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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urface emissivity and its background values according to each sensor are mandatorily
necessary for Mid-Wavelength Infrared (MWIR) remote sensing to retrieve surface temperature and
temporal vari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methods and results of Land Surface Emissivity (LSE) of the
MWIR according to land cover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MWIR emissivity was estimated by
applying the Temperature Independent Spectral Indices (TISI) method to the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 band 4 Day/Night images (3.74 μm in center wavelength). The obtained valu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land-cover types, and the obtained emissivity was then compared with those
calculated from a standard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Reflection Radiometer (ASTER)
spectral library. The annual means of MWIR emissivity of Deciduous Broadleaf Forest (0.958) and Mixed
Forest (0.935) are higher than those of Croplands (0.925) and Natural Vegetation Mosaics (0.935) by
about 2-3%. The annual mean of Urban area is the lowest (0.914) with an annual variation of about 2%
which is by larger than those (1%) of other land-covers. The TISI and VIIRS based emissivity is slightly
lower than the ASTER spectral library by about 2-3% supposedly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lack of
land cover homogeneity. The results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MWIR emissivity properti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examine the seasonal and other environmental changes using MWIR images.
Key Words : Land surface emissivity, Mid-Wavelength Infrared (MWIR), TISI, VIIRS, Korean

Peninsula

요약 : 적외선을 이용한 지표 온도 추정 및 변화 탐지를 위해서는 해당 파장대역의 각 센서에 따른 지표 복

사율 추정 및 배경값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위성 영상으로부터 한반도에서의 중파장적외선 복

사율 산출방법에 대한 제안 및 토지피복 종류별 대표 복사율을 산출하여 한반도 배경값을 제시할 수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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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적외선(Thermal infrared, TIR, 혹은 Long-wavelength

infrared, LWIR, 8-15 μm) 및 중파장적외선(Mid-wavelength

infrared, MWIR, 3-8 μm) 위성영상의 육안 분석 및 정량

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표 복사율 정보가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이는 지표의 특성에 대한 해석 또는 정량적인

지표 온도 추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파라미터

이며, 추가적으로 지표 피복 분류의 기초 자료로도 활

용될 수 있다. 특히 적외선 영상으로부터 온도를 추정

할 때 지표 복사율은 그 값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

나이다(Snyder et al., 1997, 1998). 단일채널 적외선 위성

의 경우에는 지표 복사율 정보가 다른 독립된 자료로부

터 제공되어야 한다. LANDSAT과 같은 단일채널 열적

외선 영상의 경우에는 NDVI를 이용한 방법(Van and

Owe, 1993; Sobrino and Raissouni, 2000; Sobrino et al.,

2008) 또는 실험값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복사

율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Snyder et al., 1998) 등이 적

용되어 왔다. 또한 식생의 분포가 적은 나대지에서는 적

색광 채널을 활용한 사례(Sobrino and Raissouni, 2000;

Emami et al., 2016)와 광학영상의 다분광 자료를 모두 사

용하는 방법(Schmugge et al., 2002) 등이 있으며 ASMR2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를 활용하

여 전지구적인 복사율 분포도를 제작한 사례(Prakash et

al., 2016)도 있다. 이와 함께 토양 수분함량에 따른 지표

복사율 변화를 구하거나(Wang et al., 2015), 마이크로파

복사율로 빙하의 계절별 변화를 탐지하는(Willmes et al.,

2014) 등 복사율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중파장적외선 지표 복사율에 대

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중파장적외선 영상의 국내 활용을 고려하

여 한반도 위성영상으로 중파장적외선 대역에서 복사

율 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획득된 지표 복사

율의 시간적 및 공간적인 배경값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먼저영상기반의방법으로가장잘알려진Temperature

Independent Spectral Indices(TISI) 방법(Becker and Li,

1990)을 적용하여 한반도의 대표적인 토지피복 종류에

따라 중파장적외선 복사율을 계산하였다. 산출된 복사

율 값은 ASTER spectral library에서 계산한 복사율 값과

비교하였다. ASTER spectral library는 지표가 단일한 물

질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한 실내 실험값의 결과인데 지

표의 불균질한 특성 및 스케일 인수(Scale factor) 효과로

실제 지표의 복사율 값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그

러므로 영상기반 복사율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한반

도 복사율 배경값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검증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되는 각 영상

