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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derivation of background temperature from geostationary satellite and
its validation based on ground measurement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for future use in
weather and surface heat variability. This study only focuses on daily and monthly brightness temperature
in 2012. From the analysis of COMS Meteorological Data Processing System (CMDPS) data, we have
found an error in cloud distribution of model, which used as a background temperature field, and in
examining the spatial homogeneity. Excessive cloudy pixels were reconstructed by statistical reanalysis
based on consistency of temperature measurement. The derived Brightness temperature has correlation
of 0.95, bias of 0.66 K and RMSE of 4.88 K with ground station measurements. The relation between
brightness temperature and both elevation and vegetated land cover were highly anti-correlated during
warm season and daytime, but marginally correlated during cold season and nighttime. This result suggests
that time varying emissivity data is required to derive land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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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위성 기반의 지표면 열적 특성 감시 및 기상현상 탐지에 이용할 수 있는 배경

온도장을 산출하고 지상관측자료 및 지리정보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배경온도장은 밝기온도를

선택하였으며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로 매 시간대에 대해 산출되었다. 밝기온도 자료에서 청천화소

와 구름화소를 구별하기 위해 천리안 구름탐지를 사용하였고, 천리안 구름탐지의 입력자료로 사용된 수치모

델자료와 공간 균질성 검사 부분에서 구름 오탐지현상을 발견하였다. 과다하게 구름으로 오탐지된 화소는

통계적인 방법에 기반한 구름화소 복원을 통해 해결하였다. 산출된 밝기온도 배경장은 지상관측 기온과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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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표면은 대기권의 하부 경계층이자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산업화 및 도시개발 등을 비롯한

인간 활동의 증가는 환경오염과 함께 지구온난화 및 다

양한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있다(Carlson and Arthur,

2000; Kalnay and Cai, 2003). 그 중 지표면 환경의 변화는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지표면 환경변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Wan et al., 2004; Zhou et al., 2004).

지표면 환경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상

관측이나 현장답사 등의 방법이 가장 정확도가 높지만

큰 인적, 물적 비용이 소요되며 산악 및 극지방의 경우

관측이 어려운 지역이 존재한다. 위성탐사는 이러한 관

측공백 지역에서도 균일한 간격으로 관측이 가능하고

일정한 품질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어 지표면 탐사에 효과적이다. 위성을 이용하여

생산해 낼 수 있는 지표면의 특성들은 정규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와같은분

광학적 지수를 비롯하여 토지피복과 같은 범주형 자료

또한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Wilson and Henderson-

Sellers, 1985; Liu and Huete, 1995; Sellers et al., 1996; Chase

et al., 2000; Gao et al., 2000; Owe et al., 2008) 방출률, 지표

면반사도 등 지표면의 성분으로 인한 고유의 물리적 특

성과 함께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 BT) 및 지

표면온도(Land Surface Temperature; LST)로 표현되는

지표면의 열적 특성 또한 측정할 수 있다(Bastiaanssen et

al., 1998; Liang et al., 1994; Su 2002; Harries et al., 2005).

2011년에 발사된 국내의 첫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

은 15분 간격으로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LST는 천리

안 기상자료처리시스템(CMDPS)에서 1시간 간격으로

산출된다. Baek and Choi(2012)의 연구에서 천리안 LST

가 한반도에서 갖는 유용성이 지상관측자료 및 미 항

공 우 주 국 (NASA)의 Terra/Aqua 위 성 에 탑 재 된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센서의 관측자료와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Choi et

al.(2014)은 천리안 LST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열섬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위성관측은 구름으로 차폐된 영역

에 대해 지표면 특성의 탐지가 불가능하므로 시공간적

으로 균질한 지표면 자료제공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위성기반의 도시열섬과 같은 지표면의 열

적 특성을 활용한 연구는 구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구름이 없는 날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

였다(Holben, 1986; Kaufman et al., 1997; Han et al., 2011).

특히 우리나라의 여름철이나 장마기간처럼 구름의 영

향을 많이 받는 계절 혹은 우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빈번한 구름의 영향으로 사례일 선정이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Streutker, 2003; Weng, 2003; Chen et al.,

2006; Tran et al., 2006; Yuan and Bauer, 2007; Feng and Shi,

2011; Aduah et al., 2012). 따라서 구름의 영향이 최소화

된 지표면 특성의 공간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위성 관

측자료 기반의 지표면 배경장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NASA에서 MODIS LST의 8일 평균 자

료와 월간 자료, MODIS NDVI의 16일 평균 자료와 월

간 자료 등의 지표면 배경장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Huete et al., 1999; Wan et al, 2004). 그 밖에도 Holben

