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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ere, we estimated daily Photosynthetically Available Radiation (PAR) from Geostationary
Ocean Colour Imager (GOCI) and compared it with daily PAR derived from polar-orbiting MODIS
images. GOCI-based PAR was also validated with in-situ measurements from ocean research station,
Socheongcho. GOCI PAR showed similar patterns with in-situ measurements for both the clear-sky and
cloudy day, whereas MODIS PAR showed irregular patterns at cloudy conditions in some areas where
PAR could not be derived due to the clouds of sunglint. GOCI PAR had shown a constant difference with
the in-situ measurements, which was corrected using the in-situ measurements obtained on the days of
clear-sky conditions at Socheongcho station. After the corrections, GOCI PAR showed a good agreement
excepting on the days with so thick cloud that the sensor was optically saturated. This study revealed that
GOCI can estimate effectively the daily PAR with its advantages of acquiring data more frequently, eight
times a day at an hourly interval in daytime, than other polar orbit ocean colour satellites, which can reduce
the uncertainties induced by the existence and movement of the cloud and insufficient images to map the
daily PAR at the seas around Korean peninsula.
Key Words : Photosynthetically available radiation, GOCI, MODIS, Seas around Korean peninsula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세계최초 해색 위성인 GOCI로부터 일간 광합성 유효광량(Daily PAR)(GOCI PAR)

를 추정하였고 이를 극궤도 위성인 MODIS에서 추정한 Daily PAR(MODIS PAR)와 비교하였다. 또 소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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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합성 유효광량(photosynthetically available radiation,

PAR)은 400 ~ 700 nm에 해당하는 양자 에너지 플럭스

로 정의되며, 이는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양으로 해양

의 일차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해양의 일차생산량의

변화는 이산화탄소 순환에서 가장 불확실한 분야인 해

양의 탄소저장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PAR를 정확히 추

정하는 것은 해양생태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Kirk, 1996). 또한 PAR의 공간적, 시간적 변화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기후

변화와 탄소 교환 모델에 필수적이다(Bossel, 1996; Leigh

1999).

초기에는 일사량을 이용한 경험적 관계식를 통해

PAR를 계산하였으나(Blackburn and Proctor, 1983; Baker

and Frouin, 1987), PAR와 일사량의 관계가 대기 상태나

휘도(radiance)의 지형적인 요인(태양 천정각 등)에 의존

하므로 PAR를 직접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Rao,

1984, Baker and Frouin, 1987, Pinker and Laszlo, 1992). 이

에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PAR를 직접 추정하는 연

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Gregg and Carder, 1990; Carder

et al., 2003; Frouin et al., 2003; Bouvet, 2006; Lavender, 2010;

Tripathy et al., 2015). Van Laake and Sanchez-Azofeifa(2004)는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복사전달 방정식을 단순화한 알

고리즘에 의해 PAR를 추정한 바 있으며 , Liang et

al.(2006)은 look-up table에 기반한 방법을 이용하여

MODIS로부터 PAR를 추정하였다. MODIS 자료 외에

도 Frouin and Murakami(2007)는 구름 층 위에 맑은 대기

가존재한다고가정한PAR 모델을이용하여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SeaWiFS)와 GLobal Imager

(GLI)에서PAR를계산하였으며, Lavender(2010)는Gregg

and Carder(1990) 모델을 이용하여 MEdium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MERIS)로부터 PAR를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MODIS, SeaWIFS,

GLI는 모두 극궤도 위성으로, PAR를추정하는데 시, 공

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PAR는 구름에 의해 반사되어

감소하기도 하고 반사된 광의 후방산란으로 인해 증가

되기도 하므로 구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PAR의 정

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Frouin and pinker, 1995). 하지

만 극궤도 위성으로는 구름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Frouin et al.(2012)은 세계최초 정지궤도 해

색위성인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를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의 일간 PAR (Daily PAR)를

계산하였으나, 현장조사 자료와 비교 연구를 수행한 사

례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구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GOCI를 사용하여 Daily PAR를 추정하

고, 이를 현장조사 자료와 비교 검증한다. GOCI는 36˚N

와 130˚E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 2500 km × 2500 km

영역의 해양환경을 하루 8번 관측하며 500 m의 공간해

상도를 가진다. 즉 GOCI는 하루 8번 관측하므로 한반

도 주변 구름의 일변화 탐지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Frouin and Chertock(1992), Frouin and

