 36개의 다중분광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250 m, 500 m, 1000 m의 공간해상도로 하루 혹

은 이틀에 한 번씩 전 지구의 표면을 관측한다(Masuoka

et al., 1998).

Level 2인MODIS07 대기프로파일자료(MODIS07_L2)

는 2330 × 2000 km의 swath 영역을 가지며, 격자 해상도

는 5 × 5 km 이다. 각각의 영상은 위도, 경도에 대한 고

유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동일한 영

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MODIS07_L2 대기 프로파일 자

료는 지표면의 온도(K), 압력(hPa), 대류권계면 높이

(hPa), 기온 프로파일(K), 이슬점 온도 프로파일(K), 총

오존량(Dobsons), 안정도지수(K), 수증기량(cm), 구름영

역 등과 같은 다양한 기상자료와 함께 위도와 경도

(degree), 해발 고도(m)와 같은 지리적 정보를 제공한다.

각각의 산출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DIS

Atmospheric Profile Retrieval Algorithm Theoretical Basis

Document에 제시되어 있다(Seemann et al., 2006; Borbas

et al., 2011).

최근 MODIS07_L2 대기 프로파일 자료는 기존의

C005에서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버전

인 C006를 배포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1) 복사전달모형의 개선; 2) 지표방출

률 데이터베이스 개선; 3) 훈련 자료의 개선; 4) H2O/

CO2/O3 채널스펙트럼이동; 5) Noise Equivalent Radiance

for Infrared Detector(NEDR) 갱신; 6) 오존및총가강수량

산출 알고리즘 개선; 7) QA/QC flag 개선. C006 산출물

에서는 수증기 혼합비 프로파일(water vapor mixing ratio

profile) 자료가 새롭게 추가되어 MODIS07_L2에서 제

공하는 자료는 총 30가지가 되었다. 이외에 Level 3 자료

생산 및 1 km 해상도 자료 생산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C006 MODIS07_L2에 대한 보다 자세

한 내용은 Borbas et al. (201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Aqua 위성으로부터 관측된 Collection

5와 Collection 6 MODIS07_L2 자료(MYD07_L2)를수집

하여 비교/평가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을대상으로하였고, 32-40 ̊ N, 124-132 ̊ E에해상하는

모든 MYD07_L2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선형 물리관측

과 통계적 회귀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MYD07_L2로

부터 산출된 기온과 이슬점 온도 프로파일 자료는 기상

대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프로파일 자료 중 지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산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프로

파일 자료의 보정을 위해 대기압 자료를 활용하였고, 구

름의 영향에 의한 자료의 산출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청천화소수(number of clear pixels, ClearPix) 자료를 이용

하였다. 청천화소의 산출은 5 × 5 km field-of-view 지

역에서 25개의 1 km 화소 중 맑은 하늘의 신뢰수준이

95% 이상인 화소가 적어도 5개 이상일 때 수행된다

(Seemann et al., 2006). 즉, ClearPix가 25이면, 화소 내에

는 구름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점의 25개의청천화소중맑은하늘에대한화소가적

어도 5개 이상 감지되었을 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3) 고도보정

MYD07_L2로부터 산출된 기온과 이슬점 온도 프로

파일 자료는 20 개의 각각 다른 대기압층을 기준으로 산

출된다. 프로파일 자료가 산출되는 기압층은 1000, 950,

920, 850, 780, 700, 620, 500, 400, 300, 250, 200, 150, 100,

70, 50, 30, 20, 10, 5 hPa로 20개층이고 (Tang and Li, 2008;

Borbas et al., 2011), 본연구에서는기상대의자료와비교

하기 위해 20층 중 지표면에 가까운 최하층에서 산출된

기온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자료가 산출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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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파일 층은 실제 지표 관측 지점과의 고도 차이를 야기

할 수 있다. Tang and Li (2008)는 MODIS07_L2로부터

산출된 최하층의 프로파일 자료가 지표 지형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 관측 지점의 고도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

였고, 지표 부근의 온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대기의 유체

정역학적가정(hydrostatic atmosphere assumption)을사용

하여 프로파일 자료를 외삽(extrapolation)하는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Bisht and Bras (2010)은 Terra MODIS07_L2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지역에 대한 기온 및 이슬점 온도

자료 산출 시 대기기온감률(ambient lapse rate) 방법을 적

용하여 지표 부근의 기온 및 이슬점 온도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MYD07_L2 기온 및 이슬점 온도에 대한

산출 고도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온감률 방법

을 적용하였다.