(1986)은 미 해양대기청(NOAA)의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센서에서 관측한 적외

채널 관측자료의 합성 자료를 생산하고 NDVI와의 연

관성을 분석하여Maximum Value Composition(MVC) 을

사용할 때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름, 태양의 천정각, 수

증기의 영향이 작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Han

et al.(2011)은 FY-2D 위성의 5일 합성 자료로 지표면 온

도 변화를 탐지하여 모래폭풍 발생 예보에 적용 가능성

을 보였다. Neteler(2010)의 연구에서는MODIS LST의 9

년치 자료를 이용한 Self-Contained LST Reconstruc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MODIS Daily LST에서 구름의 영

향으로 산출에 실패한 화소들을 복원하였다. 국내에서

는Hong et al.(2010)의 연구에서 천리안위성의 적외채널

밝기온도차를 이용한 황사탐지에 중국 내륙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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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0.66 K의 편향과 4.88 K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보였다. 밝기온도 배경장과 고도는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녹지와의 상관관계는 기온이 높은 계절 및

주간에 높게 나타났으며, 상관관계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표면온도 산출 시 시

간에 따른 방출률을 별도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표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황사의 오탐지를 감

소시키기 위해 지표면 배경 밝기온도차를 정의하여 황

사탐지성능을 개선시켰으며, Park et al.(2012)의 연구에

서는 배경 밝기온도차 방법을 이용한 황사탐지 방법을

MODIS에 적용시키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의 기

상탑재체(MI) 센서의 적외채널 BT와 Level 2 LST 자료

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영역을 대상으로 2012년의 월별

배경장을 각 시간대별로 산출하기 위해 BT와 LST 중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고, COMS 구름탐지를 활용하여

구름을 제거한 뒤 시간대별로 월 평균을 이용한 배경장

산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배경장을 검증하기 위해 지상

관측소의 지상 2 m 기온과 토지 표면의 온도인 지면온

도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지리적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NASA Terra/Aqua위성의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ASTER) 센

서에서 관측한 Global Digital Elevation Model (GDEM)

자료와 메릴랜드 주립대의 Global Land Cover Facility

(GLCF) 에서 제공하는 MODIS 토지피복지도의 전 지

구 모자이크자료와 비교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배경장을 산출하기 위해 천리안위성의

Level 1B 적외 1채널(10.8 µm채널의 BT자료와 Level2

구름탐지 및 LST자료를 사용하였다. 천리안위성은

2010년 발사되어 2011년 4월부터 현업화를 시작한 우리

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이다(KMA, 2009). 1 km x 1

km 해상도의 가시채널 1개와 4 km x 4 km 해상도의 적

외채널 4개를 보유한 천리안의 기상탑재체(MI)는 15분

간격으로 관측을 수행하며, 이 관측 값은 CMDPS를 통

해 처리된다(Hong et al., 2009; KMA, 2009; Cho and Suh,

2013).

위성자료를 이용한 지표면 배경온도장 구축을 위해

서는 가장 먼저 구름을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MDPS 구름탐지 자료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구름화

소를 제거하였다. 구름탐지는 위성 관측 영상에서 화소

별 구름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산출물로 LST와 해수면

온도 등 다양한 산출물의 필수 입력자료로 사용되며,

CMDPS의 16종 산출물 중 가장 선행되어 산출되는 요

소이다(Chung et al., 2006). 구름탐지는 정확도 외에도 빠

른 처리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들를 통해

산출된다. 구름탐지에 이용되는 검사로는 단일채널을

이용한 검사, 두 채널의 차이를 이용한 검사, 공간균질

성에 대한 검사 등이 있으며 미리 정해진 경계치를 통

해 구름을 탐지한다(Chung et al., 2006; KMA, 2009).

BT는 위성에서 관측된 복사휘도를 플랑크 함수에 따

라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휘도로 가정하여 변환된 온도

이며 지표면이 방출하는 복사휘도에 대응하는 온도이

다. 또한 BT는 위성에서 관측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측

자료로 각 채널의 BT를 기반으로 구름탐지, 안개, 황사,

LST 등 다양한 산출물이 생산된다(KMA, 2009; Hong et

al., 2010; Shin et al., 2013). 반면 LST는 BT자료 중 구름화

소를 제거하고 육지에 해당하는 화소에 대해서 지표면

특성에 따른 방출률을 적용한 온도로서 4 km의 해상도

로 매 시간마다 산출된다(Hong et al., 2009; Choi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배경온도장의 검증을 위해 기

