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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전달모의를 통한 중적외 파장역의 민감도 분석 및 
지표면온도 산출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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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Sensitivity and Retrieval Possibility of Land Surface Temperature 
in the Mid-infrared Wavelength through Radiative Transf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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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ensitivity of the mid-infrared radiance to atmospheric and surface factors
was analyzed using the radiative transfer model, MODerate resolution atmospheric TRANsmission
(MODTRAN6)’s simulation data. The possibility of retrieving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using
only the mid-infrared bands at night was evaluated. Based on the sensitivity results, the LST retrieval
algorithm that reflects various factors for night was developed, and the level of the LST retrieval
algorithm was evaluated using reference LST and observed LST. Sensitivity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the atmospheric profiles, carbon dioxide, ozone, diurnal variation of LST, land surface
emissivity (LSE), and satellite viewing zenith angle (VZA), which mainly affect satellite remote sensing.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using split-window method, the mid-infrared wavelength was divided
into two bands based on the transmissivity. Regardless of the band, the top of atmosphere (TOA)
temperature is most affected by atmospheric profile, and is affected in order of LSE, diurnal variation
of LST, and satellite VZA. In all experiments, band 1, which corresponds to the atmospheric window,
has lower sensitivity, whereas band 2, which includes ozone and water vapor absorption, has higher
sensitivity. The evaluation results for the LST retrieval algorithm using prescribed LST showed th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CC), the bias and the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is 0.999, 0.023K
and 0.437K, respectively. Also, the validation with 26 in-situ observation data in 2021 showed that the
CC, bias and RMSE is 0.993, 1.875K and 2.079K,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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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표면온도(land surface temperature, LST)는 지구 표

면의 온도로 주어진 화소의 식생, 토양 등의 가중 평균

온도를의미한다(Becker and Li, 1995). 지표면온도는에

너지 수지, 지면-대기 상호작용 등 지구의 생물리학적

과정에서중요한기상변수중하나로지표면도시열섬,

산불, 가뭄 예측, 지면 피복변화 등을 이해하는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Das et al., 2020; Hu and Brunsell,

2013; Jia et al., 2021). 이로인해시공간적으로높은해상

도의정확도높은지표면온도자료가요구되고있으나

전지구적또는국지적규모모두에서지표면온도의현

장관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Freitas et

al., 2009). 최근일부지면피복이균질한지역에서만제

한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변수이다(Martin et al., 2019;

Pinker et al., 2009). 또한현장관측된지표면온도에는대

부분 주변 수 십m 정도만 대표할 수 있는 공간 대표성

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으로 위성으로부터 지표면온도를 산출하는 연구들

이수행되어왔다(Becker and Li, 1990b; Cho and Suh, 2013;

Choi and Suh, 2020; Hong et al., 2009; Li et al., 2013; Sobrino

et al., 1994).

위성으로부터 지표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복사전

달방정식에다양한가정과근사를통해많은연구들이

수행되었다(Becker and Li, 1990b; Choi and Suh, 2020;

Sobrino et al., 1994; Wan and Dozier, 1996). 지표면온도

산출기법은지표면방출률을알고있을때와지표면방

출률을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대기 조건을 알고 있을

때와모르고있을때로나눌수가있다(Li et al., 2013). 대

부분의연구들은대기의투과율이 1.0에가깝고지표면

방출률또한 1.0에가까워지표면정보를획득하기쉬운

이점이있는대기의창영역의열적외채널을활용하여

지표면온도를 산출하였다(Choi and Suh, 2020; Hong et

al., 2009; Sobrino et al., 1994; Wan, 1999). 지표면방출률을

알때는하나의적외채널(single channel method: Sobrino

et al., 2004) 또는 두 개 이상의 적외 채널(multi-channel

method: Sobrino et al., 1994; Wan and Dozier, 1996)을 이

용한지표면온도산출기법들이개발되었다. 지표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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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ST can be retrieved us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bands of mid-infrared to the
atmospheric and surface conditions at n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trieve the LST using satellite
data equipped with sensors in the mid-infrared bands.
Key Words: LST, Mid-infrared, Sensitivity, Split-window method, MODTRAN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기 및 지표면 인자들에 대한 중적외 파장역의 복사휘도의 민감도를 복사전달모델인

MODerate resolution atmospheric TRANsmission (MODTRAN)6을이용하여분석하고이를이용하여야간에중

적외파장역만을이용한지표면온도산출가능성을평가하였다. 이를기반으로야간에대해다양한조건을반

영한지표면온도산출식을개발하고처방온도자료와현장관측자료를이용하여개발된지표면온도산출식

의수준을평가하였다. 중적외파장역을활용한위성원격탐사에주로영향을미치는대기연직구조, 이산화탄

소와오존, 지표면온도의일변동, 지표면방출률그리고위성의관측각에대해민감도실험을실시하였다. 이

때분리대기창기법활용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중적외파장역을투과율을근거로 2개의밴드로분리한후

민감도를분석한결과밴드와관계없이대기연직구조에가장큰영향을받으며지표면방출률, 지표면온도의

일변동, 위성의관측각순으로영향을받았다. 주요변인실험모두에서대기의창에해당되는밴드 1은민감

도가낮은반면오존과수증기흡수가포함된밴드 2에서는민감도가높아서분리대기창기법을활용하여지

표면온도산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하였다. 중적외 2개밴드와다양한변인들을이용하여개발된지표면온도

산출식은복사모의시입력된기준지표면온도와상관계수, 편의그리고 root mean squared error (RMSE)가각

각 0.999, 0.023K과 0.437K의수준을보였다. 또한 26개의현장관측지표면온도자료로검증한결과상관계수는

0.993, 편의는 1.875K, RMSE는 2.079K을보였다. 본연구의결과는대기및지표면조건이야간의중적외두밴

드에미치는영향이다른특성을이용하여지표면온도를산출할수있음을제시한다. 따라서향후에는중적외

파장역센서를탑재한위성자료를이용하여지표면온도를산출하고그수준을평가해볼필요가있다.



출률을 모를 때는 단계별 산출 기법(stepwise retrieval

method: Becker and Li, 1990a)과 방출률과 지표면온도

의 동시 산출 기법(simultaneous retrieval LSEs and LST:

Gillespie et al., 1998; Wan and Li, 1997; Watson, 1992)들이

개발되었다.