에서 해당 센서의 복사율이 지표의 구성물질 및 특성과

관측 파장대역뿐만 아니라 관측에 사용되는 센서의

Spectral Response Function(SRF)의 함수이기 때문에, 각

파장대별 지표 복사율 확보가 필요함에도 현재 중파장

적외선 복사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에 한반도 지역의 센서 특성에 따른 복사율 추정 방법

을 제안하고, 선정된 시기의 지표 피복별 복사율 값을

산출하여 비교한 후 지표 복사율 분포도를 제작하여 복

사율 분포도의 적용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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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적외선 복사율을 추정하기 위해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VIIRS)의 3.74 μm 파장

대역 밴드4 영상에 Temperature Independent Spectral Indices(TISI) 방법을 적용하여 복사율을 계산하

였으며, 또한 이와 비교하기 위해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Reflection Radiometer(ASTER)

spectral library로부터 토지피복에 따른 복사율도 계산하였다. 그 결과 활엽수립(0.958) 및 혼합림(0.955)

지역의 연평균 복사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지(0.925) 및 자연식생(0.935) 지역보다는 약 2-3% 높게 나타났

다. 도심지역의 경우 0.914로 가장 낮으며 연간 변화율이 1%인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약 2%로 그 편차가 크

다. ASTER spectral library와 비교한 결과 위성영상에서 추정한 중파장적외선 복사율은 동일한 토지 피복

에 비해 약 2-3%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지표면이 불균질한 점 외 기타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

정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파장적외선 영상을 이용하여 지표온도 추정 및 토지피복도의 계절 및 외부환

경 변화에 의한 한반도 중파장적외선 복사율의 변화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위성 영상을 이용한 복사율 추정을 위해 S-NPP(Suomi

National Polar-orbiting Partnership)의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 Data Records를 이용하

였으며(http://www.nsof.class.noaa.gov/), VIIRS의 중파

장적외선 채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결과의 비교 분

석을 위해서 ASTER spectral library(Baldridge et al., 2009)

에 있는 자연 물질 89종에 대한 복사율을 분석하였다.

한반도 지역의 토지 피복 종류별 대표값을 산출하고

연간 복사율 변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각 월별

로 대표적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월별 대표 자료는 기

상청에서 제공하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의 자료

에 따른 평균 전운량과 평균 중하층 운량을 고려한 육

안분석을 통해 선정하였다. 전운량과 중하층 운량의 평

균값은 0부터 10까지 분포하는 값으로 제공되는데 그

값이 2보다 작은 평균값을 갖는 일자를 선정하였다. 이

는 1에서 8까지의 스케일을 갖는 미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하늘 덮임(Sky cover) 분

류 중 1/8 - 2/8인 ‘FEW’에 해당하는 값으로, 지표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상상태로 판단되었다.

다만, 여름에는 ASOS의 월 평균 운량이 4이상으로 높

게 나타나 평균값 기준보다는 육안분석의 의존도를 높

여 선정하였다.

TISI 방법을 적용한 복사율 추정을 위해 동일한 날짜

의 주간 및 야간에 획득된 영상을 활용하였다. 대기보

정에 필요한 입력 값으로 MODIS-Aqua level 2 products

중 MYD07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온도와 습도 정보는

표면온도 (Skin temperature) 및 대기수분함량 (Water

vapor)를 이용하였다(https://ladsweb.nascom.nasa.gov/).

MODIS 영상의 획득 시간은 VIIRS 영상과의 차이가 1

시간 이내로 비교적 유사한 시간대였으며, 각 영상의 획

득 시간은 Table 2에 있다.

2) 연구방법

(1) ASTER spectral library를 이용한 복사율 계산

ASTER spectral library의 복사율 자료는 다음 식(1)을

이용하여 관측 센서의 특성에 따른 해당 채널의 복사율

로 계산되었다.