상청 지상관측소의 기온, 지면 온도, 전운량을 사용하였

으며, 지리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ASTER GDEM

과 토지피복 자료인GLCF의 토지피복지도를 사용하였

다. ASRER GDEM은 적도부근에서 약 30 m의 해상도

를 가지는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한 수치표고모델(DEM)

로(Tachikawa et al., 2011) 고도와 지표면 배경온도장 사

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GLCF에서는

MODIS의 토지피복지도를 전구영역으로 통합하여 물

을 포함한 17종의 토지피복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

다(Friedl et al., 2010; Channan et al., 2014). GLCF에서 제

공하는 5′ × 5′ 해상도의 토지피복지도와 지표면 배경

온도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지역은 북위 34°

에서 북위 38°까지, 동경 126°에서 동경 130°까지의 남한

의 내륙지역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 배경온도장을 산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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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BT와 LST중 배경온도장 구축에 더 적합한 자료를

선정한 후, 선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을 제거하고 월

별로 통계값을 산출하였다. 구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하는 CMDPS 구름탐지 자료의 신뢰성을 분석하였으며

구름을 제거한 후 평균 계산을 통해 배경온도장을 산출

하였다. 산출된 배경온도장은 지상 관측자료와 지리정

보의 공간적 분포와의 일치성을 통해 검증되었다. 다음

의 각 섹션에서 세부적인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1) CMDPS에서 산출한 BT와 LST의 비교 분석

천리안에서 산출하는 온도 자료는 BT와 LST가 있다.

기존 천리안 CMDPS의 LST 산출 알고리즘은 천리안위

성의 개발과정에서 MTSAT-1R 자료를 이용한 Hong et

al.(2009)의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다 . 또한 Baek and

Choi(2012)의 연구에서는 COMS LST를MODIS LST와

의 공간적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고 지상관측자료의 일

평균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비교 대상인MODIS는 극궤도 위성인 Terra/Aqua에 탑

재되어 오전 10시 30분경 적도를 통과하면서 일 1회 관

측을 실시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서의 공간적인 검

증은 가능하나 일변동은 검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

하며, 지상관측자료와도 비교는 일평균 자료의 비교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변동은 검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상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BT와

LST를 분석하였다.

Fig. 1은 BT와 LST의 일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북위

34°에서 북위 38°까지, 경위 126°에서 경위 130°까지의 내

륙지역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관측된 BT, LST의 월별

시계열과 지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청천 시 월 평균 기온

의 공간 평균과 청천 시 월 평균 지면온도의 공간평균

을 시계열로 나타낸 그림이다. 계절별로 겨울철과 여름

철을 대표할 수 있도록 1월과 8월에 대해 분석하였다.

LST는 구름화소에 대해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BT에서

도 마찬가지로 구름탐지 자료를 이용해서 구름으로 판

정된 화소는 평균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기온과

지면온도의 월 평균 자료에서도 구름이 관측되는 경우

를 제외하기 위해 전운량 자료가 0-10분위 중 0-2분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름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시간대

별로 월 평균을 구하였다.

BT, LST, 그리고 지면온도를 나타내는 Ts는 최고 온

도가 13시경에 관측되었지만, 지상 기온을 나타내는 Ta

는 2시간이 경과한 15시경에 관측되었는데 지면 공기

를 데우는데 그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여진다. 기온

의 일변화 산출에 청천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

몰 후 지속적으로 온도가 감소하며 일출 전후에 최저값

이 관측되어야 한다. 지상온도와 BT 모두 일몰 후 온도

가 감소하다가 일출 전후에 최저값을 보였지만 LST는

새벽 3시 이후부터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이 시각 LST 자료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LST를 구하기 위해서 BT에 적용된 대

기보정과 방출률 값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혹은 BT와

LST산출에 적용된 구름탐지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

로 보여진다. LST는 BT에 방출률을 적용하여 구해지기

때문에 그림에서 BT는 항상 LST보다 낮은 온도를 보여

주고 있다.

BT는 지표면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출물

이며 열섬효과나 열지수 산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지표면 BT는 구름제거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BT 배경장 산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2) CMDPS의 구름탐지 분석

BT 배경장 산출과정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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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urly variation of spatial mean of clear sky mean
brightness temperature (solid line with square), clear sky
land surface temperature (dotted line with circle), clear
sky mean air temperature (dashed line with diamond)
and clear sky mean surface temperature (dotted dashed
line with star) of region of interest, in January and August
2012.