다양한 극 궤도 및 정지궤도 위성에는 열적외 채널

뿐만아니라중적외채널이탑재되어있음에도불구하

고이를활용한지표면온도산출연구는미흡한실정이

다. 중적외파장역(3.3–5.2 µm)은열적외파장역과달리

주간에는 태양복사와 중첩되기 때문에 지표면온도 산

출에어려운점이존재한다. 하지만열적외파장역보다

투과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온도에 대한 민감도, 특히

고온에서의민감도가높은장점이있다(Qian et al., 2014;

Salisbury and D’Aria, 1994). 또한열적외파장역에비해방

출률산출오류에대한민감도가절반정도로작다는장

점도 있다(Mushkin et al., 2005). 이러한 중적외 파장역의

장점을이용하여지표면온도를산출하는이론적연구가

제시되었으며(Salisbury and D’Aria, 1994), 중적외 파장

역과적외파장역을함께사용하여지표면온도를산출

한연구도진행되었다(Sun and Pinker, 2007; Li et al., 2014).

또한중적외파장역만을사용하여지표면온도를산출

하는연구들도최근진행되었다(Qian et al., 2014; Tang and

Wang, 2016; Zhao et al., 2014). Wang et al. (2015)의 연구

에서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중적외 밴드 B22, B23에 대해 복사전달 방정

식으로 모의된 자료로부터 도출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4개의 사례일에 대해 지표면온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Fang et al. (2021)은MODIS의중적외밴드 B22, B23에일

반화된분리대기창기법(generalized split-windowmethod)

을 적용하여 야간에 지표면온도를 산출한 후 중국의 4

개지역에대해현장검증한결과평균 -0.76K의편의와

1.3K의 RMSE를보였다.

국내에서도최근에는다목적실용위성에탑재된중

적외파장역을이용한지표면온도산출연구들이진행

되었다(Choi et al., 2021; Kim et al., 2019). 하지만이들연

구들은중적외파장역이갖는주요대기성분에대한민

감도 및 지상 물체 별 지표면 방출률 변화를 상세히 고

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 및 지표

면인자들에대한중적외파장역의민감도를복사전달

모델인MODerate resolution atmospheric TRANsmission

(MODTRAN) (Berk et al., 2014)을이용하여분석하고이

를이용하여야간에중적외파장역만을이용하여지표

면온도의산출가능성을평가하고자하였다. 이를기반

으로야간에대해다양한조건을반영한지표면온도산

출식을 개발하고 처방 온도 자료와 현장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지표면온도 산출식의 수준을 평가하

였다. 본논문의 2절에서는사용된자료와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였고, 3절에서는 복사모의 결과로 얻어진

중적외파장역의특징과지표면온도산출식의소개및

현장관측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

고 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토의와

결론을요약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유형은 Fig. 1과 같이 고

도별로 크게 위성 정보와 대기연직구조 자료, 지상 기

상정보, 지표면 정보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위

성부터 다목적 실용위성에 이르기까지 중적외 밴드가

포함된다양한위성에적용할수있도록복사전달모델

복사전달모의를 통한 중적외 파장역의 민감도 분석 및 지표면온도 산출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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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e of input data according to altitude from
surface to top of atmosphere.



인 MODTRAN6를 이용하여 복사 모의자료를 생성하

였다.

대기연직구조 자료는 MODTRAN6에서 제공하는

기본 대기연직구조 자료 6개와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SeeBor Version 5

(SeeBor v5.0), 그리고미국의국립환경예측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의 global

forecast system (GFS) 자료를이용하였다(Berk et al., 2014;

Borbas et al., 2005; NCEP, 2021). MODTRAN6에서제공하

는 6개의대기연직구조는위도별로열대지역(Tropical,

TRO), 중위도 여름(Mid-latitude summer, MLS), 중위도

겨울(Mid-latitude winter, MLW), 아한대 여름(Sub-arctic

summer, SAS), 아한대겨울(Sub-arctic winter, SAW) 그리

고미국해양대기청에서 1976년에제안한미국표준대

기(US standard 1976, USS)로 36개 기압층에 대해 기온,

수증기량, 오존농도를제공한다. SeeBor v5.0 자료는전

세계에서관측된대기연직구조의기후학적훈련자료로

청천상태에서 관측된 15,704개 연직구조에 101개 층의

기온, 수증기량그리고오존량이포함되어있다(Borbas

et al., 2005). GFS 자료의경우 41개층에대해기온, 수증

기량 그리고 오존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간해상도는

0.5°로매 6시간마다제공되고있다(NCEP, 2021). 각대

기연직구조자료의특징은 Table 1에나타냈다.

지상기상정보인 2 m 기온, 기압, 상대습도는특별관

측을위해설치한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AWS)로 관측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표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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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atmospheric profiles used in this study
Name MODTRAN6 SeeBor v5.0 Global forecast system(GFS)

Spatial resolution 6 model atmospheres points data 0.5 degree
Vertical layer 36 (~100 km) 101 (~90 km) 41 (~77 km)

Temporal resolution - - 4 times/day at 00, 06, 12, 
and 18 UTC

Provider MODTRAN6
(Berk et al., 2014)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Borbas et al., 2005)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

Ozone data O (density) O (ppmv) O (mixing ratio)

Note

Tropical, Mid-latitude summer,
Mid-latitude winter, Sub-arctic

summer, Sub-arctic winter, 
US standard 1976

2,693 points from the 15,704 
points of global climatological 
data for the training database

Real-time ozone profile can 
be considered.

Fig. 2.  Transmittance of mid-infrared region simulated by MODTRAN6 using US standard 1976
profiles.



보인 지표면온도는 Hobo data logger를 이용하여 관측

하였으며 1분의 관측 주기를 가진다. 지표면 방출률은

FT-IR 장비로 측정된 현장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이산화탄소농도자료는기상청기후정보

포털의 지구대기 감시자료와 세계 기상 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의World Data Centre

for Greenhouse Gases (WDCGG)의자료를사용하였다.

Fig. 2는 MODTRAN6로모의한중적외파장역에대

해 미 표준대기(USS)에 대한 투과율과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중적외 파장역 및 흡수밴드를 나타낸 것이다. 중

적외 파장역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의 창과

함께 오존, 수증기, 이산화탄소 및 미량기체에 의해 흡

수가일어나는파장역이다. 특히 4.1–4.5 µm에는이산화

탄소흡수대가존재하고있어투과율이 0에가깝다.