Murakami(2007)가 제시한 PAR 추정 알고리즘을 바탕으

로 GOCI로부터 Daily PAR를 추정하고 이를 현장자료

와 비교, 분석한다. 2장에서는 PAR 추정 알고리즘과 현

장자료 PAR에 대해 설명하며, 3장에서는GOCI에서 추

정한 PAR를 극궤도 위성인MODIS에서 추정한 PAR와

비교하고 현장자료 PAR를 이용하여GOCI기반 PAR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 연구결과의 결론

과 논의사항에 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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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현장자료를 이용하여 GOCI PAR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GOCI PAR는 맑은 날과 구름이 있는 날 모

두 현장자료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MODIS PAR는 구름이 있는 날 값이 일정하지 않고, 자료 손실 등으

로 인해 값이 추정되지 않는 해역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GOCI PAR와 현장자료 PAR 사이에 일정한 값의

차이가 나타나 소청초 기지의 맑은 날에 해당하는 PAR 값을 이용하여 GOCI PAR를 보정하였다. 보정 결

과, 두꺼운 구름의 영향으로 광학적으로 포화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 GOCI PAR 값이 현장자료 PAR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였다. 연구결과, GOCI 자료는 낮 시간 동안 하루 8번의, 극궤도 위성에 비해 많

은 자료를 이용하므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Daily PAR 생성 시 구름에 의한 이동과 자료의 부족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1) PAR 추정 알고리즘

이 연구에 사용된 PAR 추정 알고리즘은 Frouin et al.

(2012)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는 평행면 대기(plane-parallel atmosphere) 이론을 바탕으

로 구름의 효과와 기타 다른 대기 성분의 효과가 분리

되어있다고 가정한다. 즉 대기가 해수 표층에 접한 구

름 층과 그 상부의 맑은 대기(Clear-sky) 층, 두 개의 층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접근은 Dedieu et

al.(1987)과 Frouin and Chertock(1992)에서 제시된 방법

으로, 위성자료의 단위 픽셀 내에서 구름이 존재하는 영

역과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간

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광, E는

식 (1)과 같다(Frouin et al., 2012).

    E = E0 cos(θs)TdTg(1 _ A)(1 _ As)
_1(1 _ SaA)

_1      (1)

최상부 대기층(Top of atmosphere)에서의 태양광,

E0 cos(θs)는 구름/해수표층 시스템에 들어올 때까지

TdTg(1 _ SaA)
_1 만큼 줄어들게 된다(θs는 태양의 입사

각). Td는 대기분자 및 에어로졸에 의한 맑은 대기의 확

산 투과도(diffuse transmittance)이며, Tg는 오존의 흡수

로 인한 투과도이다. Sa는 구면 알베도(spherical albedo)

이고A는 구름/해수표층 시스템 알베도이다. 줄어든 태

양광이 구름/해수표층 시스템을 통과하여 해수면 아래

로 진행하면서 식 (1)의 E가 계산되며, 이 때 As는 해수

표면의 알베도이다(Fig. 1).

식 (1)의 E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PAR 파장 범위

(400-700 nm)에 해당하는GOCI의 각 밴드(412, 443, 490,

555, 660, 680 nm) 별 radiance로부터A를 구한다. 이를 위

해GOCI의 각 밴드별 양방향 휘도(bidirectional rad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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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AR model (Modified from Frouin et al., 2012). (θs : sun zenith angle, Eo : extraterrestrial solar
irradiance, Td : the clear-sky diffuse transmittance (due to scattering by molecules and aerosols), Tg : the gaseous transmittance
(due to absorption by ozone), ρ* : GOCI reflectance).



값을 각 밴드별 반사도로 변환하여 오존에 의한 흡수 효

과를 보정한 뒤, 구름/해수표층 시스템의 등방성을 가

정하여 에어로졸에 의한 반사도를 보정한 Tanre et al.

(1979)의 방법에 의해 GOCI 각 밴드별 구름/해수표층

시스템 반사도(ρ)를 계산한다. 계산된 반사도는 구름의

양방향 보정 계수(F, 파장에 무관)를 이용하여 식(2)에

의해 A로 변환된다.

