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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has been operationally retrieved from the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data by the spilt-window method
(CSW_v2.0) developed by Cho et al. (2015). Although the CSW_v2.0 retrieved the LST with a reasonable
quality compared to the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LST data, it showed
a relatively poor performance for the strong inversion and lapse rate conditions. To solve this problem,
the LST retrieval algorithm (CSW_v2.0) was updated using the simulation results of radiative transfer
model (MODTRAN 4.0) by considering the diurnal variations of air temperature. In general, the upgraded
version, CSW_v3.0 showed a similar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prescribed LSTs and retrieved
LSTs (0.99), the relatively smaller bias (from -0.03 K to-0.012 K) and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from 1.39 K to 1.138 K). Particularly, CSW_v3.0 improved the systematic problems of
CSW_v2.0 that were encountered when temperature differences between LST and air temperature are
very large and/or small (inversion layers and superadiabatic lapse rates), and when the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s and surface emissivity differences were large. The bias and RMSE of CSW_v2.0
were reduced by 10-30% in CSW_v3.0. The indirect validation results using the MODIS LST data showed
that CSW_3.0 improved the retrieval accuracy of LST in terms of bias (from -0.629 K to -0.049 K) and
RMSE (from 2.537 K to 2.502 K) compared to the CSW_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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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천리안(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위성자료로부터 Cho et al.(2015)

에 의해 개발된 분리대기창법(split-window method: CSW_v2.0)을 적용하여 현업적으로 지표면온도를

산출하고 있다. CSW_v2.0으로부터 산출된 지표면온도는 MODIS 지표면온도와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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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표면온도(Land Surface Temperature)란 지면피복,

토양수분, 방출율 등에 영향을 받는 지면의 복사학적 표

면온도로 정의된다(Becker and Li, 1990b; Sun and Pinker,

2003). 위성에서 산출되는 지표면온도는 구름으로 오염

되지 않은 육지 화소의 표면온도로서 주어진 화소의 토

양, 식생 등의 가중 평균온도이다. 지표면온도는 대기와

지면의 상호작용에서 에너지 및 수증기 교환을 조절하

는 중요한 지면의 생·물리적 요소 중 하나로서 증발산

추정 및 지표면 도시 열섬 평가, 수치모델 및 기후모델

의 입력 및 검증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Moran and

Jackson, 1991; Kustas and Norman, 1996; Benali et al., 2012;

Choi et al., 2014).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지표면온도의 중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높은 해상도로

관측된 정량적인 지표면온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Wan and Dozier, 1996; Li et al., 2013). 하지만 지표면

은 비열이 작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상요소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시·공간적 변동성이 매우 커 필요한 수준의

현장 관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Prata et al., 1995;

Li et al., 2013).

최근 원격탐사 관련기술의 발달로 높은 시·공간 해

상도 및 양질의 위성 자료가 제공됨에 따라 위성자료들

로부터 지표면온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면의 생물리적

요소들을 산출하는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다. 특히 최

근에는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공간 분해능, 복사 분해능,

관측 주기의 비약적 향상으로 이들 자료로부터 지표면

온도를 산출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Price 1984; Moran and Jackson 1991; Kerr et al., 1992;

Ulivieri et al., 1994; Wan and Dozier 1996; Suh et al., 2008;

Xu et al., 2014). 지표면온도의 큰 시·공간적 변동성

을 고려할 때 정지궤도 기상위성으로부터 현업 차원

에서의 지표면온도의 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표면

온도의 활용에 새로운 전기가 다가오고 있다(Prata and

Cechet 1999; Sun and Pinker, 2003; Han et al., 2004; Sobrino

and Romaguera 2004; Inamdar and French 2009; Pinker et

al., 2009; Cho and Suh 2013b, Gottsche et al., 2016).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첫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COMS)

자료에 분리대기창법을 적용한 지표면온도 산출 알고

리즘인 COMS split-window LST retrieval algorithm version

1(CSW_v1.0)이 Cho and Suh(2013b)에 의해 개발되어 국

가기상위성센터에서 현업적으로 지표면온도가 산출되

고 있다. 현업 산출 알고리즘인 CSW_v1.0은 단일 산출

식으로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LST와 비교 평가한 결과 기온감률(LST-Ta)이

큰 경우나 휘도온도차(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가 큰 경우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Cho et al.(2015)은 주간과 야

간에 상이한 기온감률 및 수증기 영향을 단계별로 고

려한 CSW_v2.0 알고리즘으로 개선하였다. CSW_v2.0은

CSW_v1.0이 큰 BTD와 지표면 방출율 차 조건에서 보

였던 큰 RMSE를 상당부분 개선하였으며, 야간에 계통

적으로 LST를 과소하게 추정했던 문제점을 해소하였

다. 하지만 CSW_v2.0 알고리즘에서도 기온감률(LST-

Ta)과 휘도 온도차(BTD)가 큰 조건에서 오차가 크게 나

타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지표면온도의 산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표면온도 산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온감률, 지표면