                          εi = ∫ελ ψλ dλ / ∫ψλ dλ
                           (1)

여기서 εi는 밴드 i에 대한 복사율이며, ελ는 파장에 따

른 복사율, ψλ는 관측 센서의 Spectral Response Function

(SRF)으로이는VIIRS Imagery Band 04 Environmental Data

Record(EDR) (VI4BO) 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 Two-channel TISI 방법에 의한 위성영상 기반
복사율 추정

중파장적외선 영상의 반사신호를 추정하여 복사율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Two-channel TISI(Dash et al., 2002,

Dash et al., 2005)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이 방법

은 주간과 야간의 복사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적외선 채널간의 복사율 비율만을 추정한다. 중파장적

외선 대역의 복사전달방정식(Radiative transfer equation)

의 경우 센서에서 관측되는 복사율은 태양복사의 지표

반사와 지표 복사율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Boyd and

Petitcolin, 2004). 특히, 중파장적외선 채널은 반사신호

및 복사 신호가 모두 나타나므로 온도에 의한 복사신호

를 제거하면 반사율을 계산할 수 있다. 반사율을 계산

한 후 Kirchhoff’s law에 의하여 복사율 계산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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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VIIRS MWIR imaging bands

Band Center
wavelength Bandwidth Spatial

resolution
I4 3740 nm 380 nm

375 m
I5 11450 nm 1900 nm

Table 2. Summary of acquisition dates and times of data used in this study
Acquisition date (2014) 1.14 2.04 3.10 4.06 5.30 6.06 7.07 8.12 9.20 10.28 11.04 12.30

VIIRS Imagery Band
EDR

4:20 4:26 5:27 5:21 5:11 4:42 4:58 5:30 4:55 4:15 4:14 4:55
16:39 16:47 17:47 17:42 17:32 17:05 17:17 17:52 17:14 17:06 16:34 17:19

MODIS Atmospheric
Profile(Aqua)

4:05 4:25 4:10 5:30 4:55 5:00 4:15 5:30 4:00 5:00 5:05 4:15
17:45 18:00 17:50 17:35 16:55 17:00 17:55 17:30 17:40 17:00 17:10 17:55



중파장적외선 파장대역의 복사전달모델은 다음과 같

다. 주간의 경우는 태양복사를 고려한 식(2)와 같으며

야간은 태양의 영향을 제거한 식(3)과 같다.

   Lsat,i = [εi Bi (Ts ) + (1 _ εi)(L↓
λ + Esun,i)]·τi + Li

↑ + L↑
Sun,i     (2)

           Lsat,i = [εi Bi (Ts ) + (1 _ εi) L↓
i ]·τi +Li

↑             (3)

여기서 εi는 지표 복사율, Bi (Ts)는 플랑크 함수로 정

의되는 절대온도 T에 따른 흑체복사량, L↓
λ는 태양과 대

기의 하향 복사량(downwelling radiance)으로 다중산란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Li
↑는 채널 i의 대기 상향 복사

량(upwelling radiance), L↑
Sun,i는 단일 산란 효과에 의한 태

양복사의 반사량을 나타낸다. 상, 하향 복사량과 투과율

은 대기 보정에 필요한 파라미터이며 MODTRAN의 시

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획득한다(Cristóbal et al., 2009).

연구에서 사용한 two-channel TISI 방법은 식(4)-(7)와 같

다(Dash et al., 2002, Dash et al., 2005).

εI4(MWIR) = 1 _ (4)

                   LG,K = εk Bk (Ts) + (1 _ εk) L↓
k                     (5)

                              Bk (Ts) = αk Ts
nk                                (6)

                         Ck = 1 +                            (7)

식(4)를 통해 밴드 I4와 밴드 I5의 비율로 계산된 지표

복사율 εI4(MWIR)을 산출할 수 있고 이를 계산하기 위한

각 변수들은 식(5)~(7)과 같다. 여기서 인덱스 D와 N은

각각 주간(Daytime)과 야간(Nighttime)에 획득된 자료를

나타내며, I4는 VIIRS Imagery Band 04 EDR (VI4BO) 영

상, I5는 VIIRS Imagery Band 05 EDR (VI5BO) 영상을

지시한다. LG,K는 밴드 k 파장대역의 지표복사량(surface

emission)과 하향복사량(reflected downwelling radiance)

의 합이다. Bk (Ts )는 밴드k에서 온도가 Ts일 때의 s 함수

값을 의미하는데 식(6)과 같이 αk와 nk는 온도 변화에 따

른 채널별 상수 값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 산출되며, Ck

는 식(5)와 플랑크 함수 근사식으로 계산된 변수 값이다

(Dash et al., 2005). L↓
k는 대기의 하향복사량으로 MYD07

자료로부터 MODTRAN 기반의 Water vapor content and

near surface air temperature(w-Ta)모델(Cristóbal et al., 2009)

을 사용하였다. 또한 αk와 nk는 플랑크 함수를 253~353K

의 온도 범위와 밴드 I4와 I5의 Spectral Response Function

(SRF)에 따른 플랑크 함수 근사식으로부터 계산된 값으

로 Table 3과 같다.