중적외채널모의자료로부터도출된지표면온도산

출식의활용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 2021년현장관측

을통해얻어진지표면및지상기상정보에대해Table 2

에나타내었다. Air temperature at 2 m (Ta)는 2 m의기온,

relative humidity (RH)는 상대습도를 의미한다. 현장 관

측자료를이용하여복사전달모의를실시할때는복사

전달모델의입력자료를생성하여야하는데지면및지

상 대기정보는 현장관측자료를 사용하고 대기연직구

조는 GFS의관측자료를사용하였다. GFS 자료의경우

일 4회 0.5° 자료이므로 현장관측 시간의 전후 자료를

이용하여시간차에반비례하게시간내삽,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4개 지점에 대해 거리에 반비례하게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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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und meteorological information observed in the field stations (26 cases)

Date Latitude 
(°N)

Longitude 
(°E)

Height
(m)

LST
(K)

RH
(%)

Ta
(K)

Pressure
(hPa)

Band 1
Emis.
(εb1)

Band 2
Emis.
(εb2)

20210331 1731 36.3738 127.3556 7 288.9 58.5 282.9 1007.2 0.720 0.798
20210418 1728 36.3738 127.3556 7 284.5 87.9 276.9 1008.9 0.720 0.798
20210418 1728 36.3724 127.3615 72 269.1 89.9 276.6 1008.6 0.725 0.815
20210418 1728 36.3806 127.3556 64 284.1 89.7 276.6 1010.0 0.834 0.887
20210418 1728 36.3656 127.3880 40 284.8 77.2 280.2 1012.9 0.817 0.919
20210505 1736 36.3738 127.3556 70 287.8 80.8 279.4 1009.7 0.720 0.798
20210505 1736 36.3724 127.3615 72 271.4 79.8 279.5 1009.1 0.725 0.815
20210505 1736 36.3806 127.3556 64 286.6 83.9 278.9 1010.7 0.834 0.887
20210505 1736 36.3681 127.3880 40 287.8 83.1 278.9 1013.5 0.817 0.919
20210506 1726 36.3724 127.3615 72 275.0 78.0 282.8 1001.3 0.725 0.815
20210506 1726 36.3806 127.3556 64 289.0 75.4 283.4 1002.8 0.834 0.887
20210506 1726 36.3681 127.3880 40 290.1 87.3 282.6 1005.5 0.817 0.919
20210924 1736 36.3806 127.3556 64 294.0 88.2 290.5 1015.5 0.834 0.887
20211003 1735 36.3752 127.3533 57 293.6 97.6 289.2 1012.9 0.874 0.885
20211003 1735 36.3806 127.3556 64 296.3 96.1 289.1 1012.1 0.834 0.887
20211021 1732 36.3738 127.3556 70 281.8 99.4 277.0 1011.7 0.720 0.798
20211021 1732 36.3806 127.3556 64 283.3 99.1 276.9 1012.7 0.834 0.887
20211021 1732 36.3681 127.3880 40 282.7 100.0 276.3 1015.5 0.817 0.919
20211030 1731 36.3806 127.3556 64 281.7 100.0 279.3 1017.3 0.834 0.887
20211030 1731 36.3681 127.3880 40 283.6 100.0 278.6 1020.1 0.817 0.919
20211116 1737 36.3738 127.3556 70 278.7 82.9 275.1 1017.2 0.720 0.798
20211116 1737 36.3806 127.3556 64 276.7 86.8 274.5 1018.2 0.834 0.887
20211116 1737 36.3681 127.3880 40 278.8 94.9 273.4 1021.0 0.817 0.919
20211125 1735 36.3738 127.3556 70 277.0 89.1 273.6 1014.7 0.720 0.798
20211125 1735 36.3806 127.3556 64 274.9 96.3 273.0 1018.6 0.834 0.887
20211125 1735 36.3655 127.3880 40 277.9 94.8 272.7 1015.8 0.817 0.919



일치를실시하여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사전달모델인 MODTRAN6를 이

용하여 중적외 파장역(3.3–5.2 µm)에 대해 대기상단에

서의 단색복사휘도를 모의하였다. MODTRAN6는 밴

드모델모수화모델로자외선부터적외파장역에대해

1 cm–1 단위로흡수, 투과, 방출된에너지와투과율을계

산하는 모델이다(Berk et al., 2014). Fig. 2와 같이 3.3–5.2

µm를 광대역 밴드(wide band)로 설정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대인 4.1–4.5 µm를 중심으로 왼쪽 파장역(3.3–4.1

µm)을밴드 1, 우측파장역(4.5–5.2 µm)을밴드 2로설정

하였다. 중적외파장역의밴드의특징을분석하기위해

대기상단복사휘도에영향을주는변인들에대한민감

도실험을설계하였다. 대기상단복사휘도에영향을주

는 주요 변인에는 대기연직구조(기온, 수증기량), 지표

면방출률, 흡수기체(CO2, O3), 지표면온도그리고위성

관측각이있다. 대기연직구조는MODTRAN6에서제공

하는 6개의대기연직구조자료를사용하였으며미표준

대기(USS)를 기준 실험으로 설정하였다. MODTRAN6

에서제공하는여섯개의대기연직구조의기온과혼합

비의연직구조를 Fig. 3(a)와 (b)에나타내었다. 열대지역

(TRO)에서대기하층의기온이가장높고아한대겨울

(SAW)에서대기하층의기온이가장낮은값을보인다.

대류 권계면은 열대지역(TRO)에서 가장 높은 고도(18

km)인 반면 아한대 겨울(SAW)에서 가장 낮은 고도(9

km)를나타낸다. 혼합비도열대지역(TRO)에서가장높

은값(17 g/kg)을나타낸반면아한대겨울에서가장낮

은 값(2 g/kg)을 보인다. 대기 상층으로 갈수록 혼합비

는급격하게작아져 0 g/kg에가까운값을보인다.

중적외 파장역의 흡수기체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1년한국의연평균농도인 420 ppm을MODTRAN6

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 및 식

생의계절변동에따라이산화탄소농도또한변동하므

로이를이산화탄소실험설계에반영하였다. 중적외파

장역의또다른흡수기체인오존프로파일은각대기연

직구조에 포함된 오존 프로파일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Fig. 3(c)에 나타내었다. 열대지역(TRO)에서는 오존 최

고농도가가장높은고도(25 km)에서나타난반면아한

대 겨울(SAW)에서는 오존 최고농도가 낮은 고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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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ertical distribution of (a) temperature, (b) mixing ratio, and (c) ozone by geopotential height according to
atmospheric vertical profiles.



km)에서나타난다. 오존최고농도는아한대겨울(SAW)

에서 가장 큰 값(0.023 atm-cm/km)을, 열대 지역(TRO)

에서가장작은값(0.017 atm-cm/km)을보인다. 대기연

직구조에따라오존농도의연직분포가다른특징을이

용하여 오존 실험에서는 각각의 대기연직구조에 오존

프로파일을나머지 5개의프로파일로변경하여민감도

를분석하였다.

