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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arly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SeaWiFS)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which is the basis of the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for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 assumes that water-leaving radiances is negligible at near-infrared(NIR) wavelengths. For
this reason, all of the satellite measured radiances at the NIR wavelengths are assigned to aerosol radiances.
However that assumption would cause underestimation of water-leaving radiances if it were applied to
turbid Case-2 waters. To overcome this problem, Management Unit of the North Sea Mathematical
Models(MUMM)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has been developed for turbid waters. This MUMM
algorithm introduces new parameter α, representing the ratio of water-leaving reflectance at the NIR
wavelengths. α is calculated by statistical method and is assumed to be constant throughout the study area.
Using this algorithm, we can obtain comparatively accurate water-leaving radiances in the moderately
turbid waters where the NIR water-leaving reflectance is less than approximately 0.01. However, this
algorithm still underestimates the water-leaving radiances at the extremely turbid water since the ratio of
water-leaving radiance at two NIR wavelengths, α is changed with concentration of suspended particles.
In this study, we modified the MUMM algorithm to calculate appropriate value for α using an iterative
technique. As a result, the accuracy of water-leaving reflectance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Specific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Root Mean Square Error(RMSE) of the modified MUMM algorithm
was 0.002 while that of the MUMM algorithm was 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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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천리안 위성 해양탑재체(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대기보정의 근간이 되

는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SeaWiFS) 초기 대기보정 기법은 근적외선 파장대의 해

수 반사도를 0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근적외선 파장에서 탐지되는 모든 신호는 에어로졸

산란에 의한 반사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탁한 해역에서 해수 반사도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

점을 야기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Management Unit of the North Sea Mathema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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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색 원격탐사는 가시광선(Visible, VIS)과 근적외선

(Near-infrared, NIR) 파장영역에서탐지되는해수반사

신호를 통해 클로로필(Chlorophyll, Chl)농도, 용존유기

물(dissolved organic matter, DOM), 부유퇴적물(suspended

sediment, SS) 등해수가포함하고있는생지화학적정보

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활용되어왔다

(IOCCG, 2003). 초기 해색 원격탐사의 주된 목적은 대

양의클로로필농도의전지구적분포를파악하는것이

었으나, 최근들어연안연구가활발해지는추세이다.

연안은바람, 조류, 얕은수심등의요인으로부유퇴적

물 거동(Sediment Dynamics)이 일어나며 생태학적으로

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Doxaran et al., 2003). 이러한부

유퇴적물거동의특성및시공간적변환탐지를수행하

기 위하여 해색 위성 영상이 다양하게 활용되어왔다

(Doxaran et al., 2009, Choi et al., 2012). 천리안위성해양탑

재체(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y, GOCI)는 한반도

를 중심으로 동북아 해역을 하루 8번 1시간 간격으로

관측하여 기존 해색 위성에 비하여 높은 시간 해상도

를 갖는다. 그러므로 연안의 시공간적 부유퇴적물 변

동성을분석하기에적합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Choi

et al., 2012).

GOCI 영상을이용한시공간적부유퇴적물변동성

연구는대기의산란및해수면반사에의한신호를효

과적으로제거하는대기보정단계가선행되어야한다.

초기대기보정은Gordon and Wang (1994)에의해개발된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SeaWiFS)자료처리

기술로부터발전되어왔다(Gordon and Wang, 1994; Wang

and Gordon, 1994). 위대기보정은근적외선파장대의해

수반사도를 0으로가정(Black pixel assumption)하는방법

으로, 맑은해역인Case-I 해역에서는적합하지만클로

로필농도, 부유퇴적물농도가높은 Case-II 해역에서

는재부유입자의후방산란신호의영향이고려되지않

으므로 해수 신호를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Siegel et al., 2000).

