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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GOCI-II 대기보정 알고리즘의 소개 및 초기단계 검증 결과

안재현 1)†·김광석2)·이은경2)·배수정2)·이경상1)·문정언2)·한태현2)·박영제3)

Introduction of GOCI-II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and Its Initial Validations

Jae-Hyun Ahn 1)†·Kwang-Seok Kim2)·Eun-Kyung Lee2)·Su-Jung Bae2)·
Kyeong-Sang Lee1)·Jeong-Eon Moon2)·Tai-Hyun Han2)·Young-Je Park3)

Abstract: The 2nd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II) is the successor to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which employs one near-ultraviolet wavelength (380 nm) and eight visible
wavelengths (412, 443, 490, 510, 555, 620, 660, 680 nm) and three near-infrared wavelengths (709, 745,
865 nm) to observe the marin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multispectral radiance image observed at satellite altitude includes both the water-leaving radiance
and the atmospheric path radiance. Therefore, the atmospheric correction process to estimate the water-
leaving radiance without the path radiance is essential for analyzing the ocean environment. This
manuscript describes the GOCI-II standard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and its initial phase
validation. The GOCI-II atmospheric correction method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previous GOCI
atmospheric correction, then partially improved for turbid water with the GOCI-II’s two additional bands,
i.e., 620 and 709 nm. The match-up showed an acceptable result, with th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s are fall within 5% in blue bands. It is supposed that part of the deviation over case-II waters arose
from a lack of near-infrared vicarious calibration. We expect the GOCI-II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to be improved and updated regularly to the GOCI-II data processing system through
continuous calibration and validation activities.
Key Words: GOCI-II, atmospheric correction, vicarious calibration, Calibration/Validation, ocean

color

요약: 천리안해양위성 2호(2nd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II)는천리안해양위성 1호(GOCI)의

후속위성으로 1개의근자외채널(380 nm), 8개의가시광채널(412, 443, 490, 510, 555, 620, 660, 680 nm), 3개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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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최초의정지궤도해색위성인천리안해양위성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은 2010년 6월

부터 2021년 3월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타 극궤도

해색위성들이 1~2일주기로한장소를방문하며전지

구를관측하는것과달리 GOCI는한반도를포함한동

북아해역의해양환경을정지궤도에서 1시간간격으로

관측하였다. GOCI의 후속 임무인 천리안 해양 위성 2

호(GOCI-II)는 2020년 2월발사되어 8개월간의궤도상

테스트를 거쳐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오

고있으며 250 m의해상도로매일오전 8시부터오후 5

시까지하루 10회동북아해역을촬영하고, 하루 1회반

구(full disk)영역을촬영한다. 기존 GOCI의경우 6개의

가시광파장대인 412, 443, 490, 555, 660, 680 nm 밴드와

2개의근적외파장대 745, 865 nm로해양을관측하였으

며, GOCI-II에서는 4개의 추가 밴드(380 nm, 510, 620

nm, 709 nm)를이용하여대기보정뿐아니라해양환경

추정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게되었다.

GOCI-II를 이용하여 해양의 엽록소-a, 부유사농도,

또는 유색 용존유기물등(CDOM)의 환경 정보를 추정

하기위해서는해수의정확한색정보인해수표면반사

도(ρwn)나 원격반사도(remote-sensing reflectance: Rrs)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위성궤도인 대기상층(top-of-

atmosphere: TOA)에서관측된복사휘도영상에서는대

기광복사휘도가대부분을차지하며순수해수의색정

보를 담고 있는 휘도는 전체 휘도의 10% 미만이다. 이

처럼위성에서관측된 TOA복사휘도영상에서해수표

면반사도나 원격반사도를 추정해 내는 과정을 대기보

정이라고 한다. 대기 복사 휘도의 크기가 해수 복사 휘

도보다 10배이상크기때문에 1%의대기복사휘도오

차는 10%이상의해수표면반사도추정오류를일으킨다

(Eplee et al., 2001). 이러한이유로위성기반해색원격탐

사임무는높은대기보정정밀도를요구하고있으며대

기보정알고리즘의개발이전체해색알고리즘개발중

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본 논문은 GOCI-II 지상국 시스템에 구현되어 실제