식(7)의 Ck는 각 픽셀 및 밴드별로 다른 변수 값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Nerry et al., 1998).

                             Ck =                               (8)

하지만 지표 복사율의 초기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Ck ≈ 1 로 가정하고 식(4)에 적용하여 초기 추정치를 계

산한다. 초기 εk값을 식(7)에 적용하여 Ck값을 구한 뒤 다

시 식(4)를 사용하여 지표 복사율 값을 반복 산출한다.

영상으로부터 계산된 복사율 값은 VIIRS Surface Type

EDR(VSTYO)의 SurfaceType 영상으로부터 각 피복별

평균 복사율 값을 계산하는데 활용하였다.

전체적인 자료 처리과정은 Fig. 1 과 같다. VIIRSI 4번

과 5번 밴드 영상자료를 radiance로 전환하고, 대기보정

을 위한 온도와 습도 정보는 MODIS MYD07의 Skin

temperature와 water vapor 자료로부터 획득하였다. 계산

은 MODTRAN의 w-Ta 모델을 통해 이루어졌고, 표준

대기모델(U.S. Standard Model)이 사용되었다. CO2와 O3

를 각각 370 ppm과 330 DU(Dobson Unit)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H2O 를 0.2-6.0 g/cm2 구간에서 변화시키며 대

기수분함량에 대한 투과율과 하향복사량의 값을 계산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값에 다항회귀분석을 적

용하였고, 대기수분함량에 대한 투과율, 대기수분함량

과 표면온도에 대한 하향복사량의 다항식을 얻어내

MYD07 자료에 적용하였다. 이후 two-channel TISI 방

법을 적용하여 중파장적외선 복사율을 산출한다. 최종

지표 복사율 분포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NaN 값, 구

름 및 바다지역, 복사율이 1.0 이상이나 음수로 계산된

오류 값을 제외하고 각 영상의 임계값을 지정하여 마스

킹한다. 임계값은 ASTER spectral library의 지표 복사율

LDG,I4
_ LNG,I4 ( ) ( ) ( )

Esun,I4 

LDG,I5

LNG,I5

nI4
nI5 CDI4

CNI4

CNI5

CDI5

nI4
nI5

(1 _ εk) L↓
k

εk Bk (Ts) 

1 _ Lk
↓

Bk (Ts)

1 _ 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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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IIRS parameters calculated by Planck’s radiation law

VIIRS Band αk

[mWm_2 sr_1 cm_1 K_ nk] nk

VI4BO 5.391×10-30 11.68
VI5BO 5.099×10-10 4.14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토양의 평균값(Mean soil)인

0.830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영상의 기상상태에 따라

0.78에서 0.85까지의 값을 가진다. 또한 ASTER spectral

library로 계산한 복사율 값과 TISI 방법으로 산출된 복

사율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VIIRS SurfaceType에서

지표 피복별 평균 복사율을 계산하였다. 지표의 분류

항목은 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me

(IGBP)의 Land Cover Working Group (LCWP)에 따라 나

뉘고, 각 지표 분류에 해당되는 픽셀의 복사율 값을 추

출하여 각각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지표피복도는

VIIRS SurfaceType 영상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별로 제

공되는 VIIRSI 영상과 함께 획득되어 고도 또는 좌표의

보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픽셀과 지표 성분의 정확

한 대응이 가능하다.

3. 적용결과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표 피복 종류에 따른 비교대상

복사율을 얻기 위해 ASTER spectral library로부터 복사

율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암석의 경

우는 그 종류와 양이 다양하여 이들의 평균값으로 나타

냈다. 그러나 ASTER spectral library로부터 얻어진 각 물

질들의 복사율은 실제 영상 활용에 있어서 지표 피복 분

류를 완전히 대표할 수 없다.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ASTER spectral library의 지표 피복 분류는 총 89종이나,

TISI 방법으로 피복별 복사율을 계산 할 때는 도심지와

경작지, 혼합림이 주를 이루는 한반도에 적합한 IGBP

의 총 17개 항목으로 분류된 Global Land Cover Group

을 사용하였다. 이 중 한반도에 분포된 면적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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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processing adopted in this study. Each band DN values are first converted into radiance. Then, two-channel
TISI is applied to estimate the MWIR emissivity according to the Spectral Response Function (SRF). The skin temperature
and water vapor is involved in the atmospheric correction. Ocean water, cloud covers and erroneous values are masked out
for comparison.