여기서 Ta는주로기상청등에서표준으로측정하는

지상 2 m에서의 온도를 의미한다. 지표면온도(LST)는

지면피복또는지면상태(예: 사막, 열대우림)에따라일

변동 및 계절 변동 특성이 상이한데 해수면과 같이 비

열이 아주 큰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Ta보다 일

변동폭이크다(Cao et al., 2021). 본연구에서는Ta와 LST

의다른일변동특성을고려하기위해서 LST-Ta를실험

에도입하였으며지면상태에따라강도의차이는있지

만주로일사량에의한가열이강한주간에는 LST가 Ta

보다높은반면야간에는 Ta가 LST보다높다. 여기서는

야간에대해나타날수있는지표면온도와기온의관계

를다음과같이역전층이발달하였을때(LST-Ta = -6K)

부터단열조건(LST-Ta = 2K)으로 Fig. 4와같이설정하

였다.

지표면방출률은중적외 2개밴드의특성분석을위

해ECOSTRESS분광라이브러리에포함되어있는식생

(472개), 토양(52개), 인공구조물(54개), 광합성을하지않

는식생(51개)에대해지표면방출률을분석하여Fig.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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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COSTRESS spectral library used in this study: (a) Box and whisker diagram of land surface emissivity
(LSE) in the mid-infrared wavelength range according to the land cover. (b) Scatter plot of LSE of band 1 and
difference LSE between band 1 and band 2 (Green: vegetation, Brown: non-photosynthesis vegetation;
Yellow: soil, Gray: manmade).

Fig. 4.  Conceptual diagram of variation of land surface
temperature in atmospheric vertical structure at
night (ΔT=LST-Ta).



나타냈다(Meerdink et al., 2019). 식생으로 이뤄진 지면

피복에서는평균이 0.95인반면광합성을하지않는식

생과인공구조물관련지면피복에서는지표면방출률

이 평균 0.91~0.92의 값을 보인다. 반면 토양에서는 다

른지면피복보다지표면방출률의평균이 0.78로상당

히작은값을보인다. 또한중적외파장역을밴드 2개로

나누었을때두밴드의지표면방출률의차이는대부분

–0.1~0.1의범위를보인다. 지표면방출률을제외한나

머지실험에서는두밴드의지표면방출률이 0.92로동

일하다고가정하였고 ECOSTRESS 분광라이브러리로

부터분석된다양한지표면물체들에대한두밴드의지

표면방출률의특성을 Table 3과같이밴드 1과 2의방출

률범위설정에반영하였다.

위성 관측각은 위성 직하점(0°)부터 30°까지 주사한

다고가정하였다. Table 3은복사전달모의민감도실험

설계조건에대해나타내었다.

또한, 중적외 두 개 밴드를 이용한 지표면온도 산출

식 개발을 위해 사용한 기법은 분리대기창 기법이다

(Split-Window method, McMillin, 1975). 분리대기창기법

은 두 채널의 흡수 차를 이용하여 대기의 영향을 보정

할수있다고가정한기법으로두개(또는세개)의열적

외 채널을 이용하여 지표면온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

으로대부분의현업에서사용하고있는기법이다(Wan

and Dozier, 1996). 정지궤도위성인미국의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s (GOES) 시리즈에서

관측된열적외자료에분리대기창기법을적용하여현

업적으로산출되는지표면온도의목표정확도는 RMSE

< 2.5K이다(Sun et al., 2012). 극궤도 위성인 MODIS 센

서가탑재된 Terra/Aqua 위성의열적외채널자료에분

리대기창 기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복사휘도 기반

(radiance based)의 검증 결과 RMSE가 낮에는 1.67K, 밤

에는 1.13K의정확도를보였다(Li et al., 2020). 일반적인

분리대기창 기법의 지표면온도 산출식 형태는 식(1)과

같다.

LST = a0 + a1 TB1 + a2(TB1 – TB2) + a3(1 – ε–) 
+ a4(Δε) + a5(sec(VZA) – 1)                     (1)

식(1)에서 a0~a5는회귀분석을통해얻어진계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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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design for radiative transfer model simulation about atmospheric profile, absorption gas, surface
conditions, and satellite viewing angle in mid-infrared channels. All the atmospheric profiles in the MODTRAN6
are used. (The duplicate symbol (〃) means that the items in the table are the same as the ones above.)

Exp. name Atm. profile CO2 (ppm) O3 LST (K) Emissivity VZA (°)

CNTL_Exp US standard 1976 Fixed
(420) US standard 1976 LST=Ta Fixed

(εb1 = εb2 = 0.92) 0

ATM_Exp
6 types of

atmospheric profiles
(Atm. Pro.)

〃 6 types of Atm. Pro. 〃 〃 〃

CO2_Exp 〃
400–440
(Intv. 10) 〃 〃 〃 〃

O3_Exp 〃
Fixed
(420)

Change only O3

profile in the 
Atm. Pro.

〃 〃 〃

LST_Exp 〃 〃 6 types of Atm. Pro.
Diurnal variation of LST

LST-Ta = –6 + 2
(Intv: 2)

〃 〃

Emis_Exp 〃 〃 〃 LST = Ta

εb1: 0.74–0.98
(Intv.: 0.04)
Δε: –0.1–0.1
(Intv.: 0.05)

〃

εb1: 0.86±0.08
(Intv.: 0.04)

εb2 = εb1±0.10
(Intv.: 0.05)

〃

VZA_Exp 〃 〃 〃 〃
Fixed

(εb1 = εb2 = 0.92)
0–30

(Intv. : 5)



TB1과 TB2는각밴드의대기상단의온도, ε–는두밴드의

지표면방출률의평균, Δε는두밴드의지표면방출률의

차이그리고VZA는위성의관측각(satellite viewing zenith

angle)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기 조건과

지면조건을반영한중적외파장역의지표면온도산출

식개발을위해전지구에대한 SeeBor version 5 대기연

직구조자료중동아시아와오세아니아지역의 2,693개

를 사용하였으며 복사전달모의를 Table 4와 같이 실시

하였다.

다양한조건에서복사전달모의를통해산출된대기

상단에서의 밴드 1과 2의 지표면 온도(이하 대기상단

온도)를분리대기창기법에입력하여추정된지표면온

도와처방된지표면온도간다중회귀분석을통해산출

계수를획득하였다. 회귀분석을통해얻어진산출식을

이용하여 2021년에수행된현장관측일에대해지표면

온도를산출하고이에대한정확도를평가하였다.

3.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온도에 대한 중적외 파장역의 

민감도 실험

중적외파장역의대기상단온도에영향을미치는대

기연직구조와흡수기체, 지표면특성정보, 위성관측각

에따른온도민감도를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이를위

해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하여 복사휘도를 모의하였다.

복사전달모델에서는파장별대기상단의총복사휘도,

지표에서 방출된 상향 복사휘도, 대기에서 방출된 복

사휘도, 대기에서 방출된 하향 복사휘도가 지표에 반

사되어 대기상단에 도달한 복사휘도가 모의되며 파장

별 투과율이 계산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2)

와같다.