                          A = F(ρ0
_ As) + As                            (2)

해수 표면의 알베도(As)는 Jin et al.(2004)의 방법에 의

해 태양의 천정각(θs)과 에어로졸의 광학 두께(aerosol

optical thickness)로부터 계산한다. 식 (1)에서 나머지 변

수들은, GOCI의 각 밴드별 반사도 변환과정 중 오존에

의한 흡수 보정 과정(Tg) 및 에어로졸 반사도 보정 과정

(Td, Sa) 중 계산된다. 모든 변수들은 각 시간별GOCI 자

료에서 PAR 파장 범위의 밴드 내에서 평균값으로 계산

되며, 이를 이용하여 각GOCI의 관측 시간별 PAR 값이

계산된다. 계산된 시간별 PAR는 사다리꼴 방정식을 이

용하여 Daily PAR로 계산된다. 자세한 내용은 Frouin

and Murakami (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현장자료

현장자료는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위도 37˚ 25’ 23″N,

경도 124˚ 44’ 17″ E)에 설치된 PAR 센서를 사용하였다.

PAR 센서는WET Labs 사에서 제작한 ECO PAR 센서

를 사용하였으며, 1분 간격으로 1초 동안 측정된 PAR값

이 디지털 값으로 수신된다. 수신된 디지털 값(x)은 각

센서별 Scale Factor(a0, a1)을 사용하여 양자에너지 플럭

스 단위(μmol/m2/s)로 변환한다. 변환 식은 식 (3)과 같

고, 소청초 기지의 a0, a1는 각각 4098, 2938이다.

                       PAR = 1.0 * 10( )                         (3)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청초 기지 현장

자료 PAR의 예는 Fig. 2와 같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PAR 값이 증가하여 12시와 13시 사이에 최대값을 보이

며, 이후 PAR 값이 감소하여 일몰에 거의 0에 가까운 값

을 보인다. 또 그날의 날씨 상황에 따라 값의 분포가 달

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성자료로 산출한 PAR와 현장자료 PAR를 비교하

기 위해 현장자료를 적분하여Daily PAR로 계산하였고,

위성자료로 산출한 PAR는 소청초 기지와 가장 가까운

위치의 픽셀 값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Fig. 3은 2015년 5월 20일 GOCI에서 추정한 Daily

PAR(GOCI PAR)와 MODIS에서 추정한 Daily PAR

(MODIS PAR)의 분포를 나타내며, Fig. 4는 2015년 5월

x _ a0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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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of in-situ measured PAR at Socheongcho station from 1 to 10 April 2015. Diurnal changes in PAR values are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aily the weather changes.



20일 00, 03, 05, 07 UTC의GOCI RGB 영상(Band 6, 4, 2)

이다. GOCI는 정지궤도 해색위성으로 하루 8번 관측하

므로 GOCI PAR는 하루 8번의 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Daily PAR를 계산하며, MODIS는 극궤도 해색위성으

로 하루 1~2번의 시간자료를 이용하여 Daily PAR를 계

산한다. MODIS로부터 계산된 PAR(4 km 공간 해상도)

는 GOCI PAR와의 비교를 위해 GOCI 해상도(0.5 km)

로 영상확대 변환(image magnification)하였다. 2015년 5

월 20일 RGB 영상을 보면(Fig. 4), 중국의 동쪽에서 대만

을 통해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어져 있는 두꺼운 구름

Estimating Photosynthetically Available Radiation from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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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OCI RGB composite images (band 6-4-2) acquired on 20 May, 2015 at 00, 03 (upper panel), 05, 07 (Lower panel) UTC.
Yellow Sea and western East Sea is shown as clear and bottom of imagery is covered by cloud.

Fig. 3.  Daily PARs induced by GOCI data (left) and MODIS data (right) for 20 May, 2015. Position of Socheongcho station is marked
as a dot and the rectangle area indicates cloudy area from which data were extracted and analyzed (Results are presented in
Fig. 5).



이 모든 시간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 구름 영역에서

GOCI PAR는 5 Ein/m2/day 이하의 낮은 값으로 계산되

었다. 또한 중국 양자강에서 한반도 제주도까지 오전

(00 UTC)에 나타난 구름의 영향으로 30-40의 다소 낮은

값이 나타났으나, 구름이 없는 서해와 동해 일부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다. MODIS PAR도 중국 동쪽

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어져 있는 두꺼운 구름으로

인해 낮은 값의 분포를 보이지만, 이 영역 중 일부(124-

129˚E, 25-30˚N)를 분석한 결과, GOCI PAR의 경우 5 이

하의 값이 약 6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

MODIS PAR의 경우 5에서 10 사이의 값이 가장 많고 5

에서 60까지 전체적으로 값이 고르게 분포하는 형태를

보인다(Fig. 5). 이는 구름이 있는 해역에서MODIS로부

터 추정된 PAR 값의 변동성이 큼을 의미한다. 또한 극

궤도 위성의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중국 양자강에서 한

반도 제주도 사이에서 오전에 나타난 구름의 영향이 반

영되지 않았고, 일부 해역에서는 자료가 없거나 sun

glint에 의해(Fig. 3의 130-135˚E 사이 동중국해 영역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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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among GOCI PAR estimates, MODIS PAR estimates and in situ PAR from 20 to 31 May, 2015.