                       Ta
S = Ta

L + (Pa
S _ Pa

L)                         (2)

여기서 , TS
a와 TL

a는 각각 지표 부근의 기온 (K)과

MODIS 프로파일 자료에서 산출된 기온(K)을 의미하

며, PS
a와 PL

a는지표부근의대기압(hPa)과 MODIS 프로파

일산출기압층의기압(hPa)을의미한다. ρ와 g는각각대

기 밀도(1.22 kg m_3)와 중력가속도(9.8 m s_2)를 나타내

며, LR은 기온감률을 의미한다. LR은 기온과 이슬점온도

에 대한 기온감률을 의미한다. Bisht and Bras (2010)는 기

온과 이슬점 온도에 대한 기온감률을 -6.5 K km-1로 제

시하였다. 한편, Glassy and Running (1994)은 이슬점 온

도의 기온감률(이슬점감률)을 1000 m당 2.73 K으로 제

안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

슬점감률인 2.0 K(McElroy, 2002)을 적용하였고, 기온에

대해서는 6.5 K(Berg et al., 2003; Cosgrove et al., 2003;

Chung et al., 2006; Choi et al., 2010)를 적용하였다. 이하

부터는 대기기온감률과 이슬점감률 용어를 대기기온감

률로 통일하였다.

4) 기상자료 산출

육상생태계 모형이나 농업 모형 등에서는 다양한 기

상 인자를 입력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대기 중의 수증기

량은 식생의 기공의 열리고 닫힘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

자로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MYD07_L2로부터 산출

한 지표 부근의 기온과 이슬점온도를 이용하여 대기 수

증기 관련 자료인 포화수증기압(SVP), 현재수증기압

(VP), 수증기압 포차(Vapor Pressure Deficit, VPD)를 산출

하였다. 대기 중 수증기량의 부족분을 의미하는 VPD는

육상생태계에서 식생 기공의 활동을 조절하여 광합성

(탄소 고정)이나 증산(수분 배출)과 같은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로 SVP와 VP의 차이로 구해

질 수 있다. SVP와 VP 산출 방법은 Dingman (2008)에 의

해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MODIS 영

상 자료 기반의 육상생태계 증발산과 일차생산성 추정

연구에 활용된 바 있다(Lee et al., 2011; Jang et al., 2013).

 SVP(Ta) = VP(Td) = 0.611exp   (3)

LR

ρg

17.3(Ta - 273.15)
(Ta - 273.15) +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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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s of air temperature (a) and dew point temperature (b) derived from C005 and C006 MYD07_L2.



3. 결 과

1) Collection 5와 Collection 6 MODIS07_L2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비교

전국 77 개소 정규기상관측소(NWS)를 기준으로

Collection 5(C005)와 Collection 6(C006) MYD07_L2로부

터 얻어진 기온과 이슬점온도를 각각 비교하였다(Fig.

2). 기온의 경우, C005와 C006은 약 91%의 일치도를 보

였다. 대체로 C006 기온이 C005에 비해서 다소 높은 값

의 범위를 보였지만(Mean Error (ME) = +1.12 K), 270 K

보다 낮은 범위에 대해서는 C006 기온이 C005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두 자료간의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3.19 K로 나타났다. 이슬점

온도에서도 두 자료간의 좋은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

다(r 2 = 0.9201). 하지만 C006 이슬점 온도는 270 K보다

낮은 구간을 제외하고는 C005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값

을 보였다(ME = 2.00 K). Fig. 3은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

2013년 5월 20일 낮 시간대에 관측한 C005와 C006

MYD07_L2 기온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C006 기온자료가C005에비해높은값을보였으며, 해양

보다는육상에서의증가폭이더욱뚜렷하게나타났다.