배포자료에적용될GOCI-II의표준대기보정알고리즘

에대해기술하고있다. GOCI-II의대기보정알고리즘

은 GOCI 대기보정 알고리즘(Ahn et al., 2012; Ahn et al.,

2015; Ahn et al., 2016)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며

GOCI-II에 추가된 620, 709 nm 밴드들을 이용하여 탁

도가 높은 해역에서의 정확도를 기존보다 향상시켰다

(Ahn et al., 2020).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GOCI-II 대기보정의 정

확도를평가하기위하여선박을통해수집된현장측정

자료를 통해 대기보정 최종 산출물인 원격반사도(Rrs)

의 정확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였고 연안 해양관측타

워에서수집된현장 Rrs 자료와의비교를통해추가적인

검증을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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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채널(709, 745, 865 nm)의총 12개파장대에서다분광관측을하며, 1시간간격의시간해상도로한반도주

변동북아해양, 1일간격으로반구(full disk)영역의해양환경자료를생산한다. 해색자료처리의첫단계로대

기상층복사휘도에서해수표면반사도를계산하는대기보정을수행하며, GOCI-II의표준대기보정은 GOCI

대기보정방법에이론적인기반을두고있으며, GOCI-II에새로추가된밴드중 620, 709 nm를이용하여탁도

가높은해역에서의대기보정성능을향상시켰다. 본연구에서는 GOCI-II 지상국시스템에구현되어있는대

기보정알고리즘을우선소개하고, 현장측정원격반사도자료를이용하여초기단계검증을수행하였다. 검증

은 1차적으로대양에서수집된현장자료와의비교를통해수행하였으며여기서의대기보정정확도는대양대

기보정정확도요구범위인청색파장대오차율 5% 이내의범위를만족시켰다. 그러나연안의해양관측타워에

설치된무인관측장비인 AERONET-OC로수집된원격반사도자료를이용한추가적인검증결과에서는대양

과달리높은오차율을보여주었다. 연안에서의대기보정정확도는추후추가적인근적외파장대대리교정을

통해보완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 지속적인검보정활동을통해수집된현장자료들을이용할경우연안뿐아

니라전체적인대기보정성능향상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이후검보정활동을통해개선된대기보정은주

기적으로 GOCI-II 지상국시스템에반영하여재처리및재배포를수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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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리안 해양위성 2호의 대기보정

알고리즘

1) 대기보정 알고리즘

대기상층(TOA)에서 대기보정을 통해 표층에서 대

기의 영향이 없는 해수 반사도(ρwn)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우선 파장(λ)에 대한 대기상층 위성관측 복사 휘도

(LTOA)를가스흡광이보정된대기상층반사도(ρTOA)로

다음의수식을통해변환해준다.

ρTOA(λ) =                (1)

여기서 tg
s와 tg

v는각각오존, 이산화질소, 수증기등대기

중의 미세가스 흡광에 의한 상향 및 하향 투과도, F0는

지구-태양의거리가고려된태양상수, θs는태양천정각

이다.

대기상층 반사도 ρTOA는 ρwn 뿐 아니라 대기 광 산란

(ρr + ρam), 해수표면태양광직접반사(ρg), 백파(ρwc) 등으

로구성되며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ρTOA(λ) = ρr(λ) + ρam(λ) + td
v(λ) ρg(λ) + td

v(λ) td
s(λ) 

{ρwn(λ) + ρwc(λ)}                                      (2)

여기서 td
s와 td

v는각각대기에의한빛의하향및상향확

산투과도, td
v는빛의직접투과도이다.

대기분자 광 산란 반사도(ρr)의 경우 시공간적으로

대기분자입자의농도나종류가크게변하지않기때문

에위성-태양기하각, 표층풍속, 대기압정보만있으면

복사전달시뮬레이션을통해 1% 이하의오차율로계산

이가능하다(Gordon et al., 1988; Gordon and Wang, 1992;

Wang, 2002, Wang, 2005). 태양광 직접 반사(ρg)의 경우

Cox 와 Munk 모델(Cox and Munk, 1954) 모델을사용했

으며, td
v는단일광산란분석적모델(Gordon et al., 1983)