Table 4. VIIRS MWIR emissivity calculated via ASTER
spectral library

I4 emissivity
Dry grass 0.854

Green grass 0.984
Conifers trees 0.988

Deciduous trees 0.983
Solid ice 0.972
Tap water 0.975

mean Rocks 0.901
mean Soils 0.830

Paving asphalt 0.926
Paving concrete 0.938



전체 픽셀의 1% 미만으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Deciduous Broadleaf Forest, Mixed Forests, Croplands,

Natural Vegetation Mosaics, Urban의 다섯 종류를 사용

하였다. 또한 복사율 값은 VIIRS Surface cover map(Fig.

2 참조)의 토지 피복분류를 이용하여 피복별 평균 복사

율 값으로 산출되었다. 한 예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1년

간의 자료 중 식생 발달이 매우 활발한 5월 말의 지표 복

사율 분포도는 Fig. 3과 같다.

식생이 발달한 지역에서의 지표 복사율의 최소값은

0.82, 최대값은 0.99로 산출되었으며, 도심지역은 복사

율 값이 0.9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지에서도 복사율이 약 0.9 정도로 낮

게 분포하여 삼림지역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특

징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얻어진 한반도 토지피복에 따

른 월별 복사율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Table 5에 요약하

였다. 또한 각 토지피복 종류에 따른 ASTER spectral

library 복사율 값과의 비교를 위해 VIIRS 영상에서 TISI

방법으로 산출한 복사율 값을 Fig. 4에 함께 도시하였다.

다만 지표 복사율 값이 0.82부터 1.0까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편차가 0.075 이상으로 나타나는 6월과

7월의 경우 자료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제외하

였다. 또한 8월의 경우 표준편차는 다른 월과 유사한 값

을 나타내나, 지표의 177,809개 픽셀 중 70%의 영역이

마스킹 되어있기 때문에 유효픽셀의 수가 다른 계절과

큰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 Fig. 4에서는 ASTER

spectral library로부터 구한 값들은 연중 변화가 없는 평

균 값으로, 점선 또는 1점쇄선으로 도시하였으며 VIIRS

자료로부터 각 월별로 구한 값들의 평균 값은 실선으로

도시하였다.

우선 전체적인 계산값과(Table 5) ASTER spectral

library를 이용하여 구한 값(Table 4)을 비교하기 위해

평균값을 검토하였다 . 연평균 값은 낙엽활엽수림

(Deciduous broadleaf forests)과 혼합림(Mixed forests) 지

역이 각각 0.958 및 0.955로 가장 큰 값을 보인다. 비록 매

우 작은 차이지만 낙엽활엽수림이 혼합림 지역보다

대체로 높은 값을 보인다. 자연식생(Natural vegetation

mosaics) 지역과 농지(Croplands)는 각각 0.935 및 0.925

로 낙엽활엽수림이나 혼합림 지역에 비해 약 0.02-0.03

(즉, 약 2-3%) 낮은 값을 보인다. 이는 혼합 지역(Mixed

region)의 최대 오차값이 0.02, 수림 지역(Dense fores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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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IIRS landcover map over the Korean Peninsula. Fig. 3. Land surface MWIR emissivity map constructed from
the data used in this study. (2014. 5. 30.)



최대 오차값은 0.015인 것을 고려하면 지표의 특징을 구

분할 수 있는 차이이다(Hulley et al., 2012). 도심지의 경

우 연평균 값은 0.914로 다른 분류들에 비해 2-5% 차이

로 현저하게 낮은 값을 보인다. 도심지에 주로 분포하

는 인공구조물의 복사율은 물질의 공극률이나 지표온

도에 따라 0.02~0.2 범위의 복사율 값 변화를 보인다

(Avdelidis and Moropoulou, 2003). 따라서 도심지의 복사

율은 관측 시기와 지표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보

인다.