2) 지상관측자료(NWS)를 이용한 MYD07_L2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평가

MODIS로부터 획득한 기온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

기 위해 1 시간 단위로 관측한 전국 77 개소 NWS 자료

와 비교하였다. C005 MYD07_L2 기온과 이슬점 온도

자료는 NWS 자료와 좋은 일치도를 보였다. 기온의 경

우, NWS와의 일치도는 약 85%였지만, ME는 -1.89 K

로 다소 과소 모의의 경향을 보였다(Fig. 4(a)). 특히 온도

가높은구간에서 C005 MYD07_L2 기온자료의과소모

의가 뚜렷했다. C005 MYD07_L2 기온 자료의 RMSE는

4.06 K였다. 이슬점 온도의 경우에는 NWS 자료와 비선

형적인관계를보였다. 특히이슬점온도가 273K보다낮

은 구간에서 MYD07_L2 자료의 과다 모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Fig. 4(b)). C005 이슬점 온도에 대한 r 2, ME,

RMSE는 각각 0.7739 K, -0.39 K, 5.65 K였다.

NWS 관측 자료에 대한 C006 MYD07_L2 기온과 이

슬점 온도의 일치도는 C005 자료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

다. C006 기온은 NWS 관측 자료와의 비교에서 3.34 K

의 RMSE와 -0.76 K의 ME를 보였고(Fig. 4(c)), C005 기

온의 RMSE와 ME에 비해 각각 17.8%와 59.5% 감소하

였다. C006 기온 자료의 r 2는 0.9013으로 C005 기온 자

료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C006 이슬점 온도의

오차는 C005 자료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Fig. 4(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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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patial distribution of air temperature derived from C005 (a) and C006 (b) MYD07_L2 product in South Korea.



C006 이슬점 온도 자료와 NWS 관측 자료간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패턴은 C005 이슬점 온도와 비

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기온과 마찬가지로 C005에 비해

이슬점 온도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270 K보다 낮

은 영역에서 지상 관측 자료에 비해 전반적으로 과다모

의의경향을보였던 C005 이슬점온도는 C006에서다소

개선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온도 구

간에서 이슬점 온도의 과다모의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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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air temperature (Tair) and dew point temperature (Tdew) derived from MYD07_L2 with NWS measurements.
(a) and (b) show the comparisons for the C005 Tair and Tdew, respectively. The results for the C006 are presented in (c)
and (d).

Figure 5. Error statistics for C005 and C006 air temperature derived from MODIS at the 77 NWS sites in South Korea.



Fig. 5는 개별 NWS 관측지점을 대상으로 C005(하얀

색 동그라미)와 C006(회색 사각형) MYD07_L2 기온 자

료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005 기온의 경우,

대관령(NWS ID: 100), 진도(175), 고산(185)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서 모두 C005 MYD07_L2 기온이 과소모

의 하였다. RMSE는 2.44에서 5.85 K의 분포를 보였으

며, 성산(188)에서 가장 낮았고 인천(112)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C006 기온의 경우, ME는 -3.54 K(인제, 211)

에서 +1.79 K(고산, 185), RMSE는 2.18 K(통영, 162)에

서 6.41 K(인천, 112)의 범위를 보여 전반적으로 C005 기

온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속초(90), 백령

도(102), 인천(112), 부산(159), 흑산도(169), 제주(184),

고산(185), 성산(188) 등과 같이 해안 인근에 위치한 기

상대에서는 C005 기온 자료보다 C006 기온 자료에서

더 큰 오차를 보였다(Fig. 5). 특히 백령도와 고산, 성산에

서 RMSE 약 25% 이상 증가하였다.

MYD07_L2 기온 자료는 구름의 영향에 따라 다양한

오차율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ODIS07 기

온자료는 5 km 해상도하나의화소내에구름의유무정

도를 ClearPix 개수로 알려준다. Fig. 6은 ClearPix 개수의

변화에 따른 C006 MYD07_L2 기온 자료의 오차 변동과

자료의 획득률(retrieval rate, %)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구름의 영향이 없는 청천화소(ClearPix = 25)에서는

RMSE가 2.92 K로 나타났지만, 자료의 획득률은 14.6%

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구름의 영향이 있는 부분적으로

맑은화소(ClearPix ≥ 5)에대해서는 3.25 K의 RMSE를보

여 청천화소에서의 오차보다 약 11% 증가하였다. 한편

부분적으로 맑은 화소의 자료 획득률은 41.7%로 약 2.9

배 증가하였다.