위와 같은 연안 대기보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Ruddick et al.(2000)은 근적외선 파장대의 해수 반사도

기울기(α)를사용하여재부유입자의후방산란신호를

고려하였다. 이알고리즘은비교적간단하며근적외선

해수반사도가 0.01보다작은중간탁도의해역에서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SeaWiFS Data Analysis System

(SeaDAS) 등에서많이사용되는방법이나매우탁한해

역의정확도는개선되지않았다. Hu et al.(2000)은가장

근접한 깨끗한 픽셀(nearest non turbid pixel)의 에어로졸

타입을모든픽셀에동일하게적용하여해수반사도를

계산한다. 위방법은대기의공간적분포가균질한경

우정확하지만, 각픽셀의정확한에어로졸타입및농

도를계산하지않기때문에대기가불안정할수록오차

가커진다. Siegel et al.(2000)은해수반사도모델을이용

하여, 반복계산을 통한 탁한 해역 대기보정을 제안하

였으나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Wang and Shi(2007)은 단파적외선 (Shortwave Infrared,

SWIR) 밴드를 이용하여 대기보정을 수행하였으나

GOCI와같이SWIR 파장을포함하지않는영상에는적

용할수없다. Ahn et al.(2012)는 GOCI의적색(Red) 밴드

와근적외선밴드의상관성을토대로GOCI 표준대기

보정기법을연구하였다.

본연구에서는 GOCI 영상이포함하는다양한연안

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지적인 연안에 적합한 대

기보정방법을개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Ruddick

et al.(2000)에서 제안한 Management Unit of the North Sea

Mathematical Models(MUMM) 알고리즘을 GOCI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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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MUMM) 대기보정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근적외선 파장에서 탐지되는 해수 반

사도 비율인 α를 도입하였다. α는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영상 내의 모든 픽셀에 고정적인 값으로

사용된다. 이 알고리즘은 근적외선 해수 반사도가 0.01보다 작은 중간 탁도의 해역에서는 잘 맞는 반면 매

우 탁한 해역에서는 α가 탁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오차율이 다시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탁한 해

역 해수 반사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α를 고정하지 않고, 반복계산을 통해 탁도에 적합한 α를 계산하

도록 MUMM 알고리즘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MUMM 알고리즘의 모든 밴드의 평균 Root Mean

Square Error(RMSE)는 0.0048인 반면 수정된 MUMM 알고리즘은 0.002로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



적용하였으며 목포 연안과 같은 매우 탁한 해역의 정

확도를높이기위해알고리즘을개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연구 지역

목포연안은바람, 조류및낮은수심으로인해입자

의재부유가활발하며영산강하구에서유출되는토사

에의해해수의광학적특성이복잡한해역이다(Fig. 1).

Choi and Kwon (1998)에따르면부유퇴적물농도(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SSC)는 평균 20g/m3 이상이며 계

절적으로겨울에는100g/m3이상을보이는탁한해역이

다. 목포연안의수심은 Fig. 1의오른쪽영상에나타나

있으며 육지와 인접하고 수심이 낮은 연안을 따라 부

유퇴적물농도가높은특성을보인다(Choi et al., 2012).

2) 현장 관측

현장 관측은 2012년 10월 16일 수행되었다. 정점의

위치는Fig. 2(a)와같이탁도변화추세가비슷한A 와B

Turbid water atmospheric correction for GOCI: Modification of MUMM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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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ampling station on 16 Oct., 2012 (2 sampling tracks and 19 sampling points). Spectral characteristics of in-situ Rrs(λ) in
(b) line A and (c) line B.

Fig. 1. Bathymetry of the study area in GOCI coverage.



라인으로구분되며비교적깨끗한해역부터매우탁한

해역이포함되었다. Fig. 2(b)와 (c)는각각A 라인과B 라

인의 원격 반사도(Remote Sensing Reflectance, Rrs) 스펙트

럼이다. 육지에서떨어진 A01, A02, B01 정점은모든파

장대의 Rrs 가 0.01이하의 낮은 값을 보이며 그 외의 정

점은육지에인접할수록탁도가증가함에따라스펙트

럼의절대값이커짐을알수있다.