을사용하였다. 확산투과도 td
v와 td

s의경우단일광산란

분석적 모델의 적용이 일반적이지만 GOCI-II의 경우

정확도향상을위해복사전달시뮬레이션결과를사용

한다. 에어로졸 반사도(ρam)의 경우 시공간적으로 에어

로졸의종류및농도가크게달라지기때문에위성영상

에서화소별로이들을추정하고다시복사전달시뮬레

이션을통해모든가시광파장대의에어로졸반사도를

계산한다. 일반적인 해수의 경우 근적외(near infrared:

NIR) 파장대에서 해수의 강한 흡광 특성으로 인해 ρwn

가 0에 가까우며(black pixel assumption: BPA) ρam(NIR)

는 ρTOA(NIR) – ρr(NIR)라 가정할 수 있다. 두 NIR 파장

대의 ρam 값을입력으로하는복사전달역산모델을이

용하여에어로졸의종류와농도를추정할수있으며다

시이를입력으로하는가시광파장대복사전달시뮬레

이션을 적용하여 가시광 파장대 ρam 값들을 계산한다.

GOCI-II의 경우 에어로졸 반사도 계산을 위해 에어로

졸다중산란반사도분광상관관계모델(Ahn et al., 2016)

을사용한다. 이방법은역산모델의잔류오차가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대기보

정방법(Gordon andWang, 1994; Wang andGordon, 1994),

European Space Agency (ESA)의방법(Antoine and Morel,

1999), 혹은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의방법(Fukushima et al., 1998)보다적게발생하며전체

적인에어로졸반사도계산정확도가향상되는장점이

πLTOA(λ)
tg

s(λ) tg
v(λ) F0(λ) cos(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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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turbid water ρwn(NIR) correction
scheme for the GOCI-II atmospheric correction
process. In the figure, ρTOA represents the top-
of-atmosphere reflectance from satellite level, ρr
represents the Rayleigh multiple-scattering reflectance
in the absence of aerosols, ρam represents the aerosol
multiple-scattering reflectance in the presence of air-
molecules, and ρwn represents normalized-water
reflectance at the sea surface. The terms tdv and 
tds are the downward and upward diffuse
transmittanc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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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Ahn et al., 2018).

한반도 연안 및 황해의 경우 해수의 부유사 농도가

높아지며, 이부유사들의상대적으로강한광역산란특

성에 의해 BPA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해수

의탁도가높을경우 Fig. 1과같이 NIR 파장해수반사

도모델과에어로졸반사도모델을기반으로하는반복

적인최적화기법을통해 ρwn(NIR)과 ρam(NIR)을분리하

는것이가장일반적방법이다(Siegel et al., 2000; Stumpf

et al., 2003; Lavender et al., 2005; Bailey et al., 2010; Wang et

al., 2012; Ahn et al., 2012; Lee et al., 2013; Ahn et al., 2020).

GOCI-II의경우 620, 709, 745, 865 nm파장대의해수고

유 광 특성(inherent optical properties: IOP) 분광 상관관

계모델(Ahn et al., 2020)을사용하며 NASA의대기보정

방법(Bailey et al., 2010)이나 기존 GOCI의 대기보정 방

법(Ahn et al., 2012)보다탁도가높은해역에서더정확한

결과를산출하였다(Ahn et al., 2020).

해수 표면 아래로 투과되는 빛은 태양광 및 대기에

의한하향확산광이지만위성은상향확산광이아닌위

성방향으로의휘도만관측가능하기때문에해수반사

도 ρwn 보다 해수원격반사도 Rrs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

한다. Rrs는태양-위성기하각, 해수표면거칠기, IOP에

의해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여 ρwn

을 Rrs로다음과같이변환한다.

Rrs(λ) = R ρwn(λ)                           (3)

여기서 R은해수표면의프레넬(Fresnel) 투과관련양방

향 반사 분포 특성(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BRDF) 보정함수(Wang, 2006), F는해수속입

자들의 광 산란 방향성에 의한 BRDF 보정 함수(Morel

et al., 2005)이며 이들 BRDF함수는 복사전달 시뮬레이

션기반으로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사전달 시뮬레이션을

위해 Second Simulation of a Satellite Signal in the Solar

Spectrum vector code (6SV)를이용하였으며처리속도의

향상을 위해 계산결과 및 계산에 필요한 상수 값들을

미리 조견표(look-up table)에 저장 후 내삽하여 계산하

였다.