Fig. 5.  Histogram of GOCI PAR (solid line) and MODIS PAR (dotted line) sorted into 5 Ein/m2/day interval in cloudy area which has
been indicated as a rectangle area in Fig 3.

Fig. 7.  Time series GOCI PAR estimates (black line) and in-situ measured PAR (blue line) for data from February to May 2015 at
Socheongcho station.



조) PAR 값이 계산되지 않았다. Figure 6은 2015년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GOCI PAR와 MODIS PAR를 소청

초 기지의 현장자료 값과 비교한 결과이다. 맑은 날(5월

20일과 24일)에는MODIS와 GOCI로부터 추정한 PAR

가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름이

많은 날(5월 29일과 30일)은 GOCI PAR는 현장자료와

비슷한 값을 보이지만MODIS PAR는 현장자료에 비해

크게 과소추정하거나 과대추정하는 등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즉 GOCI는 하루 8번 관측하는 시간 자

료를 평균하여 Daily PAR를 생성하므로, 구름에 의한

PAR 값의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매일의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OCI PAR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2015년 2월부

터 5월까지GOCI PAR와 소청초 기지에서 획득한 현장

자료 값을 비교하였다(Fig. 7). GOCI PAR와 현장자료

PAR 모두 광량이 적은 2월에는 값이 낮다가 5월로 갈수

록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 외

에도, 맑은 날에서는 PAR 값이 높으며 구름이 적은 날

은 PAR 값이 맑은 날에 비해 조금 낮지만, 구름이 많은

날은 PAR 값이 크게 낮은 것을 보이는 등 뚜렷한 일변

화를 보인다. 즉 날씨의 영향에 따라 PAR 값의 변화가

지그재그 형태를 보이며 GOCI PAR와 현장자료 PAR

에서 이러한 형태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GOCI PAR와 현장자료 PAR 사이에 일정한 값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차이가 2월에 가장 크고 4월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보인다. 또한 2월에는 GOCI

PAR가 현장자료 PAR보다 과대 추정하다가 4월 중순부

터는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소청초 기지에서 맑은

날을 선택하여 PAR 값을 분석하였다. 위성자료로부터

해수의 신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에어로졸을 정확하

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에어로졸은 시공간

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므로 에어로졸에 의한 계산오

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에어로졸의 영향이 거의

없는 맑은 날은 고려하여 GOCI PAR와 현장자료 PAR

를 비교하였다. 소청초 기지에서 맑은 날은 Fig. 2의 4월

3일과 같이 측정된 PAR 값의 일 분포가 완전한 cosine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 날로 정의하였으며, 2015년 2월

부터 5월까지 선택한 맑은 날의 날짜는 Table 2와 같다.

총 24개 날짜에 대한GOCI PAR와 현장자료 PAR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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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ed clear-sky dates over period from February to
May 2015

No. Date Num. of data
1 2015.02.13

4
2 2015.02.19
3 2015.02.24
4 2015.02.26
5 2015.03.06

6

6 2015.03.23
7 2015.03.24
8 2015.03.25
9 2015.03.26

10 2015.03.27
11 2015.04.03

10

12 2015.04.10
13 2015.04.11
14 2015.04.21
15 2015.04.22
16 2015.04.24
17 2015.04.25
18 2015.04.26
19 2015.04.27
20 2015.04.30
21 2015.05.04

4
22 2015.05.05
23 2015.05.10
24 2015.05.20

Fig. 8.  Before (circles) and after (triangles) comrrection using
linear regression between GOCI PAR estimates and
measured in situ PAR over selected days in Table 1.