3) 고도보정

MYD07_L2로부터 산출된 지표 기압 (surface air

pressure, Pair)를 이용하여 지상 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Fig. 7). MYD07_L2 기압은 대부분 내륙에 위치한 지상

관측 자료에 비해 과소모의의 결과를 나타냈고(ME = -

9.84 hPa), 춘천(101)에서 가장 크게 과소모의한 결과를

보였다(ME = -39.25 hPa). 반면 주로 해안 인근에 위치

한 백령도(102), 울릉도(115), 부산(159), 흑산도(169), 진

도(175), 제주(184), 고산(185), 성산(188), 서귀포(189),

거제(294) 등의 기상대 지점에서는 위성 자료의 과다모

의가뚜렷하게나타났다(ME < 52 hPa). 내륙지역에서는

대관령(100)과 태백(216), 장수(248) 지방과 같이 상대적

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400 m 이상)에서 과다모의

의 결과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위성관측 기반의 지표 기

압은 지상관측 자료에 비해 작게 산출되었다.

MYD07_L2 기온과 이슬점 온도 프로파일 자료의 산

출 고도와 실제 지상 관측 지점의 고도를 맞추기 위해 대

기기온감률을 고려하였다 . Table 2는 C005와 C006

MYD07_L2로부터 산출한 기온과 이슬점 온도에 대해

대기기온감률 적용 전과 후의 자료를 NWS 관측 자료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기기온감률 적용 후

C005와 C006 기온 자료의 추정 신뢰도가 모두 개선되

었다. 2013년 전체에 대해 C005 기온의 ME와 RMSE는

각각 -0.66K와 3.61K로 대기기온감률 적용 전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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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changes of RMSE and acquisition rate of
MYD07_L2 air temperature (Tair) at the surface level
over 77 NWSs.

Figure 7. Comparison of surface air pressure (Pair) derived
from MYD07_L2 with NWS measurements.



차가 약 65%와 11%씩 감소하였다. C006 기온의 경우에

는 ME가 -0.76K에서 +0.47K로 되었으며, RMSE는

3.34K에서 3.25K로 약 3% 가량 낮아졌다. NWS 지점별

로보았을때, 대구(143)의 C006 기온 RMSE는기온감률

적용 후 기존의 RMSE보다 약 28% 감소한 결과(약

1.00K)를 보인 반면, 대관령(100)에서는 오차가 상대적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1.09K). 계절별 기온 자료의 고도

보정의 효과는 C006에 비해 C005에서 크게 나타났으

며, 여름(13.6%)-봄(12.6%)-겨울(12.1%)-가을(8.8%)

의 순서로 RMSE 감소폭이 나타났다. C006의 경우에도

여름철에 고도보정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12.2%), 가을과 겨울철에는 이보다 다소 작은 7.4%와

2.8%의 RMSE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봄철의 경우에는

오히려 RMSE가 다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C005 이슬점 온도에 대기기온감률을 적용했을 때

ME와 RMSE는 각각 -0.01 K와 5.62 K로 나타났으며,

대기기온감률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에 비해 ME와

RMSE는 97.4%와 0.5%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C006 이슬점 온도는 기온감률을 적용한 후에 ME

는 +1.62 K에서 +2.00 K로 증가하였고, RMSE는 6.25 K

에서 6.35 K로 오차가 소폭 증가하였다(Table 2). C005

이슬점 온도의 고도보정 효과는 여름철(약 5%)에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이외의 계절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

다. C006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약 5% 가장 고도보정 효

과가 보였지만, 봄과 가을, 겨울철에는 오히려 RMSE 오

차가 1-2% 가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기상 자료 산출 결과 평가

MYD07_L2 기온과 이슬점 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포

화수증기압(SVP)과 현재수증기압(VP)을 산출하여

NWS 자료와함께비교하였다(Table 3). C005와 C006 기

온으로부터 추정한 SVP는 전반적으로 NWS 관측 자료

와좋은일치도를보였다. C005와 C006의 r 2는각각 0.86

와 0.89이었으며, ME(RMSE)는 -0.13 kPa(0.50 kP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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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asonal and annual error statistics for the air temperature (Tair) and the dew point temperature (Tdew) derived from
Collection 5 (C005) and 6 (C006) MYD07_L2 products. Those datasets were applied the ambient lapse rate method to match
the retrieval height corresponding with NWS measures