2) 시스템 대리교정

해색원격탐사를위해요구하는센서의복사보정오

차범위는가시광 1% 이내, 근적외파장 5% 이내이지만,

대부분해색센서들의궤도상복사보정정확도는이수

준을만족하기어렵다(Eplee et al., 2001; Wang andGordon,

2002). 또한 대기보정 알고리즘에 사용된 복사전달모

델과실제위성관측복사휘도와의차이도존재하는데,

이런복사전달모델과의차이및복사보정오차는대기

보정의결과에규칙적인오차를발생시키게된다. 이러

한이유로복사보정과대기보정알고리즘시스템과실

제위성의관측결과와의차이를해색원격탐사요구사

항수준으로줄이기위해센서의복사보정감도(gain)을

조절해야하는데이를시스템대리교정(system vicarious

calibration: SVC)이라 부른다. GOCI-II의 SVC 방법은

NASA의 해색 임무에 적용되는 방법(Franz et al., 2007)

을 GOCI 관측영역에맞게수정한방법(Ahn et al., 2015)

을기본적으로따르고있다.

Ahn et al. (2015)을비롯한일반적인대리교정방법은

NIR 밴드의상대복사보정을먼저수행하여가시광파

장대에어로졸추정정확도를우선적으로확보후가시

광파장대의대리교정을수행한다. 가시광파장대의대

리교정 수행을 위해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현장 혹은

타해색위성 Rrs를충분히수집하고대기보정에사용된

복사전달모델을이용하여대기반사도및투과도를산

출하여 여러 상황들에 해당하는 TOA 복사 휘도(Lvc
TOA)

를 모의한다. 오랜 기간동안 수집된 N개의 실제 위성

관측복사휘도(LTOA)와모의된 Lvc
TOA의비율값의이상치

(outlier)를제외한평균값을대리교정상수(gvc = average
(Lvc

TOA/LTOA)라고하며수식으로표현하면수식 (4)와같다.

gvc(λ) = [∑N
n=1{ }] / N                   (4)

대리교정 상수 도출에 앞서 언급해야 할 점은 아직

GOCI-II는 1년이안되는짧은운영기간에의해NIR밴

드상대복사보정에필요한자료를충분히확보하지못

하였으며, 실제대리교정의수행은가시광밴드들만을

대상으로 gvc를 수정하였다. GOCI-II SVC를 위한 레퍼

런스Rrs의수집을위해본연구에서는대양(위경도 24.8-

29.0°N, 132-142°E)에서 수집된 NASA운용 VIIRS 산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VIIRS의 분광밴드를 GOCI-II

F
π

Lvc
TOA(λ)

LTOA(λ)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7, No.5-2, 2021

– 1262 –

04안재현(1259~1268)(fig2,3)ok.qxp_원격37-5-2_2021  2021. 10. 29.  오후 6:34  페이지 1262



분광밴드 Rrs로 변환해주기 위해 Morel and Maritorena

(2001) 모델을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리교정 상수는 380, 412, 443,

490, 510, 555, 620, 660, 680, 709, 745, 865 nm밴드에대해

각각순서대로 1.020, 0.951, 0.971, 0.944, 0.971, 0.941, 0.959,

0.969, 0.985, 1.0, 1.0, 1.0 값과같다. 이대리교정상수는추

후검보정활동을통해누적된현장수집레퍼런스 Rrs들

을이용하여지속적으로업데이트될예정이다.

3. 검증

1) 현장자료 처리 및 검증방법

대부분의 대양에서는 해수의 광특성이 식물성플랑

크톤에 의한 1차 생산 활동에 지배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런해역을 1형수(case-I water)라고하며그이외의해

수는 2형수(case-II water)로 구분한다(Morel and Prieur,

1977). 일반적으로 해색 알고리즘 검증이나 보정을 위

해서는지구바다영역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 1형

수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지만 대양에서의 현장조

사는많은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연안에서수집된자

료를대신사용하기도한다. 본연구에서 GOCI-II 대기

보정의 검증을 위해 전형적인 1형수의 특징을 지닌 필

리핀해에서 수집된 4개의 Rr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추

가적으로연안의해양관측타워에서무인관측장비인

AERONET-OC를 통해 수집된 자료도 사용하였다 현

재GOCI-II관측영역안에있는AERONET-OC기기들

의경우 380 nm밴드를지원하지않으므로AERONET-

OC를 통한 380 nm 밴드는 정확도 검증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정확도를평가하기위한지표로아래의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과 평

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을사용

하였다.