VIIRS 자료로부터 Two-channel TISI 방법에 의해 구

한 결과를 ASTER spectral library에서 대표 물질을 가정

하여 구한 값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지역

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낙엽활엽수림과 혼합

림의 평균 복사율 값은 Fig. 4(a)와 (b)에서 나타나듯이

전체적으로 ASTER Spectral library에서 계산된 값인

0.983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이 나타났다. 또한, Fig. 4(c)

와 (d)에 표시한 농지(Croplands)와 자연식생(Natural

vegetation mosaics)의 경우에는 ASTER spectral library의

분류와 정확하게 대응되는 자료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

는 자료인 Green grass(0.984)보다는 낮은 값인 반면 Dry

grass(0.854) 보다는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지표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 복사율 값의 변동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Fig. 4(e) 또한 도심지 분류가 따로 없는 ASTER spectral

library의 Asphalt(0.926)와 Concrete(0.948)와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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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Table 5.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estimated land surface MWIR emissivity over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landcover classes

Date Mean
Std.

IGBP Land cover class
Deciduous Broadleaf Forest Mixed Forest Croplands Natural Vegetation Mosaics Urban

1.14
mean 0.956 0.954 0.922 0.933 0.917
std 0.027 0.037 0.040 0.029 0.034

2.04
mean 0.968 0.968 0.941 0.947 0.936
std 0.020 0.034 0.053 0.036 0.039

3.10
mean 0.948 0.945 0.910 0.925 0.909
std 0.014 0.022 0.022 0.028 0.029

4.06
mean 0.965 0.967 0.936 0.951 0.940
std 0.013 0.018 0.026 0.030 0.031

5.30
mean 0.951 0.939 0.905 0.921 0.879
std 0.021 0.026 0.029 0.036 0.042

6.06
mean 0.791 0.772 0.792 0.771 0.775
std 0.151 0.148 0.145 0.153 0.141

7.07
mean 0.889 0.862 0.839 0.828 0.822
std 0.084 0.097 0.101 0.096 0.076

8.12
mean 0.927 0.916 0.918 0.916 0.881
std 0.030 0.033 0.037 0.043 0.055

9.20
mean 0.965 0.956 0.937 0.926 0.902
std 0.020 0.028 0.038 0.033 0.048

10.28
mean 0.957 0.959 0.928 0.946 0.915
std 0.023 0.031 0.027 0.032 0.039

11.04
mean 0.963 0.960 0.926 0.940 0.919
std 0.020 0.027 0.042 0.043 0.037

12.30
mean 0.945 0.945 0.921 0.929 0.910
std 0.020 0.027 0.026 0.028 0.037

Annual
mean1)

mean 0.958 0.955 0.925 0.935 0.914
std 0.008 0.010 0.012 0.011 0.018

1) The data of summer between June and August were excluded for the annual mean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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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onthly variation of emissivity estimated by the two-channel TISI: (a) Deciduous broadleaf forest, (b) Mixed forest, (c)
Croplands, (d) Natural vegetation mosaics, and (e) Urban. Typical emissivity value of each land cover calculated by ASTER
spectral library is displayed by horizontal lines. Bold line is an annual average for each classification, and striped area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 range for the annual average. The summer values were excluded due to high standard deviation over 0.04.

(e)

(c) (d)

(a) (b)



결과값이 낮게 나타난다. 실제 지표의 복사율은 순수한

구성물질을 가정한 ASTER spectral library로부터 구한

값에 비해 전반적으로 3-5% 정도 낮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식

생 하부에 존재하는 토양이나 암석의 복사율 값이 대체

로 식물보다 낮으며 실제 지표면에서의 복사에너지는

식생뿐만 아니라 그 하부에 발달하고 있는 토양이나 암

석에서 오는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관측

기간 중의 환경변화(눈이나 비 등)에도 영향을 받아 이

상적인 상태의 식생에서 나타나는 복사율 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zenith angle에

따라 반사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표 피복 별 평균

복사율 값이 ASTER spectral library의 복사율 값보다 전

체적으로 낮게 산출된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관측 지역에 적합한 관측면 영상을 사용하거나 또

는 관측 각도에 따른 추가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Petitcolin and Vermote, 2002). 이는 향후 실제 활용되

는 센서의 공간해상도에 따라 Scale factor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

각 토지 피복에 따른 계절별 변화패턴을 Fig. 5에 종

합하여 도시하였다. Fig. 5에서 자연식생 발달 지역에

서의 계절별 변화는 예상과 다르게 뚜렷한 변화 양상

을 보이지 않으며 식생의 발달 상태보다는 비나 눈과

같이 외부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비해농지(Cropland; 0.937)와자연식생(Natural