현장광측정은350에서1050 nm 파장대역을수면위

에서(Above-water) 관측하는 ASD FieldSpec을 사용하였

다. ASD는 하향 복사조도(Downward irradiance, Ed(λ)), 총

수출복사휘도(Total upwelling radiance, LwT(λ)), 대기복사

휘도(Sky radiance, Lsky(λ))를 측정하며 Rrs(λ)를 계산하기

위해해수표면반사신호를제거하는식 (1)의과정을

거친다. 초기에획득되는Rrs(λ)는초다분광파장이므로

GOCI의 spectral response function을통해GOCI 파장에맞

는8개의Rrs(λ)로산출된다.

           Rrs(λ) =              (1)

현장자료와위성자료의비교분석은19개의정점중

태양의고도각이낮아지는 UTC 06, 07 데이터를제외

한13개의데이터가사용되었다.

3) 해색 대기보정

해색 센서에 관측되는 대기 밖 복사휘도(Top-of-

atmosphere radiance, LTOA(λ))는 수출 복사휘도 (Water-

leaving radiance, Lw(λ)) 외에도 공기 분자에 의한 산란

(Rayleigh scattering radiance, Lr(λ))과에어로졸입자에의한

산란(Aerosol scattering radiance, Lam(λ))으로구성되는대기

산란에의한복사휘도와태양광반사복사휘도(Sunglint

radiance, Lsg(λ)), 해수면흰거품반사복사휘도(Whitecap

radiance, Lwc(λ)) 등의 해수 표면 복사휘도로 구성된다

(식 (2)).

            LTOA(λ) = Lr(λ) + Lam(λ) + T(λ)Lsg(λ) 
+ t´(λ)Lwc(λ) + t˝(λ)Lw(λ)               (2)

T(λ), t́ (λ), t̋ (λ)은각각대기의직접투과율, 바다-센

서간의상향확산투과율, 태양-바다간의하향확산투

과율을 의미한다. 대기 밖 복사휘도인 LTOA(λ))는 대기

밖 반사도(Top-of-atmosphere reflectance, ρTOA(λ))로 변환

된다(식 (3)).

                     ρTOA (λ) =                         (3)

대기밖반사도에서레일리산란에의한반사도및

해수표면반사도를제거한다음, 식 (4)과같이에어로

졸및해수의신호로표현할수있다.

                    ρc(λ) = ρam(λ) + t˝(λ) ρw(λ)                     (4)

대기보정의일반적인기술은에어로졸산란에의한

반사도인 ρam(λ)를제거하는방법론에관한것이다. 초

기의 해색 위성영상을 위한 대기보정은 Black pixel

assumption을 따른다. 이는 근적외선 파장대(e.g. GOCI

745 nm, 865 nm)의해수반사도를 0으로가정하는것이

다(Gordon, 1978). 위 가정에 따라 식 (4)의 ρc(NIR)값은

모두ρam(NIR)로간주하게된다. 모든파장의ρam(λ)를계

산하기위하여식 (5)와같이대기보정파라미터 ɛ을각

픽셀마다계산한다.

                              ε ≡ 

 
≒ =

  (5)

ɛ은두개의NIR 밴드의에어로졸(ρam(NIR1), ρam(NIR2))

의비율로정의된다. 이값을통하여해당픽셀에적합

한 에어로졸 모델을 찾고 모든 밴드의 에어로졸 반사

도를추출한다. 모든파장의ρam(λ)을식 (4)에서제거한

뒤해수반사도ρw(λ) 및원격반사도Rrs가정해진다.

4) MUMM 알고리즘

서론에서언급되었듯이탁한해역에서는재부유입

LwT (θ, φ) _ ρLsky (π _ θ, φ)
Ed

πLTOA (λ)
cos(θs )F0(λ)

ρam(NIR1)
ρam(NIR2)

ρam (NIR1) + t´(NIR2)ρw (NIR1)
ρam (NIR2) + t´(NIR1)ρw (NIR2)

ρc(NIR1)
ρc(NIR2)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9, No.2, 2013

–176–

Fig. 3. Flowchart of MUMM algorithm.