Li
sat = [ε(i)B(i,Ts) + (1 – ε(i))Li

d]τ(i,θ) + Li
p(θ)      (2)

식(2)에서 Li
sat는 밴드 i의 위성에서 측정된 복사휘도

로대기상단총복사휘도, ε(i)는밴드 i의지표면방출률,

B(i,Ts)는지표면온도(Ts)에의한지표방출복사휘도, Li
d

는 대기에서 방출된 하향 복사휘도, τ(i,θ)는 위성의 관

측각 θ일 때 채널 i의 투과율, Li
p는 대기 방출항을 의미

한다. 대기상단온도는 Li
sat와각밴드별중심파장을역

변환된플랑크방정식에대입하여계산하였다.

Fig. 6은 미 표준대기를 이용한 기준 실험에서 복사

모의된복사휘도를나타낸것이다. 위성에서측정된총

복사휘도는파란색, 지면에서방출된복사휘도는하늘

색, 대기에서방출된복사휘도는녹색, 지면에반사되어

위성에도달한복사휘도는노란색으로나타냈다. 밴드

1의구간에서는대부분이지표에서방출된복사휘도인

반면 밴드 2에서는 지표와 대기 방출 복사휘도가 혼재

되어있어대기의영향을크게받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두 밴드의 사이에 위치한 이산화탄소 흡수대

(4.1–4.5 µm)에서는 총 복사휘도의 크기가 다른 파장역

보다상당히작게나타났으며대부분의기여량이대기

에서방출된것으로나타났다.

기준실험에서모의된중적외파장역의광대역밴드

와밴드 1, 2의대기상단온도와기준온도(reference LST,

LST)의차이를 Table 5에나타냈다. 여기서기준온도는

복사전달모델 모의시에 입력된 지표면온도를 의미하

며 Twi, TB1, TB2는각각광대역밴드와밴드 1, 2의대기상

단온도를 TAVE와 BTD는각각 TB1 과 TB2의평균및차이

를의미한다. 각밴드의파장역에따른대기상단온도와

기준온도와의차이는광대역밴드에서는 –12.08K이발

생한반면, 각밴드에서는–3.44K, –10.26K으로나타났다.

두 밴드의 단순평균 온도(TAVE)와 기준온도와의 차이는

–6.85K으로두밴드의대기상단온도차(밴드 1–밴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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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input conditions of the radiative transfer model simulation according to the various atmospheric and surface
conditions

Parameters Detailed conditions
Atmospheric profiles 2693 SeeBor version 5 database

Diurnal variation of land surface temperature Night: Ta – 6K ~ Ta + 2K (Intv.: 2K)

Land surface emissivity εb1: 0.7400–0.9800 (Intv.: 0.04)
–0.10 ≤ Δε ≤ 0.10 (Intv.: 0.05)

Satellite viewing zenith angle VZA: 0–30° (Intv.: 5°)



TB1–TB2)인 6.82K과크기가비슷하게나타났다.

대기연직구조가 광대역 밴드, 밴드 1, 2의 대기 상단

온도에미치는영향을 Table 6에나타냈다. 대기연직구

조에따라대기상단온도와기준온도와의차이가크게

났으며기준온도및혼합비에반비례하게나타났다. 광

대역 밴드에서는 기준온도와의 차이가 열대 지역

(TRO)에서 -15.05K으로 가장 크게, 아한대 겨울(SAW)

에서 -3.93K으로가장작게나타났다. 광대역밴드와밴

드 1, 2의 대기상단 온도와 기준온도를 비교하였을 때

대기연직구조에 관계없이 밴드 1에서 가장 작은 차이

를 보였으며 광대역 밴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광

대역밴드가 대기연직구조 특성에 가장 민감함을 제시

한다.

Table 7은이산화탄소농도변화가광대역밴드와밴

드 1, 2의대기상단온도에미치는영향을나타낸것이다.

2021년 남한의 연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 ppm으

로이산화탄소농도를 20 ppm씩증감시켰을때대기연

직구조유형및밴드유형에관계없이이산화탄소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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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aphs of RTM simulated total radiance (blue), surface emitted radiance (skyblue), path
radiance (green), and ground reflected radiance (yellow) by wavelength using US
standard 1976 profiles.

Table 5.  The top of atmosphere (TOA) temperature and difference for each band according to wavelength range (Unit: K)

Name of
Exp.

Ref. LST
(LST)

Wide band Band 1 Band 2 Ave. Diff. BTD
Twi Twi – LST TB1 TB1 – LST TB2 TB2 – LST TAVE – LST TB1 – TB2

CNTL_Exp 288.15 276.07 –12.08 284.71 –3.44 277.89 –10.26 –6.85 6.82

Table 6.  The top of atmosphere (TOA) temperature and difference according to atmospheric vertical profiles for each
band according to the wavelength range (unit: K)

ATM Exp. TPW
(g/cm2)

Ref. LST
(LST)

Wide band Band 1 Band 2 Ave. Diff. BTD
Twi Twi – LST TB1 TB1 – LST TB2 TB2 – LST TAVE – LST TB1 – TB2

TRO 4.115 299.70 284.65 –15.05 295.37 –4.33 286.01 –13.69 –9.01 9.36
MLS 2.922 294.20 281.37 –12.83 290.58 –3.62 282.98 –11.22 –7.42 7.60
USS 1.416 288.15 276.07 –12.08 284.71 –3.44 277.89 –10.26 –6.85 6.82
SAS 2.081 287.20 275.74 –11.46 283.85 –3.35 276.86 –10.34 –6.84 6.99

MLW 0.852 272.20 264.22 –7.98 269.82 –2.38 265.74 –6.46 –4.42 4.08
SAW 0.416 257.20 253.27 –3.93 256.55 –0.65 254.09 –3.11 –1.88 2.46



가 400 ppm에서 440 ppm으로 증가할수록 대기상단 온

도는감소하였으나그크기는 0.06K보다작게나타났다.

이는 중적외 파장역이 대기연직구조에 관계없이 이산

화탄소농도에민감하지않음을의미한다.