Version Type
ME / RMSE (r 2)

Season Tair Tdew

C005

Original

Spring -2.42 / 4.57 (0.78) +0.45 / 5.57 (0.43)
Summer -2.33 / 4.19 (0.46) -4.07 / 5.42 (0.41)
Autumn -1.56 / 3.87 (0.81) -1.38 / 4.88 (0.65)
Winter -2.05 / 4.39 (0.87) -0.14 / 5.79 (0.77)
Annual -1.89 / 4.06 (0.88) -0.39 / 5.65 (0.77)

Corrected

Spring -1.21 / 3.99 (0.79) +0.82 / 5.60 (0.43)
Summer -1.02 / 3.62 (0.46) -3.67 / 5.10 (0.42)
Autumn -0.35 / 3.53 (0.82) -1.01 / 4.77 (0.66)
Winter -0.60 / 3.86 (0.88) +0.31 / 5.77 (0.78)
Annual -0.66 / 3.61 (0.88) -0.01 / 5.62 (0.78)

C006

Original

Spring +0.19 / 3.29 (0.85) +2.20 / 6.69 (0.31)
Summer -1.77 / 3.42 (0.62) -1.73 / 3.89 (0.47)
Autumn -1.18 / 3.34 (0.86) +0.82 / 5.01 (0.63)
Winter -0.88 / 3.86 (0.88) +1.74 / 6.59 (0.71)
Annual -0.76 / 3.34 (0.90) +1.62 / 6.25 (0.72)

Corrected

Spring +1.41 / 3.55 (0.85) +2.58 / 6.81 (0.31)
Summer -0.46 / 3.00 (0.61) -1.33 / 3.70 (0.47)
Autumn +0.03 / 3.09 (0.86) +1.19 / 5.06 (0.63)
Winter +0.57 / 3.75 (0.88) +2.19 / 6.70 (0.71)
Annual +0.47 / 3.25 (0.90) +2.00 / 6.35 (0.73)



+0.03 kPa(0.42 kPa)이 었 다 . C006의 RMSE는 C005

RMSE보다 약 16%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슬점 온도

로부터 추정한 VP는 NWS 관측 자료에 대해 C005와

C006은 각각 0.81과 0.80의 r 2 일치도를 보였다. 비록

C006의 결정계수가 C005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ME

와 RMSE는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지상 관측 자료

와 비교한 C005 VP의 ME와 RMSE는 각각 -0.11 kPa과

0.39 kPa로나타났고, C006 VP는+0.05 kPa과 0.37 kPa로

나타났다.

4. 논 의

이연구의목적은 Aqua MODIS07_L2(MYD07_L2) 대

기 프로파일 자료로부터 획득한 기온과 이슬점 온도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77 개소 정규기상

관측지점(NWS)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2000년대 후

반부터 사용되어 오던 Collection 5(C005)와 최근 새로운

버전으로 개선되어 배포중인 Collection 6(C006) 자료간

의 비교를 주 목적으로 하였다. 2013년도를 대상으로 한

C005와 C006 MYD07_L2 기온과 이슬점 온도간의 비교

에서 두 자료의 일치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Fig. 2).

기온의 경우 C006은 높은 온도 구간에서 C005보다 상

대적으로 기온이 높게 추정되었고, 반대로 낮은 온도 구

간에서는 낮게 나타났다(Fig 2(a)). 이것은 C005 기온 자

료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낮 시간 기온의 과소모의

경향(Ryu et al., 2008; Jeong et al., 2009; Lee et al., 2011;

Jang et al., 2013; Jang et al., 2014)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C006 이슬점 온도는 C005 자료에 비해 전