자에 의한 후방산란 신호로 인해 근적외선 파장의 해

수 반사도를 0으로 가정할 수 없다. 초기 대기보정 방

법을탁한해역에적용할경우, 해수반사도를에어로

졸 반사도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기를 과 보정하게 되

며결론적으로해수반사도가과소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Ruddick et al.(2000)에서 소개된

MUMM 알고리즘은탁한해역에서해수반사도와에

어로졸반사도를정확하게분리하기위하여해수반사

도를대표하는보정변수α를추가도입한다(식 (6)).

                     α ≡ 

   
≒ = 

    (6)

탁한해역은에어로졸반사도에비해재부유입자의

후방산란신호가지배적이기때문에ρc(NIR)값을전부

해수반사도로간주한다. 그러므로 α와 ɛ은동일한식
ρc(NIR1)과 ρc(NIR2)의 비율로 계산된다. 영상의 격자

간격으로 ρc(NIR)를추출하여 ɛ은작은비율의평균, α
는큰비율값들의평균으로정해진다. α와 ɛ을영상안

에서 선정하기 위하여 탁한 해역과 깨끗한 해역이 공

존해야한다.

이 알고리즘은 α와 ɛ은 국지적인 영역 안에서 균질

하다고가정하여하나의값으로고정한다. α를고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해수 고유광특성의 단순함 때문이다.

근적외선해수반사도 ρw(NIR)은식 (7)과같이흡광계

수(absorption coefficient, a) 및후방산란계수(back scattering

coefficient, bb)의함수로표현된다. 각계수는크게해수,

식물성 플랑크톤, 무기물에 의한 계수의 합으로 표현

된다.

               ρw (NIR) = f ( )
 where a(NIR) = aw (NIR) + aph (NIR) + anc (NIR),  (7)

   bb (NIR) = bbw (NIR) + bbph (NIR) + bbnc (NIR)

aw(NIR)는 근적외선 파장에서의 해수의 흡광계수,

bbw(NIR)는해수의후방산란계수, aph(NIR)는식물성플

랑크톤의흡광계수, bbph(NIR)는식물성플랑크톤의후

방산란계수, anc(NIR)는무기물의흡광계수, bbnc(NIR)는

무기물의후방산란계수이다.

흡광계수 a(NIR)은해수의흡광계수 aw(NIR)의영향

이지배적이며후방산란계수 bb(NIR)은무기물의후방

산란계수 bbnc(NIR)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식 (6)에서

bb(NIR)는 탁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로 작용

하므로α는 a(NIR)에좌우된다(Ruddick et al., 2006). 위이

론에따라 α는국지적인영역에서고정가능한상수로

정의된다.

α와 마찬가지로 ɛ은 영상 내에서 고정 값으로 간주

된다. 이는 에어로졸 타입이 좁은 영역에서 수평적으

로 균질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며 본 알고리즘은

약200 km의국지적인해수에서유효하다(Ruddick et al.,

2000). 만일넓은영역에알고리즘을적용할경우, 해수

의 광학적 특성이 변하거나 에어로졸의 수평적 변화

량이 커짐에 따라 오차 량이 증가하므로 영역 설정에

주의를요한다.

ɛ과 α을 이용하여 ρc(NIR1), ρc(NIR2)를 재구성하여

식 (8)과 (9)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ρam(NIR)과
ρw(NIR)을구할수있다.

             ρc(NIR1) = ρam (NIR1) + ρw(NIR1) 
= ερam(NIR2) + αρw(NIR2)           (8)

              ρc(NIR2) = ρam(NIR2) + ρw(NIR2)               (9)

ρam(NIR1), ρam(NIR2)를통하여해당픽셀에적합한에

어로졸모델을계산하고모든밴드의ρam(λ)를도출하는

과정은표준대기보정알고리즘과동일하다(Fig. 3).

5) Modified MUMM 알고리즘

국지적인 영역에서 α는 고정 가능한 값이라는

MUMM 알고리즘의 가정과는 달리, α는 가변적인 값

임이복사전달모의실험(radiative transfer simulation) 및다

양한 위성자료를 통해 밝혀졌다(Ruddick et al., 2006;

Doron et al., 2011). 가변성의 주 요인은 근처의 육지 신

호, 해수온도변화, 부유물농도변화등이있다. 해수

의부유물농도가증가함에따라α가점차감소하는현

상은 Ruddick et al.(2006)에서 증명되었으며 Doron et

al.(2011)에서MODIS, MERIS, SeaWiFS영상의 α가 0.01 <

ρw(NIR) < 0.1구간의 매우 탁한 해역에서 공통적으로

감소하고있음을밝혔다.