Vegetation Mosaic; 0.926)의 경우는 9월에서 11월 사이

복사율의 역전현상이 관측되는데 이는 농지에서의 가

을철 추수에 따른 변화로 해석되며, 이에 대해서는 향

후 좀 더 장기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경작지 생장주기와

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은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심지였다. 도심지의

경우 그 피복 종류의 계절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제 관측되는 지표 복사율의 월별 변

화는 자연 지형에 비해 그 변화폭 및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지표 복사율이 지표의 상태 및 기후 조

건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실제 지표의 식생 분포와 면적

및 밀도, 종류의 차이, 계절 및 기상적 영향 등으로 인해

단순하게 ASTER spectral library로부터 복사율 값을 추

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표 복사율 값을 대표하기 어렵

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향후 국내 MWIR 센서를

이용한 지표 온도 추정 및 지표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센서 및 유사 종류의 위성센서로부터 획득되는

영상으로부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지표 복사율 분석

결과의 축적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토의

동일 날짜에 획득된 주간 및 야간 VIIRS 영상의 밴드

4 및 5 자료에 two-channel TISI 방법을 적용하여 한반도

지역의 대표적인 다섯 종류의 토지 피복에 따른 중파장

적외선 지표 복사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기

간 중 매월 대표적인 날짜를 선정하여 한반도 토지피복

분류에 따른 복사율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ASTER

spectral library로부터 추정된 값과 비교하였다. 다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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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and surface emissivities of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land cover classes during 2014.



름철의 지표 복사율은 0.77부터 0.92로 분포하는데 이는

다른 계절에 비해 최대 0.3까지 차이가 나고, 6월(표준

편차 0.1)과 7월(표준편차 0.05)은 장마철로 인해 유효픽

셀이 매우 적으며 습윤한 대기상태로 인하여 지표 복

사율 값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대기상태는 강우,

온도, 증발산의 영향 등을 받아 변화할 수 있지만 실질

적으로 중파장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대기 수분량으로 보인다(Shukla and Mintz, 1982;

Park, 2015). 복사율 산출 결과 한반도에서는 낙엽활엽

수림(0.958)과 혼합림(0.955) 지역의 연평균 복사율 값이

농지(0.925)와 자연식생(0.935)보다 약 2-3% 높아 뚜렷

하게 구분되고 있다. 인공구조물이 많은 도심지역의 경

우 가장 낮은 0.914의 연평균 값을 보여 자연생태 지역

에 비해 최소 3-5% 낮은 것으로 관측되나, 관측 시기에

따른 변화폭도 다른 토지 피복에 비해 매우 크다. 또한

각 지표 피복 별 복사율의 계절적 변화는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산출된 지표 복사

율 값은 중파장적외선 영상의 국내 활용에 기초 자료로

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도심지는 계절적 요인보다는

관측 시기 전후 기상 변화 및 기타 지표 환경변화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토지 피복 지역은 상대

적으로 넓은 지역이 유사한 복사율을 갖는 자연물질로

구성된 것에 비해 도심지의 경우 좁은 지역에 자연물과

인공물이 혼재된 불균질성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도심지 및 자연

지형에서의 복사율의 계절적 변화 패턴은 이 연구결과

만으로는 결론짓기 어려우며 향후 후속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위성영상 기반의 복사율 산출결과를 ASTER spectral

library의 각 물질 별 대표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과 비

교한 결과는 위성기반의 복사율이 대체로 3-5% 정도 낮

게 나타나며, 이는 실제 지표 구성물질의 불균질성(식

생 하부의 토양 및 암석에 의한 효과), 태양각 및 관측각

에 따른 반사도 오차, 계절 및 기상에 따른 지표 환경변

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후

속 연구가 요구된다. 실제 지표는 다양한 물질이 혼재

되어 있는 상태로 실내 실험 결과인 ASTER spectral

library의 계산값을 이용한 추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지역에서

위성영상으로부터 복원된 지표 복사율 값을 함께 사용

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중파장적외선 영상을 활용한

온도 추정 시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NDVI 및 다른 채널의 반사도와 같은 외부 파라미터와

의 관계를 분석하는데도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복사율 정

보 자체로도 한반도 지역의 지표 피복도 개선 및 지표

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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