을 이용하여 일정한 관계식을 도출하였고(Fig. 8), 이 관

계식을 이용하여 모든 날의 GOCI PAR를 현장자료

PAR에 맞게 보정하였다. 보정한 결과, 보정한 GOCI

PAR와 현장자료 PAR 값의 대부분이 1:1선에 분포하는

것을 보인다(Fig. 9). 또 보정 전, GOCI PAR만 0에 가까

운 값을 보인 2월 5일과 2월 8일, 2월 25일, 2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의 GOCI PAR 값이(Fig. 7) 보정 후 현장

자료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였다(Fig. 10). 이 날짜들

의 소청초 기지에서의 날씨를 살펴보면, 2월 5일과 8일

은 한랭한 북서풍이 서해안 해수면 위를 지나면서 빗자

루로 쓸어 내린 듯한 분포를 보이는 적운열이 생성되어

있고, 2월 25일과 28일은 구름의 이동 끝자락에 분포하

고 있으며, 3월 29일과 30일은 해무가 발생하였다. 겨울

철 높은 천정각으로 인해 PAR의 값이 작고 적운열과 해

무, 구름의 이동 끝자락에 위치할 때GOCI PAR 계산에

사용되는 구름/표면 알베도가 과대 추정하여 GOCI

PAR가 현장자료보다 낮게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맑은 날 현장자료와의 보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그러나

보정 후에도 보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보

정 후 20 Ein/m2/day 이하의 값에서 현장자료 PAR는 3

에서 15까지 다양한 값을 보이는 반면GOCI PAR는 16-

17의 값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세로 직선 형태의 분포

를 보인다(Fig. 9). 이는 보정 전 현장자료 PAR 값과 비

슷한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GOCI PAR 값이 보

정 후 오히려 일정한 값으로 고정된 결과로 보인다(Fig.

10의 2월 16일, 2월 21일, 3월 3일, 3월 17일, 3월 31일, 4

월 2일, 4월 4일, 4월 5일, 4월 14일, 4월 19일 참조). 즉 구

름/표면 알베도를 과대 추정한 오류의 경우, 맑은 날 보

정관계식을 통해 보정되었으나 두꺼운 구름이 존재하

고 현장자료와 GOCI PAR 모두 0에 가까운 날에서는

현장자료와의 차이가 보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

적인 분석 및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및 토의

이연구에서는세계최초정지궤도해색위성인GOCI

로부터 Daily PAR를 추정하고 이를극궤도 위성인

MODIS에서 추정한 Daily PAR와 비교하였으며, 소청

초 해양과학기지에서 얻어진 현장자료와 비교,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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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ime series corrected GOCI PAR estimates (black line) and in-situ measured PAR (blue line) for data from February to May
2015 at Socheongcho station.

Fig. 9.  Scatter plot of corrected GOCI PAR estimates versus
in-situ measured PAR for data from February to May
2015 at Socheongcho station. Solid line indicates one-
to-one relationship. Selected clear sky days are plotted
in black circles.



수행하였다. GOCI PAR와MODIS PAR를 비교한 결과,

구름이 없는 해역에서는 GOCI PAR와MODIS PAR가

비슷한 값을 나타냈으나, 구름이 있는 해역에서는 큰 차

이를 보였다. 두꺼운 구름이 있는 해역에서GOCI PAR

는 예상대로 낮은 값을 보였으나 MODIS PAR는 구름

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며 값의 큰 변동성을 보였다.

또한, 극궤도 위성인 MODIS로부터 추정된 PAR는 값

이 산출되지 않는 해역 및 sun glint에 의해 PAR를 추정

하지 못하는 해역도 존재하였다. GOCI 자료는 하루 8

번의 시간자료를 이용하여Daily PAR를 계산하므로 구

름의 이동 및 그림자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따라

서 GOCI PAR는 기상조건에 관련 없이 현장자료와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GOCI PAR 자료를 현장자료와 비교한 결과, GOCI

PAR와 현장자료 PAR사이에 일정한 값의 차이가 나타

났으며, 소청초 기지의 맑은 날에 해당하는 PAR 값을

이용하여 GOCI PAR를 보정한 결과, GOCI PAR 값이

현장자료 PAR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두꺼운 구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는 광학적 포화에

의해 보정 후에도 여전히 PAR 값의 추정 오류를 보이므

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GOCI를 이용한 PAR 추정은 극궤도 위성기반 PAR

에 비해 공간적인 결측이 없고 구름에 의한 오차를 줄

인 매일의 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일차생산량 추

정이나 탄소교환 모델링, 생태계 모델 등에 활용될 정

확도 높은 자료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구름의 특성을 고려한 PAR 추정 알고리즘 개선 및 맑은

날 한반도 서해 연안과 보하이만과 같은 탁한 해역에서

주변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는 PAR 값(Fig. 3)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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