GOCI의경우, 레일리산란을제거한반사도ρc(NIR)

값이0.07까지증가하는매우탁한해역에서(Fig. 4a) α는
1.3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4b). 이는 탁도가

bb (NIR)
a(NIR) + bb (NIR)

t´(NIR2) ρw (NIR1)
t´(NIR1) ρw (NIR2)

ρam(NIR1) + t́ (NIR2) ρw (NIR1)
ρam (NIR2) + t́ (NIR1) ρw(NIR2)

ρc(NIR1)
ρc(NI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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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따라단파장에서먼저반사도의포화가일어

나는 광학특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우 탁한 해역은

NIR 반사도비율이작아지는결과를초래한다.

α를고정한 MUMM 알고리즘을사용할경우, 0.01 <
ρw(NIR) < 0.1구간의매우탁한해역에서는실제 α가감

소함에 따라 근적외선 해수 반사도를 과소 추정 되는

문제점이다시발생하게된다.

그러므로본연구는α를고정하지않고해당지역의

탁도에적합한값이선정되도록반복계산을수행하였

다. 영상내에서 ɛ과 α를통계적방법으로추출하던기

존알고리즘과동일한방법으로 ɛ을추출하되, α는구

축된 모델을 통해 픽셀마다 반복계산 한다(Fig. 5a). 반

복계산은Fig. 5(b)의흐름을따라수행된다.

6) 근적외선 해수 반사도 비율(α) 모델

탁도에비례하는 α를계산하기위해탁도와 α의관

계식을 수립하였다. 탁도를 대표하는 파라미터로는
ρw(745)를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ρw(NIR)은 탁

도가높아짐에따라재부유입자에의한반사도가커지

기 때문이다 . 모델링에 사용되는 ρw(745)는 Hu et

al.(2000)의 방법을 간소화하여 계산한 값을 참값으로

가정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지역 내에서 가장 깨끗한

해역의에어로졸반사도를모든영역에확장시켜서적

용하는것으로대기가안정적일수록정확도가높아진

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현장관측자료가존재하

는 날짜 중 대기가 안정적이었던 2011년 10월 26일 영

상을 선택하여 ρw(NIR)을 추출하였다. 탁도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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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Flowchart of modified MUMM algorithm and (b) Flowchart of iterative calculation for α.

Fig. 4. (a) The spectral patterns of ρc(865) and (b) ratio of water-leaving reflectance, α, on 26 Oct., 2011.



에따라α가변하는주요구간인ρw(NIR)>0.01을중점적

으로추출하였다. Fig. 6(a)의실선은α를고정값으로사

용하는 기존 방법이다. 반면 추출된 ρw(NIR)의 값은,
ρw(745)가 0.01인 경우 α는 1.936에 가까운 값을 보이지

만 ρw(745)가 증가함에 따라 α가 약 1.3까지 감소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 3의 ρc(NIR) 값으로도 확인된 경

향성이다. Fig. 6(b)의점선은이러한경향을 3차다항식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

을통하여도출된다항식은탁도에적합한 α를선정하

기위한반복계산에사용되었다.

3. 결과 및 토의

알고리즘을검증하기위해2012년10월16일12시16

분에촬영된 GOCI 영상에적용한결과 Fig. 7(a)와같은

Rrs(660)의결과를얻었다. 기존 MUMM 알고리즘결과

인 (b)는육지에인접한매우탁한해역에서오히려낮

은해수반사도값을보인다. 이는오차가탁도에비례

하게증가하고있음을시사한다. 이에비하여 (a)는육

지에 인접한 매우 탁한 해역에서 높은 반사도를 보이

고있으며최대0.01이상의반사도향상을보인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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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between MUMM and modified MUMM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applied to GOCI image acquired at 12:16
local time on 16 Oct., 2012. (a) Rrs(660) from the modified MUMM(different α for each pixels), (b) Rrs(660) from the
MUMM(α=1.936) and (c) profile of Rrs(660) from the MUMM and the modified MUMM along a horizontal line A-A’ shown in (a).