반적으로 높은 값(ME = +2.00 K)을 보인 반면, 이슬점

온도가 270 K보다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C006 자료가

더 낮게 나타났다(Fig. 2(b)). 이러한 C005와 C006 자료

간의 차이는 C006에서 수행한 복사전달모형의 개선 및

지표방출률 데이터베이스 개선 등(Borbas et al., 2011)이

주효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이것은

Fig. 3과 같이 기온의 공간 분포 개선에 기여했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MYD07_L2로부터 산출된 기온은 NWS 자료와 좋은

일치도를 보였다. C005 기온은 ME가 -1.89 K로 과소

모의의 경향을 나타냈지만(Fig 4(a)와 (c)), C006의 경

우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Fig 4(b)와

(d)). 선행 연구에서 Terra와 Aqua C005 MODIS07_L2

기온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 관측 자료와 비교했을 때,

MODIS07_L2로부터 산출한 기온은 2.4 - 9.8 K의

RMSE 범위와 함께 대체로 과소모의 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으며, 특히 여름철 낮 시간 관측치에서 과소모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Houborg and Soegaard, 2004;

Bisht et al., 2005; Jeong et al., 2009; Bisht and Bras, 2010;

Jang et al., 2013). 이 연구에서도 대관령(100), 진도(175),

고산(185)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서 C005 MYD07_L2

기온의 과소모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ig. 4(a)

와 Fig. 5). C006 기온은 C005 기온에비해전반적으로향

상된 결과를 보였지만, 해안 인근에 위치한 관측지점에

대해서는 C006의 오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Fig. 5). 한

편, 이슬점 온도의 경우에는 C006이 C005에 비해서 큰

오차를 보였다. 전체적인 RMS 오차는 C005 대비 약

10% 증가하였다(Fig. 4(d)). 비록 270K보다 낮은 온도 구

간에서는 일부 C006 이슬점 온도와 NWS 자료가 유의

한결과를보이기도했지만, 여전히 MODIS의추정치가

과다모의 하였다. 이러한 C006 자료의 오차 요인은 다

음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통계 기반의

회귀 알고리즘에 의한 영향이다. 훈련 자료로부터 얻어

진 통계적 회귀 모형식을 기반으로 프로파일 자료를 산

출하지만, 회귀식에 따라 산출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는한계를갖고있다. 이러한이유로 C006 MODIS07_L2

에서는 다양한 훈련지역을 설정하였지만(Borba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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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rror statistics for the actual vapor pressure (VP), saturated vapor pressure (SVP), and vapor pressure deficit (VPD) calculated
from MYD07_L2 Tair and Tdew. The unit of each variable is kPa

C005 C006
VP SVP VPD VP SVP VPD

r 2 0.81 0.86 0.37 0.80 0.89 0.54
ME -0.11 -0.13 -0.03 +0.05 +0.03 -0.02

RMSE 0.39 0.50 0.61 0.37 0.42 0.54



2011), 육상에 비해 해안의 훈련 지역은 부족한 실정이

다. Park et al. (2008)은 통계적 회귀식을 사용함에 있어

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두

번째는 MODIS 분광밴드의 조정에 따른 영향이다.

C006은 총가강수량의 추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

중 수증기 흡수가 강한 28번 분광밴드(7.3 um)를 조정하

여 수증기에 대한 민감도를 강화했다. MODIS07_L2 기

온 및 이슬점 온도 산출에 있어서 분광밴드의 관측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Borbas et al., 2011). 따라서 대

기 중 수증기량과 연관이 있는 이슬점 온도는 이러한 분

광밴드 조정에 의해 자료 산출 시 영향을 받았을 수 있

다. 마지막세번째는 5 km 공간해상도에따른영향이다.

MODIS07_L2 프로파일 자료는 자료의 획득률(retrieval

rate)과 품질을 위해 1 km 해상도로 추정된 자료를 5 km

로 확장하여 생산한다. 이 때 해안가와 인접한 곳은 주변

해양의 영향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MYD07_L2 대기 프로파일 자료의 각 화소 내 존재하