방출율, 휘도온도차, 위성천정각, 수증기량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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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도로 산출되었으나 역전층이나 기온감률이 클 때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지표 경계층에서의 기온의 일변동을 복사전달모델에 처방하여 모의자료를 구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지표면온도 산출 알고리즘을 개선하였다(CSW_v3.0). CSW_v3.0에서는 복사전달모델에 처방된 지표면온

도와 복사전달모델로부터 산출된 지표면온도간의 상관계수가 기존 알고리즘과 동일한 수준인 0.99 이상을

유지하면서 편의는 -0.03 K에서 -0.012 K, RMSE는 1.39 K에서 1.138 K로 감소하였다. CSW_v2.0에서

역전층이나 기온감률이 클 때, 휘도온도차와 방출율 차가 클 때 발생하는 계통적 오차를 개선된 알고리즘에

서는 편의와 RMSE를 10-30% 감소시켜 상당 부분 개선하였다. CSW_v3.0으로부터 산출된 지표면온도와

MODIS 지표면온도와의 간접 검증에서는 상관계수가 0.986에서 0.985로 높은 상관성을 유지하면서 편의는

0.629 K에서 -0.049 K, RMSE는 2.537 K에서 2.502 K로 오차를 감소시켰다.



정확한 이해 및 고려가 필요하다(Wan and Dozier, 1996;

Goita et al., 1997; Kerr et al., 2004; Dash, 2005). 여기서 LST

와 Ta의 차는 일정부분 LST의 일 변동은 고려하고 Ta의

일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LST의 산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리적 위치,

기상 조건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맑은 날씨에서 대

부분 약 10℃ 에 이르는 Ta의 일변동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Gallo et al., 1996; Dai et al., 1999; Suh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COMS 자료로부터 지표면온도를 보

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지표경계층에서의 기온감

률(LST-Ta)이 큰 조건에서 기존 알고리즘이 가진 문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층 아래(< 1 km)의 기온의

일 변동을 고려하여 알고리즘(CSW_v3.0)으로 개선하

였다. 개선된 알고리즘의 산출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표면온도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 개선영향을

분석하고 MODIS LST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 알고리즘

의 개선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2절에서는 사용된 자료와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면온도 산출 알고리

즘의 산출 수준을 직간접 검증을 통해 소개한다. 끝으로

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 지표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COMS 위

성에 탑재된 기상영상기(meteorological imager)를 통해

탐사된 자료를 기상청의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제공

받아 사용하였다 (Source: KMA NMSC, http://nmsc.

kma.go.kr/). COMS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복합

위성으로 지구 적도상공 고도 약 36,000 km 및 동경

128.2°E 에 위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COMS 관측모드에

서 북반구 영역으로 설정된 Level 1B의 IR1(10.8 μm),

IR2(12 μm) 채널 자료와 Level 2의 구름 마스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관측 주기는 15분이며 공간해상도

는 COMS의 직하점에서 4 km 이고 2011년 4월부터 2012

년 3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표면온도를 산출

하기 위해서는 청천일 때만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

름 마스킹 자료에서 청천인 화소에 대해서만 지표면온

도를 산출하였다

대부분의 분리대기창 방법을 이용한 지표면온도 산

출 알고리즘은 각 채널의 지표면 방출율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 and Suh(2013b)

의 연구에서와 같이 Valor and Caselles(1996)가 제안한

vegetation cover method(VCM) 방법으로 생산된 COMS

의 IR1(10.8 μm), IR2(12 μm) 채널에 대한 공간해상도

1 km, 산출주기 8일인 지표면 방출율 자료를 사용하였

다(Park and Suh, 2014).

지표면온도 산출을 위해 사용한 복사전달모델은

MODTRAN 4.0이다. MODTRAN 4.0은 밴드모델 모수

화 와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BRDF) 가정을 통해 지표면 반사가 고려되었다(Berk et

al., 1999). 직달 일사량과 지표면의 방출 복사량, 지표에

반사된 복사량과 플럭스들의 기여를 다중산란 식을

이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정확한 대기 투과율과 복사량

을 계산할 수 있다. 복사전달모델 모의과정에서 필요

한 대기 연직 프로파일은 모델에서 제공하는 6개의 기

본 대기 프로파일이 아닌 Thermodynamic Initial Guess

Retrieval(TIGR2000_6CORPS) 자 료 를 사 용 하 였 다

(Source: TIGR, http://ara.abct.lmd.polytechnique.fr/index.

php?page=tigr). TIGR 자료는 전 지구에 대해 약 80,000

개 이상의 라디오존데 자료에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해

대표적인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2311개의 기후학적 자

료로서, 각 대기 연직 기둥에 대해 총 43개 층에서의 기

온, 수증기량과 오존 농도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COMS의 관측영역에 맞는 대기 연직프로파일을 고려

하기 위해 COMS의 직하점으로부터 위성 천정각이 50°

이내인 359개 지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온의 일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

고 있는 최근 10년(2003~2012년)의 종관 기상 관측 시

스템(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자료

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관측소는 58개 지점으로

연안 29개, 내륙 29개로 총 58개 지점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사용한 변수는 일 최고기온(Tmax), 일 최저기온