Fig. 6. Relationship between (a) ρw(745) and ρw(865), (b) ρw(745) and α. These are derived from the Hu’s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반복계산이해역의탁도에적합한α를도출하고있음

을 시사한다. 반사도 변화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ig. 7(c)와같이 (a)와 (b)영상에서동일위치인선 A-A´

단면도를도식화하였다. 그결과 Rrs(660) < 0.01의깨끗

한 해역에서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반복계산

과정에서 1.936에근사한α가선정되었기때문이다. 반

면, Rrs(660) ≥ 0.01의탁한해역에서는반복계산을통해

작은값의α가선정되기때문에두값차이폭이증가

함을알수있다.

Fig. 8은 745nm와 660nm에서 MUMM과 modified

MUMM을현장관측데이터와비교한결과이다. Rrs(745)

는 α계산을통하여새로이계산되는값이며 Rrs(660)는

탁도의 영향이 지배적인 값으로서, 본 알고리즘 검증

에서 중요한 파장대이다. Table 1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MUMM 알고리즘과 modified MUMM 알고리즘의

Rrs(745) RMSE는 각각 0.0026, 0.0011이며, Rrs(660) RMSE

는 0.0066, 0.0015로감소한경향을보이며경사(slope)는

커졌다. 이를통하여해수반사도가과소추정되는기

존의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8(b)의 가로축이 0.005보다 작은 깨끗한 해역의 정

점에서는현장값에비해높은경향성을보이는데, 향

후대리검정(Vicarious calibration)을수행함으로써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리 검정은 가시광선 영역

의방사보정오차율을 1% 미만으로줄이기위해해색

위성대기보정에일반적으로적용되는기술이다(Ahn

et al., 2012).

4. 결 론

본논문에서는 GOCI 탁한해역에적합한대기보정

기법을연구하였다. 기존MUMM 알고리즘을GOCI에

적용하되한계점으로인식되었던근적외선해수반사

도 비율을 탁도에 비례하는 가변적 값으로 수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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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between MUMM and modified MUMM algorithm. (a) in-situ Rrs(745) and GOCI Rrs(745), (b) in-situ Rrs(660) and
GOCI Rrs(660).

Table 1. Statistics of MUMM and modified MUMM.

number of data
MUMM modified MUMM

slope RMSE R² slope RMSE R²
Rrs(412nm)

13

0.53 0.0052 0.87 1.06 0.0029 0.84
Rrs(443nm) 0.62 0.0046 0.95 1.02 0.0026 0.93
Rrs(490nm) 0.63 0.0055 0.97 0.98 0.0028 0.96
Rrs(555nm) 0.66 0.0065 0.98 1.00 0.0027 0.98
Rrs(660nm) 0.64 0.0066 0.98 0.97 0.0015 0.98
Rrs(680nm) 0.64 0.0059 0.98 0.98 0.0016 0.97
Rrs(745nm) 0.59 0.0026 0.93 1.11 0.0011 0.93
Rrs(865nm) 0.54 0.0014 0.92 1.23 0.0011 0.93



다. 2012년 10월에취득한현장관측값 13개를비교분

석한결과, 기존MUMM 알고리즘에비하여개선된결

과를 도출하였다. 모든 밴드의 평균 RMSE는 MUMM

알고리즘 0.0048에서 modified MUMM 알고리즘 0.002

로감소하였다. 특히 660 nm에서는기울기가 0.64에서

0.97로 높아졌으며 RMSE는 0.007에서 0.001로 줄어들

었다. 이를통하여모델식에의한 NIR 해수반사도값

추정이개선되었음을확인하였다. 단파장에서는현장

값에 비해 높은 반사도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향후

대리검정을수행하여정확도를향상시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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