름탐지 자료에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CMDPS

구름탐지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화소를 제거한 평균온

도장의 특정 지역에서 1개월 동안 모두 구름으로 탐지

되는 화소들이 발견되었다.이는 우리나라에서 기후적

으로 거의 불가능한 현상으로써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

해 각 화소별 구름으로 탐지되는 빈도를 분석하였다. 월

별로 매 시간대에 나타나는 구름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구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주어진 화소에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구름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힘든 1월

과 10월의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Fig. 2(a)는 1월 00시 한 달 동안의 각 화소별 구름

탐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겨울철 북서풍과 북동풍이

유입되어 구름이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과 서남해상 지

역은 전반적으로 구름 탐지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것은 종관기상장의 경향과 같다. 이에 비해 구름탐지 빈

도가 적은 지역은 서울 경기지역과 대전, 남해안 내륙지

역 등으로 겨울철 종관 기상장과는 다른 구름빈도가 관

측되어 구름탐지의 지역적 편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동해안 북부의 오대산, 태백산 지역, 울진에서 울산

까지 이어지는 동해안지역, 부산과 거제동부, 해남에서

여수까지 포함하는 남서 해안지역에서 검은색으로 나

타낸 지역은 1개월간 모든 00시 관측자료에서 구름으

로 탐지된 지역이다. 이 현상은 00시 뿐만 아니라 아니

라 17시부터 09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으며 한달 내내 야간 시간대에 구름으로 탐지되었

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20

일의 구름 빈도가 나타나는 것과 대조된다. 이처럼 구

름이 오탐지되고 있는 지역에는 주로 해안지역 또는 태

백산맥, 지리산, 그리고 소백산맥과 같이 고도가 높은

지역이 해당된다.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구름탐지과

정에 사용되는 수치모델 온도장을 살펴보았다. Fig. 2(b)

는 2015년의 1월 2일 00시의 COMS 구름탐지의 입력자

료로 사용되는 UM의 청천 BT의 공간분포를 나타내며,

여기서 강원 해안 지역은 계단 형태로, 영덕에서 울산

까지는 직선형태의 뚜렷한 온도경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서해안의 경우는 섬이 나타나지 않는 단순한 온

도 분포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 해안선의 위

치와 어긋난 온도분포를 보이는 지역들은 앞서 구름이

오탐지 되는 지역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즉, 배경온도장

산출 시 공백 지역을 유발하는 구름 과대탐지는 모델자

료의 해안선 불일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2(c)는 2012년 10월의 12시 CMDPS 구름탐지의

화소별 구름탐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Fig. 2(a)와는 또

다른 형태의 구름 과대탐지 현상을 보여준다. 구름의 영

향을 가장 적게 받는 시기인 10월 배경온도장 산출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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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loud frequency on 00KST, January 2012 from CMDPS cloud detection (b) Clear sky brightness temperatures from UM
output on 00KST 2 January 2012. (c) Cloud frequency on 12KST October 2012. Black color represents the cloudy pixels for
one month. The red circled areas represent the pixels with high cloudy frequency.

(a) Jan 00KST (b) UM Output 20150102 00KST (c) Oct 12KST



용된 표본의 수는 우리나라 영역에서 평균 15개 이상으

로 나타났으며 서울 경기 지역 인근에서는 20개 이상의

자료 수를 보였다. 이에 반해 Fig. 2(c)에서 적색 타원으

로 표시된 북한산 지역, 용인, 청주, 전주, 대구 등의 지

역에서 31일 중 25일에서 많게는 한 달 내내 구름으로

산출되는 화소들이 발견되었다. 이 화소들은 주로 도시

와 주변 산악지역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뚜렷하게 과

도한 구름 탐지 빈도를 나타내는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

로 장마와 국지성 호우의 영향을 크게 받는 7월과 8월

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걸쳐 발생하였다. Fig. 2(c)에서 구

름으로 탐지되는 빈도가 높은 화소들의 특징은 Fig. 2(a)

와는 달리 여러 지역에 산개된 형태로 나타났다. 구름

빈도가 높은 화소들은 일출 이후 발생하여 정오를 지나

면서 감소하고, 일몰 이후 사라지는 일변동 특징을 보

였다. 구름탐지 과정에서 이러한 오차를 유발할 수 있

는 단계로는 공간균질성 검사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

서는 채널별로 각 화소의 주변 3 × 3 격자의 표준편차가

경계값 이상인 동시에 해당 화소의 값이 3 × 3 격자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 구름으로 탐지하며 이때 사용되는

경계값은 육지 전역에 대해 고정된 값을 사용하고 있다

(KMA, 2009). 그러므로 공간 균질성 검사는 지역적으로

복잡하게 나타나는 지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경계값을 적용함으로써 청천 화소를 구름으로 오탐지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Fig. 3은 공간균질성

검사가 구름탐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

로써 우리나라 전역에 구름이 없는 날을 선정하여 해당

날짜의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RGB

영상과 구름탐지 및 구름탐지에 사용되는 3 × 3 표준편

차를 비교한 것이다.