는 구름의 양에 따른 자료의 획득률과 추정 신뢰도는 반

비례 관계로 나타났다(Fig. 6). 즉, 구름의 영향이 없는 청

천화소에서는 가장 낮은 오차(RMSE = 2.92 K)를 보여

신뢰도가 높았지만, 자료의 획득률은 14.6%로 매우 낮

았다. 반대로 구름의 영향이 있는 부분적으로 맑은 화소

의 자료 획득률은 41.7%였지만, RMSE는 약 11% 증가

한 3.25 K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MYD07_L2 대기

프로파일 자료에 대한 구름의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자

료의 획득률을 높이기 위해 ClearPix가 20 이상인 자료만

을 사용했던 사례가 있다(Lee et al., 2011). 하지만, 77 개

소 NWS 지점 자료를 대상으로 평가한 이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구름의 유무 정도에 따른 오차의 차이는 약

0.3 K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청천화소와 부분적으로

맑은 화소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ClearPix ≥ 5 이상인 자

료를 활용하는 것이 MODIS 자료의 획득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MYD07_L2 기온과 이슬점 온도 프로

파일 자료가 산출되는 20개의 기압층(pressure level) 중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 최하층의 자료를 추출하였고, 지

상 관측 지점과 발생할 수 있는 고도 차이(Fig. 7)를 보정

하기 위해 대기기온감률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온의 경

우 C005와 C006에서 모두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고, 특히 여름철에 가장 큰 고도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

었다. Choi et al. (2010)은 국내 산악지 여름철 평균 대기

기온감률이 1000 m 당 5.3 K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

것은 시간 또는 기상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범위를 갖

는다고하였다. 제시한기온감률의범위는 2.5 K(이른새

벽)에서 8.5 K(맑은 날 오후 4시경)까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기기온감률인 6.5 K와 비슷한 범위를 갖고 있

다. 한편 Choi (2011)은 한라산 사면 고도에 따라 서로 다

른 기온감률을 보이며, 고도별로 최대 1.9 K 가량 차이

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복잡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

어진 국내에서는 기온감률을 적용할 때 대상 연구지의

고도변화를고려할필요가있겠다. 하지만, 본연구에서

는 고도에 따른 대기기온감률의 변동에 대해서는 고려

하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는 고도의 변동의 영향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슬점 온도의 경우에는

C006에서 오차가 소폭 증가하였다(Table 2). 비록 C006

이슬점 온도에 대한 대기기온감률의 적용 전과 후의

RMSE 차이는 1.6%로 그 차이가 매우 작았지만, 대기기

온감률 적용 전에 비해 과다모의의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ME = +2.00 K) 이슬점 온도에 대한 대

기기온감률 방법의 적용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C005와 C006 MYD07_L2 기온 및 이

슬점 온도 자료와 NWS 지상 관측 자료를 비교하여

C006 자료의 개선 사항을 평가하였다. C005 산출 알고

리즘에 비해 복사전달모형의 개선, 지표방출률 데이터

베이스 및 훈련 자료의 개선 등과 같은 C006 산출 알고

리즘의 개선을 통해 C006 기온 자료의 신뢰도가 전반적

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내륙 지역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났던 C005 기온 자료의 여름철 과소모의의

경향이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해안 인근에서의 C006

기온의 오차는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슬점온도의 경우,

C005보다 C006의 오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 한국 지역

에 적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겠다. C006 자료의 오

차의 원인은 해안 인근의 훈련 지역의 부족과 MODIS

분광밴드의 조정, 다소 거친 해상도에 따른 영향으로 판

단되나, 2013년 한 해에 대한 자료만으로 결론 짓는 것

은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다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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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기온감률 방법의

적용으로 지표 수준의 기온 추정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됨을 확인하였지만, 고도보정의 효과 상승을 위해

서는 복잡 산악 지형이나 해안가 등과 같은 지역에 대한

적합한 기온감률 값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슬점 온도

의 경우, 대기기온감률법에 따른 고도보정은 오히려 추

정 오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한국 지역에서의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MYD07_L2로부터 산출

된 지표 수준의 기상 자료가 다양한 위성영상 자료를 활

용한 선행연구들보다 다소 높은 오차 범위를 나타냈지

만, 전지구적으로 균질한 오차 범위 내에서 연속적인 고

해상도 자료(5 km)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

규모에 대한 고해상도 미기상 연구나 지표에너지수지,

물과 탄소 순환과 같은 육상생태계 연구 등에 효과적으

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C005 자료

를 기반하여 수행하였던 선행 연구 결과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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