MAPE(%) = ∑K
n=1 ( )        (5)

RMSE =                (6)

위 식에서 K는 검증에 사용된 샘플의 개수, Rrs
in-situ은

참값(여기서는 현장자료의 Rrs 값) Rrs
GOCI2은 GOCI-II가

산출한 Rrs 값이다.

2) 대양에서 수집한 현장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성센터는 2021년 7월 3일

부터 15일까지 1형수광특성을지닌필리핀해에서의고

정정점(위경도 17.18°N, 131.82°E) 관측을수행하였으며

이기간동안비교검증이가능한 4개의현장 Rrs 분광스

펙트럼들을수집할수있었다. 현장Rrs는TriOS-RAMSES

장비를이용측정및수집되었으며측정방법이나자료

처리방법은 Moon et al. (2012) 및 Ahn et al. (2015) 방법을

적용하였다.

필리핀해에서 측정한 현장자료를 이용한 GOCI-II

대기보정의검증결과근자외파장~녹색파장대인 380,

412, 443, 490, 510, 555 nm의 오차율(MAPE)는 각각 순

서대로 7.5, 3.5, 3.9, 5.7, 7.7, 8.9%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적색 파장대 밴드인 620, 660, 680 nm에서의 오차율은

각각 순서대로 150.5, 167.8, 183.1%로 상대적으로 높은

오차율을 보여주었다(Table 1). 이는 필리핀 해와 같이

매우 맑은 해역에서 적색 파장대의 Rrs 절대값이 다른

밴드들 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원인이며, 이런 이

유로대양을대상으로하는대부분의해색알고리즘들

은 청색~녹색 파장 영역 까지만 주로 이용한다. 실제

620, 660, 680 nm 밴드 RMSE의 경우 순서대로 0.00066,

0.00049, 0.00048로 380~555 nm 밴드의 RMSE 평균값

0.00080보다낮은값을보여주고있다.

| Rrs
in-situ – Rrs

GOCI2 |
Rrs

in-situ
100
K

∑K
n=1(Rrs

in-situ – Rrs
GOCI2)2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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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s (MAPE), and
RMSEs of GOCI-II Rrs and in-situ measurements
at each wavelength of GOCI-II during a cruise in
the Philippine Sea for a period of 3-15 July 2021

Wavelength MAPE (%) RMSE (sr–1)
380 nm 7.9 0.00183
412 nm 3.5 0.00104
443 nm 3.9 0.00081
490 nm 5.7 0.00047
510 nm 7.7 0.00044
555 nm 8.9 0.00022
620 nm 150.5 0.00066
660 nm 167.8 0.00049
680 nm 183.1 0.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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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ERONET-OC 현장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

NASA는해양및대기환경의검보정을위해무인관

측 장비인 AERONET-OC 관측 네트워크를 운용해오

고있으며(Zibordi et al., 2006; 2009), AERONET-OC의경

우현장에서측정전문가가직접수집한자료와비교하

여 품질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무인 운영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대량의자료수집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본 연구에서는 GOCI-II 관측영역에 포함된 AERO

NET-OC사이트들이며 2형수광특성을가진소청초해

양과학기지(위경도 37.423°N, 124.738°E)와 일본의 아

리아케 관측타워(위경도 33.104°N, 130.272°E)에서 수

집된레벨 2자료를사용하였다. AERONET-OC배포자

료는 GOCI-II 대기보정 산출물인 Rrs 산출물을 포함하

지않기때문에 AERONET-OC 자료중양방향반사분

포함수가보정된정규화된수출복사휘도(f/Q corrected

normalized water-leaving radiance: nLw)에서 태양상수

(Thuillier et al., 2003) 값을 나눠서 Rrs로 변환해 주었다.