Fig. 3(a)는 2012년 10월 18일 12KST의 500 m 공간해

상도를 가지는 GOCI 영상으로 남한 지역은 구름의 영

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ig. 3(c)에서 적색

타원으로 표시한 내륙지역에도 구름이 있는 것으로 관

측되고 있으며 Fig. 3(b)에서 표준편차가 높은 지역에 해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준편차 검사가 구름

오탐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원

인으로 어떤 지역에 구름이 없는데도 구름으로 탐지하

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BT 배경장 산출과정에

서 해당 화소의 배경장 산출에 오차를 유발하여 산출물

의 정확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BT 배경장을 산출하는것이 목

적이며 구름탐지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은 본 연구영역

을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접근방법으로 구름화소의 복원을 통해 구름 과대탐지

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온도배경장을 구축하였다.

① 구름화소의 복원

구름화소를 복원하기 위해 공간적인 연속성, 시간적

인 연속성, 그리고 연속된 날들의 유사성을 이용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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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GOCI RGB image (b) COMS MI 3 by 3 pixel Standard deviation from Shortwave IR (SWIR) channel and (c) Cloud distribution
from CMDPS on 12KST 18 October 2012

(a) 20121018 1200KST, GOCI RGB (b) 3 × 3 Standard Deviation, SWIR (c) 20121018 1200KST, CLD



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위의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

지 이상이 관측된 때만의 자료를 평균하여 복원하였다.

공간적인 연속성을 이용한 방법은 구름화소를 기준으

로 주변 8개의 화소 중 6개 이상의 화소가 맑은 경우 해

당 화소는 구름화소로 오탐지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보고 중심화소 주변 화소들의 평균값으로 복원하였

다. 두 번째 방법은 BT 관측자료의 전후 시간대를 이용

한 내삽을 통해 복원하는 방법으로 특정 화소가 구름으

로 탐지되는 시간이 연속 2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구름

으로 탐지된 시각의 전후의 값을 이용한 내삽으로 산출

하였다. 세 번째, 주어진 시간에서 연속된 날짜간 지표

면의 밝기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전후

일자의 동일 시간 값으로 내삽하여 평균하였다. 이 때

구름으로 탐지된 화소가 동일 시간대에서 2일 이하인

경우에만 복원을 시행하였다. 이 방법으로 산출한 값들

을 평균하여 복원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구름으로 오

탐지되는 화소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는 없으나 구름으

로 탐지된 화소의 일정부분을 복원하여 BT 배경장 구

축에서 발생하는 산출 공백과 산출자료의 통계적인 오

차를 줄일 수 있다. Fig. 3에 나타낸 사례일에 대해 구름

화소를 복원하기 전후의 자료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는 10월 18일 12KST의 IR1채널 BT 자료에서

천리안 구름탐지 자료를 이용해 구름화소를 제거한 것

이고 Fig. 4(b)에 구름화소를 복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름탐지의 복원은 내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지역인 북위 34°에서 38°까지, 동경 126° 이상에서

130°의 우리나라 내륙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름

화소의 선택적 복원 과정을 통해 구름화소는 효과적으

로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배경온도장 산출 및 검증

배경온도장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특정기간 동안

의 자료에서 각 화소별 최대값을 모아 배경온도장을 구

성하는MVC 방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Eidenshink and

Foundeen, 1994; Goward et al., 1994; Han et al., 2011). 적

외채널에서 지표보다 높이 위치한 구름의 BT는 지표면

이 나타내는 온도보다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의 최고온도를 가져오는MVC 방법은 구름의 효과

를 제외하는 동시에 지표면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Huete et al., 1999). 하지만 MVC 방법으로 산출된 배경

장은 각 화소별로 온도 특성이 전혀 다른 날짜의 자료

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산출된 배경장의 공간적 불연속

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일의 강한 신호가

산출기간을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VC 방법이 아닌, 구름탐지로

구름화소를 제거하고 제거된 화소의 자료를 선택적으

로 복원하여 BT 배경장 구축에 이용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구름화소 복원을 수행하고, 구름 제거화소가 복

원된 자료로 한 달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BT 배경장을

Derivation of Geostationary Satellite Based Background Temperature and Its Validation with Ground Observa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589–

Fig. 4.  (a) Brightness temperature from IR1 channel (10.8 µm). Cloudy pixels are marked as a white color before cloudy pixel
reconstruction on 12KST 18 October 2012. (b) The same as of (a) after cloudy pixel reconstruction.