오존연직구조가대기상단온도에미치는영향을분

석하기 위해 총 36개(대기연직구조 6개 × 오존 연직구

조 6개)의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대기연직구조와 오존

연직구조가동일할때를기준으로다른오존연직구조

를처방하였을때대기상단온도가얼마나변화하였는

지를 Fig. 7에 나타냈다. 광대역 밴드와 밴드 2에서는

다른지역의오존연직구조로변경하였을때대기상단

온도가 각각 –0.3K~+0.2K, –0.6K~+0.3K의 차이를 보

였다. 반면 밴드 1에서는 0.01K 이내로 거의 영향을 받

지않았다. 오존최고농도발생고도가열대지역의오존

대기연직구조는대기상단온도를높이는반면오존최

고농도발생고도가낮은아한대겨울의오존연직구조

의경우대기상단온도를낮추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오존연직구조에대한민감도실험은실제지역에서나

타나기어려운극단적인상황을가정한실험이므로실

제오존연직구조의변화가대기상단온도에미치는영

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지표면온도의일변동에따른복사모의된대기상단

온도와 기준온도의 차이를 각 밴드별로 Fig. 8에 나타

냈다. 세 밴드 모두 열대 지역(TRO)의 대기상단 온도

와기준온도간차이가가장크고아한대겨울(SAW)에

서 대기상단 온도와 기준온도 간 차이가 가장 작게 나

타났다. 세 개 밴드 모두 역전층이 강하게 발달했을 때

(LST-Ta = –6K) 대기상단온도와기준온도와의차이가

가장작게나타났으며지표면온도와기온의차이가줄

어들수록 대기상단 온도와 기준온도와의 차이가 선형

으로변화하였다. 광대역밴드와밴드 2의대기상단온

도와기준온도와의차이가비슷한형태와크기로나타

난 반면 밴드 1에서는 대기상단 온도와 기준온도와의

차이가 1/3정도의 크기로 지표면온도의 일 변동에 따

라 밴드 별로 다른 민감도를 보였다. 지표면온도의 일

변동영향이대기연직구조특성에따라상이하게나타

나고있음은중적외두밴드를이용하여지표면온도산

출b시대기의특성을고려해야함을제시한다.

두밴드의지표면방출률에따른대기상단온도의민

감도분석한결과를 Fig. 9에나타내었는데밴드 1, 2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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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top of atmosphere (TOA) temperature and difference by band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carbon
dioxide and the wavelength range (unit: K)

ATM Exp. CO2

[ppm]
Ref. LST

(LST)
Wide band Band 1 Band 2 Ave. Diff. BTD

Twi Twi – LST TB1 TB1 – LST TB2 TB2 – LST TAVE – LST TB1 – TB2

TRO
400 299.70 284.68 –15.02 295.37 –4.33 286.05 –13.65 –8.99 9.32
420 299.70 284.65 –15.05 295.37 –4.33 286.01 –13.69 –9.01 9.36
440 299.70 284.62 –15.08 295.37 –4.33 285.97 –13.73 –9.03 9.40

MLS
400 294.20 281.40 –12.80 290.59 –3.61 283.02 –11.18 –7.40 7.57
420 294.20 281.37 –12.83 290.58 –3.62 282.98 –11.22 –7.42 7.60
440 294.20 281.34 –12.86 290.58 –3.62 282.94 –11.26 –7.44 7.64

USS
400 288.15 276.10 –12.05 284.71 –3.44 277.93 –10.22 –4.40 6.78
420 288.15 276.07 –12.08 284.71 –3.44 277.89 –10.26 –4.42 6.82
440 288.15 276.05 –12.10 284.71 –3.44 277.85 –10.30 –4.44 6.86

SAS
400 287.20 275.74 –11.46 283.85 –3.35 276.86 –10.34 –6.84 6.99
420 287.20 275.72 –11.48 283.85 –3.35 276.82 –10.38 –6.86 7.03
440 287.20 275.70 –11.50 283.85 –3.35 276.79 –10.41 –6.88 7.06

MLW
400 272.20 264.24 –7.96 269.83 –2.37 265.77 –6.43 –2.65 4.06
420 272.20 264.22 –7.98 269.82 –2.38 265.74 –6.46 –2.66 4.08
440 272.20 264.20 –8.00 269.82 –2.38 265.71 –6.49 –2.66 4.11

SAW
400 257.20 252.70 –4.50 255.67 –1.53 253.44 –3.76 –6.83 2.23
420 257.20 252.69 –4.51 255.67 –1.53 253.42 –3.78 –6.85 2.25
440 257.20 252.67 –4.53 255.67 –1.53 253.40 –3.80 –6.87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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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difference between TOA temperature and reference LST of each band according to ozone profiles and
atmospheric profiles: (a) wide band, (b) band 1, and (c) b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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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difference between TOA temperature and reference LST of each band according to the diurnal
variation of LST and atmospheric profiles: (a) wide band, (b) band 1, and (c) band 2.

Fig. 9.  The TOA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land surface emissivity (LSE) of each band: (a) band 1 and (c)
band 2. The difference between TOA temperature and reference LST according to the LSE of each band:
(b) band 1 and (d) band 2.



두지표면방출률이증가할수록대기상단온도도비례

해서증가하고있다. 밴드 1에서는지표면방출률이증

가할수록 대기상단 온도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대기연

직구조와 관계없이 비슷한 반면, 밴드 2에서는 지표면

방출률이 증가할수록 아한대 겨울(SAW)에서 가장 가

파르게, 열대지역(TRO)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지

표면방출률의영향이대기연직구조및밴드에따라상

이하게나타나고있어지표면온도산출시대기연직구

조뿐만아니라두밴드의방출률도고려해야함을제시

한다.

Fig. 10은두밴드의지표면방출률의변화에따른대

기연직구조별두밴드사이의대기상단온도차를나타

낸 것이다. 대기연직구조에 관계없이 밴드 1의 방출률

이증가할수록두밴드의대기상단온도차가증가하고

있다. 하지만밴드 2의방출률이증가할수록(두밴드의

방출률차가작아지거나음으로감소할수록) 대기상단

온도차이는감소하고있다. 또한방출률차이에관계없

이상대적으로기온이높고수증기량이많은열대대기

(TRO)에서는대기상단온도차가크고, 기온이낮고수

증기량이 적은 중위도 겨울(MLW) 및 아한대 겨울

(SAW)에서는 대기상단 온도차가 작게 나타나 방출률

차의영향이대기연직구조유형에따라상이함을제시

한다.

Table 8은 밴드 1의 지표면 방출률 0.86을 기준으로

지표면방출률이증감했을때대기연직구조별대기상

단 온도차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표면 방출률이

0.86에서증가(감소)하면대기상단온도는증가(감소)하

고 있다. 대기연직구조에 관계없이 밴드1의 방출률이

0.78에서 0.94로 0.04씩증가할때마다대기상단온도의

증가폭이 0.65–0.8K으로차이가크지않았다.

Table 9는두밴드의방출률이같을때를기준으로방

출률차가증감하였을때두밴드의대기상단온도의차

이를나타낸것이다. 모든대기연직구조에서두밴드의

방출률 차가 음(양)으로 변화하면 대기상단 온도 차이

는 증가(감소)한다. 일반적으로 두 밴드의 방출률 차의

영향은대기연직구조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데 TRO,

MLS보다 MLW, SAW에서크게나타나고있다.