AERONET-OC 관측기기의 파장 및 분광응답특성을

GOCI-II와맞춰주는방법은 Ahn et al. (2015) 방법을따

르고있다.

AERONET-OC를 통한 검증 결과 GOCI-II 대기보

정 산출 결과가 모든 파장에서 현장자료 보다 Rrs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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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lidation of the GOCI-II retrieved Rrs and in-situ Rrs. The red diamonds represent
Rrs spectrum retrievals through the GOCI-II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The
gray lines represent Rrs spectra obtained from in-situ above water radiometry in
Philippine Sea.

Fig. 3.  Validation of the GOCI-II atmospheric correction
with AERONET-OC Rrs obtained during Oct./
2020~Mar./2010. The AERONET-OC sites are
located at Socheongcho (124.738°E, 37.423°N)
and Ariake (130.272°E, 33.104°N) observation
tow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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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MAPE의 경우 청색~

녹색파장대인 412, 443, 490, 510, 555 nm에서순서대로

88.7, 73.6, 48.2, 61.2, 36.2%의 오차율을 보여주었지만,

필리핀해와의검증결과와반대로적색파장대밴드인

620, 660, 680 nm에서의 오차율은 각각 순서대로 52.5,

56.0, 33.0%로오히려청색~녹색파장대보다낮은오차

율을보여주었다(Table 2). 이는AERONET-OC검증자

료가 필리핀해와는 달리 대부분 탁도가 높은 해역(660

nm의 Rrs가 0.0015 보다큰경우)의자료이며, 이경우대

기보정에서일반적인대기광산란보정과정(Ahn et al.,

2016)보다 NIR밴드에서의 탁수 영향을 보정해주는 과

정(Ahn et al., 2020)이 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맑은 해역과는 검증 결과 정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4. 토의

GOCI-II대기보정의주검증대상이었던 1형수해역

에서는 일반적인 해색 원격탐사 대기보정요구 정확도

범위인 청색파장 오차율 5% 이내 수준을 만족하고 있

으며적색파장대에서발생하는오차의경우추후검보

정을통해해당밴드의대리교정상수들을수정하는것

으로개선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필리핀해

와같은 1형수와달리연안의탁도가높은 2형수에서는

아직상대적으로높은오차를발생하며전체적으로 Rrs

를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

듯이 탁도가 높은 해역의 경우 대기보정 결과는 탁수

에 의한 NIR 해수 반사도 보정 모델에 영향을 크게 받

는다. 이NIR해수반사도보정모델의경우시뮬레이션

과 현장자료를 통해 정확도 검증을 수행한바 있지만

(Ahn et al., 2020) 이모델에사용되는 GOCI-II NIR 밴드

(709, 745, 865 nm)는아직대리교정을수행하지않았다.

Wang and Gordon (2002)에의하면일반적인대기보정의

경우 에어로졸 보정에 사용하는 두 NIR 밴드(GOCI-II

의경우 745와 865 nm)의보정오차가 5%이내야하며실

제로 오랜 운영기간동안 대리교정이 잘 수행된 GOCI

와의 TOA복사휘도 비교결과에서도 약 4~5% 이내의

차이를보여주고있음을확인하였다.

그러나 Nima et al. (2017)은연안의탁도가높은해역

을대상으로관측을수행하는 LANDSAT-8을기준으로

NIR 밴드대리교정오차민감도분석을다시수행하였

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맑은 해역 기준 요구사항 보

다더엄격한NIR밴드대리교정수준이요구됨을확인

하였다.

추후지속적인검보정및대리교정활동을통해GOCI-

II 대기보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GOCI-II

와 밴드 디자인이 유사하며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운

영되며 충분한 검보정이 수행된 GOCI 자료를 활용할

경우 GOCI-II 검보정기간의단축이가능할것으로예

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1) GOCI의 센서 감도저하까지

모두고려하여 GOCI와 GOCI-II의 745와 865 nm 밴드

비교를 통한 대리교정을 수행, 2) Lerebourg et al. (2011)