(a) IR1 channel (b) IR1 channel cloud recovery



산출하였다. 산출된 BT 배경장을 기온 및 지면온도와

비교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지상관측자료의 청천 시

월 평균을 계산하여 BT 배경장의 가장 가까운 화소와

비교하였고, 지상관측자료의 청천 유무를 결정하기 위

해 전운량이 2 이하인 경우를 청천으로 판정하였다. 이

때, 지상관측자료는 기온과 지면온도 각각을 이용해 청

천 시 통계를 산출하여 BT 배경장과 비교하였다.

지상관측자료는 위성자료에 비해 공간적인 밀도가

낮은 지점 관측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간적 분포까지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

된 배경장의 공간적 분포가 지리적으로 타당한지 검증

하기 위해 고도 및 토지피복지도와의 상관분석을 시도

하였다. 고도의 경우 COMS 격자로 변환하기 위해 평균

값을 이용하여 재 격자화 하였고, 토지피복의 경우 17종

의 지표면 분류 중 우리나라 영역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혼합림의 비율을 이용해 COMS의 각 화

소에서 혼합림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녹지비율

로 이용하였다. 혼합림은 우리나라영역에서 녹지와 관

련된 토지 피복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피복으로 해당 지역에서 2 m 이상의 높이의 나무가 차

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Friedl et al.,

2010; Channan et al., 2014). 이 두 가지 지리정보와 배경

온도장과의 비교를 통해 배경온도장의 지리적인 타당

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상기 기술한 과정에 따라 정지궤도 위성자료의 BT를

이용하여 월 별로 각 시간대에 따라 BT 배경장을 구축

하였다. 산출된 배경장의 06시의 자료와 12시의 자료를

Fig. 5에 나타내었다.

06시의 BT 배경장은 월별로 기온의 연 변동과 온도

의 공간적 분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온도는 1월에 가장

낮게 나타나며 3월부터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4월부터는 뚜렷하게 지표면의 BT 배경온도가 상

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T 배경장은 8월에 최고온

도를 보인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동부 산악지역 및

소백산맥과 지리산 지역은 높은 고도로 인해 온도가 낮

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지역적으로는 호수를

포함하는 수계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이 현상은 11월부터 4월

까지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 용담호, 합천호,

진양호 등의 지역에서 나타났다. 수계가 가진 특성인 높

은 비열로 인해 야간 시간의 복사 냉각으로 인한 기온

하강이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

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로 일교차가 큰 봄철

과 가을철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겨울에도 확인할 수

있으며 겨울에는 주간에도 확인이 가능하다(Fig. 5(b)).

특히 이 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Fig. 5(a)의 11월의 경

우는 남한강, 북한강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대구 등의 대도시에서는 도시열섬 현상으로 인해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우

리나라의 가장 큰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 7월과 8월을 제

외한 모든 기간에서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한강이라는 큰 강이 통과하므로 도시열섬의 효과

뿐만 아니라 강의 비열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도 함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름 복원과정을 수행했음

에도 겨울철인 1, 2, 12월에 포항, 울산, 부산, 해남, 강진

등의 지역에서 배경장 산출에 실패한 화소들이 나타났

다. 원인으로는 앞서 2.2.2.의 구름 탐지 분석에서 밝혔

듯이 입력자료로 사용된 수치모델에 의한 지속적인 구

름오탐지 때문으로 판단된다.

산출된 배경장에서 주간에 해당하는 낮 12시의 월별

BT 배경장을 Fig. 5(b)에 나타내었다. Fig. 5(b)에서도

Fig. 5(a)와 마찬가지로 주간의 BT 배경장 또한 온도의

연 변동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분포역시 잘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간의 경우는 야간인 Fig. 5(a)과

달리 태백산맥, 소백산맥과 지리산 등의 눈의 영향으로

지표가 결빙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겨울과 초봄의

산악지형에서 낮은 BT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간 BT 배경장의 최저기온은 야간 BT 배

경장과 달리 12월로 관측되었으며 3월부터 온도가 상

승하기 시작하여 4월에 뚜렷한 지표면 온도 상승을 보

여주고 있다. 5월에는 서울 경기 및 충청과 전라 서부지

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온도가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온도가 계속 증가하는 시기인

6월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온도가 크게 증가한 지역들

은 고도가 낮은 평야지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우리나라는 6월 중순부터 모내기를 시작하기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6, 2015

–590–



때문에 모내기 전후로 지표면의 특징이 크게 달라진다.