위성관측각에따른대기연직구조별대기상단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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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difference between TOA temperature of band 1 and band 2 according to atmospheric profiles and the LSE
of two bands.

Table 8.  The TOA temperature difference of band 1 when the LSE of band 1 is changed by ±0.08 based on 0.86
Band 1 emissivity

(εb1)
TRO MLS USS SAS MLW SAW

0.94 1.30 1.34 1.51 1.40 1.36 1.22
0.90 0.66 0.68 0.77 0.71 0.69 0.62
0.86 0.00 0.00 0.00 0.00 0.00 0.00
0.82 –0.68 –0.70 –0.79 –0.74 –0.71 –0.64
0.78 –1.37 –1.42 –1.60 –1.49 –1.4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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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OA temperatu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SE of the two bands and atmospheric profiles
Band 1 emissivity (εb1)

TRO MLS USS
Δε

(B1–B2) 0.78 0.82 0.86 0.90 0.94 0.78 0.82 0.86 0.90 0.94 0.78 0.82 0.86 0.90 0.94

0.10 –0.45 –0.45 –0.45 –0.44 –0.44 –0.58 –0.58 –0.58 –0.57 –0.56 –1.13 –1.12 –1.10 –1.09 –1.07
0.05 –0.22 –0.22 –0.22 –0.22 –0.22 –0.29 –0.29 –0.29 –0.29 –0.28 –0.56 –0.55 –0.55 –0.54 –0.5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5 0.23 0.22 0.22 0.22 0.22 0.29 0.29 0.28 0.28 0.28 0.55 0.55 0.53 0.53 0.53
-0.10 0.45 0.44 0.44 0.40 0.22 0.57 0.57 0.57 0.50 0.28 1.09 1.08 1.06 0.95 0.53

SAS MLW SAW
Δε

(B1–B2) 0.78 0.82 0.86 0.90 0.94 0.78 0.82 0.86 0.90 0.94 0.78 0.82 0.86 0.90 0.94

0.10 –0.84 –0.83 –0.82 –0.81 –0.80 –1.17 –1.15 –1.14 –1.12 –1.10 –1.24 –1.21 –1.19 –1.17 –1.14
0.05 –0.42 –0.41 –0.41 –0.40 –0.40 –0.58 –0.57 –0.56 –0.55 –0.54 –0.61 –0.60 –0.59 –0.58 –0.5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5 0.41 0.40 0.40 0.40 0.40 0.57 0.56 0.55 0.54 0.54 0.60 0.59 0.58 0.57 0.56
-0.10 0.81 0.80 0.80 0.72 0.40 1.13 1.11 1.09 0.97 0.54 1.18 1.16 1.14 1.01 0.56

Reference: when the LSE of band 1 and band 2 are the same value.

Fig. 11.  Based on the zero degree of viewing zenith angle, the difference between each band of TOA temperature
and reference LST according to the viewing zenith angle: (a) wide band, (b) band 1, and (c) band 2.



기준온도와의차이를각밴드별로Fig. 11에나타냈다. 관

측각 0°를기준으로하였을때관측각이증가할수록대

기통과길이의증가로인해모든밴드에서대기상단온

도가 감소되고 있다. 관측각이 0°에서 30°로 증가할수

록대기상단온도차는밴드 1과 2 모두열대지역(TRO)

에서각각–0.33K과–0.98K으로가장큰차이를보이며,

SAW에서 –0.10K과 –0.31K으로가장작은차이를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의 온도가 높고 수증기량이 많

을수록관측각의영향을많이받음과밴드 2가밴드1보

다약 3배정도관측각에민감함을제시한다.

Table 10은 중적외 밴드의 대기상단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주요변인들에대한온도민감도실험결과에대

한 요약을 나타낸 것이다. 민감도 분석 결과 밴드와 관

계없이대기상단온도는대기연직구조에가장큰영향

을 받으며 지표면 방출률, 지표면온도의 일 변동, 위성

의 관측각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 지표면 방출률 실험

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대기연직구조인 아한대 겨울

(SAW)에서대기상단온도의차이가가장컸고, 열대지

역(TRO)에서가장작게나타났다. 특히주요변인실험

모두에서밴드 1이가장덜민감한밴드로나타났다. 또

한흡수기체(이산화탄소, 오존)의영향은대기연직구조

에 관계없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대기상단 온

도에미치는영향이작게나타났다. 대기연직구조, 방출

률 등 복사전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밴

드 1과 밴드 2의 대기상단 온도 민감도가 다른 특징을

분리대기창 기법에 적용하면 지표면온도 산출이 가능

할것으로판단된다.

2) 중적외 밴드를 이용한 지표면온도 산출

중적외 2개 밴드를 이용한 분리대기창 기법으로 지

표면온도산출식을개발하기위해 Table 3과같이복사

전달모델을모의하여총 3,298,925 (2693 (atm) × 5 (LST) ×
7 (εb1) × 5 (Δε)) × 7 (VZA))개의복사전달모의자료를생

성하였다. 복사 모의된 밴드 1과 2의 휘도온도와 두 밴

드의지표면방출률, 위성관측각과기준지표면온도간

회귀 분석을 통해 지표면온도 산출식(1)의 회귀계수를

획득하였으며이를 Table 11에나타냈다.

획득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지표면온도를 추정한

값과기준온도간산점도를 Fig. 12에나타내었다. 복사

전달모델에 입력된 기준 지표면온도와 회귀식으로 추

정된 지표면온도는 250K부터 330K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1:1 선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준 지표면온

도와 추정된 지표면온도의 상관계수는 0.999, 편의는

0.023K 그리고 RMSE는 0.437K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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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ummary of sensitivity experiment results for major variables affecting TOA temperature
Exp. name Wide band Band 1 Band 2 Comments

Atm Exp. –15.05 ~ –3.93K –4.33 ~ –0.65K –13.69 ~ –3.11K TRO > MLS > … > SAW

Emis. Exp.
(0.72~0.99) –16.70 ~ –3.83K –7.76 ~ –0.51K –14.58 ~ –3.00K SAW > MLW > … > TRO

Emis. Exp.
(εb1 = 0.86 ± 0.08 , Δε = -0.1~0.1)

–1.60 ~ 1.51K
(Ref.: εb1 = 0.86)

–1.24 ~ 1.18K
(Ref.: εb1 = εb2)