및 Wang et al. (2016) 등의방법을적용하여 GOCI-II 709

nm 밴드대리교정수행, 3) 충분한현장광측정자료및

MODIS-Aqua나 VIIRS 등의 타 해색 위성 자료를 확보

하여 GOCI 감도저하까지 고려한 가시광 파장대 대리

교정 수행, 4) GOCI와 GOCI-II 비교를 통한 GOCI-II

가시광 밴드 교차 대리교정 등을 수행해야 한다. 수년

간의 교차 대리교정을 통해 위성 자료 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해외의 경우와 달리 GOCI와 GOCI-II의 임

무가겹치는기간은 GOCI-II 궤도상테스트기간을제

외하고 6개월 정도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

하기위해서도추후많은연구와노력이필요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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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s (MAPE), and
RMSEs of GOCI-II Rrsand AERONET-OC measure -
ments at each wavelength of GOCI-II obtained
during Oct./2020~Mar./2010. AERONET-OC sites
are located at Socheongcho (124.738°E, 37.423°N)
and Ariake (130.272°E, 33.104°N) observation
tower, respectively

Wavelength MAPE (%) RMSE (sr–1)
412 nm 88.7 0.0039
443 nm 73.6 0.0043
490 nm 48.2 0.0041
510 nm 61.2 0.0058
555 nm 36.2 0.0046
620 nm 52.5 0.0044
660 nm 56.0 0.0039
680 nm 33.0 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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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대기

보정의개발, 대리교정의적용, 현장원격반사도자료를

이용한대기보정의검증에대하여기술하였다. GOCI-

II 대기보정알고리즘은천리안해양위성 1호(GOCI)의

대기보정방법(Ahn et al., 2012; Ahn et al., 2015; Ahn et al.,

2016)에이론적인기반을두고있으며 GOCI-II의신규

밴드인 620, 709 nm를 이용하여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

의정확도향상(Ahn et al., 2020)을도모하였다.

대기보정을 포함한 GOCI-II 전체 시스템과 실제 관

측결과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리교정을 수행하였

고이방법은GOCI에적용된방법(Ahn et al., 2015)과유

사하다. 그러나 GOCI-II 운영초기시점에서는, 짧은검

보정기간동안대기보정에필요한현장자료를충분히

확보하기어려우며이를극복하기위해현장자료가아

닌대양에서 VIIRS가산출한 Rrs 자료를사용하여가시

광파장대만을대상으로대리교정을수행하였다.

대리교정이적용된대기보정시스템은 1형수해역인

필리핀해및 2형수연안해역(한국소청초과학기지, 일

본아리아케관측타워)에서수집된현장수집원격반사

도자료를이용하여초기단계검증이수행되었다. 검증

결과 대양에서는 380, 412, 443, 490, 510, 555, 620, 660,

680 nm밴드에서순서대로 7.5, 3.5, 3.9, 5.7, 7.7, 8.9, 150.5,

167.8, 183.1%의 오차율(MAPE)을 보여주었고 이는 대

양을대상으로하는대기보정정확도요구사항을만족

하고있다(청색파장대에서평균 5% 이내의오차율). 그

러나 연안에서의 정확도 검증 결과 412, 443, 490, 510,

555, 620, 660, 680 nm밴드에서순서대로 88.7, 73.6, 48.2,

61.2, 36.2, 52.5, 56.0, 33.0%의오차율로대양에서의검증

결과보다낮은정확도를보여주었는데이는GOCI-II의

NIR밴드 대리교정의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보정의일반적이고가장중요한과정은대기광산

란에의한영향보정이지만탁도가높은연안해역에서

는탁수에의한NIR파장대해수반사도영향을보정하

는과정이대기보정결과를더크게좌우하기때문이다.

탁수의영향의보정에중요한역할을하는 NIR밴드대

리교정이수행되지않을경우탁수대기보정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오차가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대

리교정상수업데이트를통해개선되어야할것이다.

GOCI-II 등의 일반적인 해색 임무에서는 지속적인

검보정활동을통해대리교정계수및대기보정알고리

즘업데이트를수행하고있다. 본연구의대기보정알고

리즘도 추가적으로 확보된 위성자료를 적용하여 현재

해양조사원을통해배포되고있는산출물(2021년 1월자,

배포용버전)보다대리교정상수가일부개선된버전이

며(2021년 6월, 연구용 개선 버전) 추후 검보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내용이 자료처리 시스템에 반영

되어공지후재처리및재배포가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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