모내기 전후의 토지 상태의 특성은 태안지역을 대상으

로 한 Kim et al.(2011)의 연구에서 논 영역의 NDVI는 6

월과 8월 사이에 0.30 - 0.45에서 0.84 - 0.90까지 증가한

다는 것을 밝혔으며, NDVI와 지표면온도간에 음의 상

관관계가 나타난다는 Park and Jung(1999)과 Yun et

al.(2013)의 연구결과를 통해 모내기 전인 5월달의 낮은

NDVI로 지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7월경에는 서울 경기 및 충청과 전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뚜렷한 온도 감소가 관측되었으며 이는 변화

된 토지상태의 영향 및 장마철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일중 최고 지표온도는 8월 중에 관측되었으며 9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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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patial distribution of monthly background brightness temperature at 06KST from COMS IR1 channel at 06KST.



감소하기 시작하여 11월과 12월 큰 폭으로 하강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에

서 도시열섬 현상으로 인해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야간의 경우 서울과

대구지역 위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계절과 도시에 따

라 관측되는 열섬 현상의 강도 및 범위에는 다소 차이

가 있으나 대전과 광주에서도 도시열섬 현상이 관측되

었다.

겨울철인 1월과 2월, 12월 동해안과 남해안은 다른

주변 내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온도분포를 보

이고 있다. 이는 겨울철에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

뜻한 해안의 영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온난한 지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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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 Spatial distribution of COMS IR1 channel monthly brightness temperature background, at 12KST.



BT가 관측된 것으로 보인다.

정지궤도 위성인 COMS는 24시간 관측을 수행하므

로 BT 배경온도장은 24시간에 대해 각각 산출되었다.

이를 통해 BT 배경온도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다. BT 배경장으로부터 산출한 우리나라 영역의 평균

배경온도의 시계열을 Fig. 6에 나타내었다.

BT 배경장으로 산출한 우리나라 평균 배경온도의 시

계열은 일출 전인 06시에서 07시경에 최저온도가, 12시

와 13시경에 최고온도가 관측되는 뚜렷한 일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또한 겨울철에 해당하는 12-2월은 26 5-

275 K의 배경 밝기온도를 보이며 여름철에 해당하는

6-8월의 경우 285 - 295 K의 배경 밝기온도를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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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urnal mean background temperature variation over Korea, each month.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BT 배경장에서 온도의 연

변동 특성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봄철인 3-5월

과 가을철인 9-11월은 여름이나 겨울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계절에 따

른 온도의 일변화 특성 또한 잘 나타내고 있다.

1) 밝기온도 배경장과 지상관측자료의 비교 검증

BT 배경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상관측소의 관측자

료 중 지면온도와 기온을 이용하여 각각 청천 시 지상

관측 통계 값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청천 시 통계값과

BT 배경장과 비교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BT 배경장과 기온의 청천 시 통계 값은 상관계수가

0.95로, 배경장과 지면온도의 상관계수인 0.93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BT 배경장과 기온과의 평균 제곱근

오차는 4.88 K, 지면온도와의 평균 제곱근 오차는 8.64 K

로써 평균 제곱근 오차에서도 BT 배경장과 기온간의

관계가 더 작은 오차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기온은 BT

배경장과의 기울기가 대체로 일정하나 여름철 강한일

사에 의해 급격히 상승하는 지면온도의 특성상 지면온

도는 BT 배경장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제곱근 오차가 두 배 가까이 크게 나타났다. 지상

관측의 지면온도는 그 관측지점의 지면 특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기온은 관측지점의 대기의 온도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넓은 지역의 공간평균을 관측하는 위성 관

측 자료인 BT와 기온이 상대적으로 잘 일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BT 배경장과 지

상관측자료간의 편향 또한 기온이 0.66 K로 지면온도

의 경우인 -0.84 K 보다 작게 나타났다.

2) 배경장과 지리정보와의 비교

BT 배경장을 고도 및 녹지비율과의 상관관계를 월

별, 시간대별로 계산하고 Fig. 8에 나타내었다. X 축은

시간을, y 축에 계절을 의미하며 각 시간대와 계절에 따

른 상관계수를 색으로 표현하였다.