SAW > MLW > … > TRO

LST Exp. –16.11 ~ –2.09K –4.73 ~ –2.09K –15.03 ~ –1.72K TRO > MLS > … > SAW

VZA Exp.
(0° → 30°) –0.78K ~ 0.00 –0.33 K ~ 0.00 –0.98 K ~ 0.00 TRO > MLS > … > SAW

O3 Exp. –0.30 ~ 0.20K < 0.01K –0.61 ~ 0.34K

CO2 Exp.
(420 ± 20 ppm) < ± 0.03K < ± 0.01K < ± 0.04K

Table 11.  The coefficients of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retrieval equation using mid-infrared bands (Eq. (1))
a0 a1 a2 a3 a4 a5

Coeff. –1.17850 1.00059 0.391642 20.8716 –10.7476 0.0650983



Fig. 13은 지표면온도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에대해 RMSE의분포를나타낸것이다. 중적외두밴드

의휘도온도차이가–5K부터 28K까지다양하게나타났

으며 휘도온도차가 음수일 때 RMSE가 1.8K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 휘도온도차가 9–13K일 때 지표면온도

의 일 변동, 방출률 차, 위성 관측각에 관계없이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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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catter plot between the reference LST and
estimated LST by the split-window LST retrieval
algorithm using the 2 band of mid-infrared (gray
dotted line in represents the 1:1 line).

Fig. 13.  Distribution of RMSEs for the LST retrieval algorithms based on the different impacting factors: (a) TOA
temperature difference (BTD) and surface lapse rate, (b) emissivity difference (Δε) and BTD, (c) Δε and surface
lapse rate, (d) satellite viewing zenith angle (VZA) and BTD, (e) VZA and surface lapse rate.

Fig. 14.  Scatter plot between in-situ observed LST and
estimated LST by split-window LST retrieval
algorithm using the 2 band of mid-infrared (gray
dotted line represents the 1:1 line).



가 0.6K 이하로가장작게나타났다.

2021년에수행한현장관측자료(Table 2)를이용하여

복사모의된밴드 1과 2의휘도온도를복사전달모의로

획득한 지표면온도 도출식으로 산출한 결과를 Fig. 14

에나타냈다. 여기서복사전달모의에필요한밴드1과 2

의 방출률은 ECOSTRESS 자료로부터 현장 관측지점

의지면피복에대해평균하여사용하였고지표면온도

는현장관측자료를이용하였다. 또한대기연직구조자

료는GFS자료를시공간내삽하여사용하였다. 현장관

측된 지표면온도와 분리대기창 기법으로 산출된 지표

면온도는 270K부터 297K까지 1:1선보다 약간 좌상단

으로치우쳐나타나고있다. 전반적으로분리대기창기

법으로 산출된 지표면온도는 현장 관측된 지표면온도

보다 온난 편의(1.875K)를 보이고 있으며 그 크기는 저

온일때더큰값을보인다. 두지표면온도간상관계수

는 0.993, RMSE는 2.079K을보였다. 온난편의가계통적

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복사전달모의에사용된대

기연직구조 자료 차이(회귀식: SeeBor, 현장관측: GFS)

그리고방출률오차(ECOSTRESS) 등이복합적으로작

용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장관측지점수가 26개인점을고려하더라

도이러한결과는중적외파장역을두개밴드로분리하

였을 때 정확한 지면 정보와 대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지표면온도산출이가능함을제시한다. 하지만일반적

인경우시공간적으로변동성이큰지표면의방출률과

대기조건을모두아는경우는거의없다. 특히시공간적

으로 변동성이 큰 밴드 별 방출률 자료 확보가 중요한

데현실적으로현장관측자료가거의없기때문에간접

적인 방법으로 구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Wisconsin

대학에서 baseline fit 기법으로 MODIS의 파장역에 대

해 방출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지면이 주로 토양과 식생으로 구성되었다는 가정하에

fractional vegetation cover (FVC) 방법으로 직접 도출하

여사용하기도한다(Peres and DaCamara, 2005; Seemann

et al., 2008; Sobrino et al., 2008). 분리대기창 기법으로 지

표면온도를구하는과정에서주로사용되는 FVC 방법

으로 방출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지면피복분류자료(토지이용자료)와시간에따라변하

는 식생 및 적설비율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Park and

Suh, 2014; Li et al., 2020). 따라서본연구결과는중적외

파장역을이용하여지표면온도를도출할수있는이론

적인상한선을제시한것으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연구에서는중적외파장역의대기상단온도에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복사전달모델인 MODT

RAN6에 처방하여 온도 민감도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

하여야간에중적외파장역만을이용한지표면온도의

산출가능성을평가하였다. 중적외파장역의대기상단

온도에미치는주요변인들에대한민감도분석결과대

기연직구조에가장큰영향을받으며지표면방출률, 지

표면온도의일변동, 위성의관측각, 오존연직구조, 이

산화탄소농도순으로영향을받았다. 지표면방출률변

화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차갑고 건조한 대기연직구조

인 아한대 겨울에서 대기상단 온도의 차이가 –1.21K~

1.16K로 가장 컸으며,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윤한 대

기연직구조인 열대 지역에서 대기상단 온도의 차이가

–0.45K~+0.45K로가장작게나타났다. 오존연직구조

민감도 실험에서는 매우 극한 상황을 고려하였음에도

기준온도와의 차이가 –0.6K~+0.3K로 나타나 오존 연

직구조변화가중적외밴드의대기상단온도에미치는

영향은매우작을것으로추정된다. 이산화탄소농도실

험에서는 밴드와 관계없이 ±0.04K보다 작은 차이를

보여두밴드모두이산화탄소농도에는민감하지않음

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실험에서 밴드 1이 밴드 2

보다 주요 변인들에 대해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민감도분석결과를바탕으로 SeeBor대기연직구조

자료를 이용하여 3,298,925개의 모의 자료를 구축한 후

분리대기창 유형의 지표면온도 산출식을 도출하였다.

이 지표면온도 산출식으로 계산한 지표면온도와 처방

된 지표면온도 간 상관계수는 0.999, 편의는 0.023K,

RMSE는 0.437K로 나타나 회귀식이 적절하게 도출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6개 현장관측 자료를 이용하

여 지표면온도 산출식을 검증한 결과 상관계수 0.993,

편의 1.904K, RMSE 2.106K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관측된두밴드의지표면방출률자료와대기연직

구조자료가있다면중적외파장역만을이용한분리대

기창기법으로지표면온도산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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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일반적인경우지표면의방출률과대기조

건을 모두 아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

는중적외파장역을이용하여지표면온도를도출할수

있는이론적인상한선을제시한것으로이해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향후에는중적외파장역을탑재한위성

이 다양한 대기 및 지표면 환경에 대해 관측한 위성 자

료를이용하여지표면온도를산출하고그수준을평가

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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