Fig. 8(a)는 고도가 100 m 이상인 지역만을 대상으로

고도와 BT 배경장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고도

가 낮은 지역들은 토지 피복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고

도시열섬이 나타나는 대도시 대부분이 저지대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m 미만의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월은 주간에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며 야간에는 약해지는 패턴

이 나타났다. 점차 일사량이 커지는 4월까지 주간에 강

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시간이 길어지며 이후 5월부

터는 24시간 강한 상관을 나타냈다. 하지만 장마철의 영

향을 받는 7월, 12시를 전후하여 상관관계가 일시적으

로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장마 및 잦은 구

름과 강수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0월부터는

다시 새벽 시간과 야간 시간대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

로 작아지기 시작하여 12월에 들어 상관계수는 일중 -

0.52 이하의 작은 값을 유지하였다. 주간에 나타나는 음

의 상관계수는 지표온도와 녹지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Yun et al.(2013)의 선행 연구결과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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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atterplot between the COMS background brightness temperature and the clear sky ground observation. (a) Air temperature
with background brightness temperature. (b) Surface temperature with background brightness Temperature. Black points are
on January, bright grey is for December, etc.

(a) Scatterplot of Ta_ca and BT Background (b) Scatterplot of Ts_ca and BT Background



결과이며, 상관관계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Fig. 8(b)는 토지피복 중에서 녹지를 대표할 수 있는

혼합림의 비율을 이용한 녹지비율과 BT 배경장의 상관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혼합림의 비율은 계절에 따라 일

정하나 혼합림에서 나타나는 식생의 활력은 계절에 따

라 차이가 있다. 지리적으로 인간이 토지를 활용하는 용

도에 따른 BT 배경장 공간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녹지

비율과 BT 배경장간의 상관관계를 시간대 및 월별로 계

산하였다. 여기에서는, 고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도가 100 m 이하인 경우만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를 구하였다. BT 배경장과 녹지비율의 상관관계는 1월

에는 대체로 작은 값을 보이나 3월부터는 12시 전후로

상관계수가 큰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큰 음의

상관계수가 나타나는 시간대가 5월까지 점차 길어지며

6월부터는 주간과 야간 모두 강한 상관을 보였다. 하지

만 7월은 주 야간 모두 작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장마 및

잦은 강수와 구름의 영향으로 보이며 8월부터는 다시

24시간동안 큰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후 9월부

터는 강한 상관을 보이는 시간이 다시 짧아지기 시작하

여 12월까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고도와 마찬가지로

녹지의 비율 또한 BT 배경장과의 상관관계에서 시간변

동 및 계절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을 이용하여

배경온도장을 구축하기 위해 BT와 LST자료를 비교하

여 선택된 BT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남한의 내륙지

역인 북위 34°에서 북위 38°까지, 경위 126°에서 130°까지

의 내륙지역에 대해 BT 배경장을 산출하였다. BT를 이

용한 배경온도장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름탐지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름탐지에서 특

정지역에서 과대탐지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입

력자료로 사용되는 수치모델의 청천 밝기온도 자료 및

공간균질성 검사가 구름 오탐지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

으며 이에 대해 더욱 정확한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구름 오탐지현상으로 인해 배경온도장

산출 시 공백지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구름탐지 화소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복원하여

배경온도장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배경온도장은 지상관측 및 지리정보와 비교

하여 정확도 평가를 시도하였다. 지상관측과의 비교를

통해 BT 배경장과 지상관측자료는 0.95의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며 4.88 K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갖는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리정보 중 고도 및 녹지비율과

비교하여 BT 배경장이 갖는 지리적인 특징을 분석하였

다. BT 배경장과 고도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

는 음의 상관을 보였다. BT 배경장과 녹지비율 또한 여

름철 주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NDVI와 지표온도가 음의 상관을 보인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녹지비율과 BT 배경장의

상관관계는 고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절과 시간대

에 따른 변동성을 보였으며 대체로 고도와의 상관관계

에 비하여 약한 강도로 나타났다. 즉, BT 배경장과 지리

정보간의 상관관계는 시간 변동성 및 계절 변동성을 갖

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위성 관측자료를 기반으

로 지표면온도를 산출할 때 회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는 시간대에 따라 별도의 방출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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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Correlation coefficient R of dem with brightness temperature background. (b) Correlation coefficient R of green ratio with
brightness temperature background. X axis represents hours; y axis, months.

(a) R, Background BT with DEM (b) R, Background BT with Green ratio



BT 배경장 산출에 월 평균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름

탐지를 이용하였으나 구름이 없는 경우에도 구름으로

오탐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장마와 구름으로 인해 7

월의 BT 배경장은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인 분포를 가진

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 사항은 추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내의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구축된 지표면의 배경온도장은 기후자료로

도 사용 가능하며 온도의 공간적 분포의 일변동 및 계

절변동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T를 이용한 천

리안의 안개, 구름 및 황사 등의 다양한 산출물을 개선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BT 배경

장을 활용한 각종 산출물 개선과 관련된 추가 연구를 시

행할 예정이며, BT 배경장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다양

한 지리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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