(Tmin)과 3시간 간격의 운량 관측 자료를 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위성으로부터 도출된 지표면온도의 정확도를 평가

Improvement of COMS land surface temperature retrieval algorithm by considering diurnal variation of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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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지상 관측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의 대안으로 Cho and Suh(2013b), Frey et al.,(2012) 등

의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비교검증자료로 사용된

MODIS(MOD/MYD11_L2 Swath Version 5) 지표면온

도 자료를 이용하였다(Source : NASA USGS, http://

lpdaac.usgs.gov/). MODIS 지표면온도는 미국 전역에 산

재한 현장(in-situ) 관측 지점들의 지표면온도와 비교하

였을 때 RMSE 가 1.0 K 이하 수준으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ll et al., 2009). 공간해상도는 1

km × 1 km이며 Terra/Aqua 위성의 각 궤도별로 5분 간

격으로 산출되어 제공된다. COMS 지표면온도와 정확

도 검증으로 사용된 분석일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

월까지 매월 15, 30일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Cho et al.(2015)가개선한기존의알고리즘(CSW_v2.0)은

다양한 대기 조건에 대하여 휘도온도차, 지표면 방출율,

위성천정각 , 기온감률 (LST-Ta) 등의 기여 정도를

MODTRAN 4.0 모의를 통해 산출하였다. Fig. 1은 기존

알고리즘에서 휘도온도차와 기온감률(LST-Ta)이 큰 경

우 산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기존

알고리즘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종

관기상관측(ASOS) 자료를 이용하여 기온의 일 변동을

분석하고 분석된 기온의 일 변동을 TIGR 자료에 처방

하여 복사전달모델 모의를 실시하여 지표면 온도 산출

식을 개선한 점이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성자료

로부터 도출한 산출물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적절한 검증자료의 부재이다

(e.g., Frey et al., 2012, Cho and Suh, 2013b; Li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산출 정확도

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MODIS(MOD11_L2,

MYD11_L2 swath Version 5) 지표면온도를 이용하여

CSW_v3.0의 LST 산출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지표면온도의 시·공간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두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두 자료간의 시

· 공간 해상도 일치화를 엄격하게 하였다. 즉, COMS 화

소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 두 위성자

료 간 관측시간 차가 ±5 분 이내인 MODIS 화소를 선

정하였다. COMS IR1과 IR2의 공간해상도가 위성 직하

점에서 4 km인데 비해 MODIS 지표면온도 자료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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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the COMS split-window LST retrieval algorithm version 3. Left panel shows a development of LST retrieval
algorithm through the off-line processes of radiative transfer model simulations and regression method based on the day/night
and atmospheric conditions. And the right panel shows a real time process of LST retrieval using the COMS and ancillary data.



해상도는 1 km로 차이가 있어 선택된 MODIS 화소를

중심으로 주변 25(5×5)개 화소가 모두 육지이면서 청

천인 경우에만 이들을 단순 평균하여 간접 검증을 수행

하였다.

3. 연구 결과

1) 기온의 일 변동(Diurnal Temperature Range)

종관 기상 관측 시스템(ASOS) 자료에서 일 최고기온

(Tmax)과 일 최저기온(Tmin) 그리고 3시간 간격의 운량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맑은 날과 흐린 날에 대해 기온

의 일 변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관 기

상 관측 시스템에서 2003년부터 2012년의 10년간의 58

개 지점에 대해 내륙 29개 지점과 연안 29개 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지역에 대한 공간분포는 Fig.

2와 같다.

기온의 일 변동 폭(또는 일교차)은 지리적 위치, 계절

및 여러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운량이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Dai et al., 1999; Suh et al., 2009) 본 연

구에서는 ASOS 자료에서 3시간 간격의 운량 자료(10

할)를 일 평균하여 일평균 운량이 2.0 이하인 날을 청천

으로 정의하였다.

구름이 기온과 지면온도(ground temperature, Tg)의

일교차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청천인 때와 구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일교차를 분석하였다(Fig. 3). 청

천 시 기온의 월평균 일교차는 내륙에서 9 ~ 14℃ 로 해

안의 8 ~ 12℃ 보다 전 계절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내륙

과 연안 모두 구름이 없을 때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교차는 대기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식생

활동이 적은 봄(4월)과 가을(10월)에 크게, 대기가 상대

적으로 습하고 식생활동이 왕성한 여름철인 7, 8월에 가

장 작게 나타났다. 지면온도(Tg)의 일교차는 기온의 일

교차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계절 변동 폭

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복사수지와 지면상태(식

생유무, 토양수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면온도의

경우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서 구름이 없을 때의 일교차

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현저히(~ 2배) 크게 나타나고 있

다.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는 식생 활동이 가장 활발

하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현열보다 잠열이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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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average of diurnal temperature range according
to the clear and cloud sky conditions:(a) coastal area
and(b) inland area(solid line: air temperature, dotted line:
ground temperature).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58 ASOS stations used in this
study. The orange and blue colors indicate the inland
area and coastal area, respectively.



야간의 복사냉각도 다른 계절보다 작게 나타나 기온의

일 변동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복사전달 모의를 통한 LST 산출식 개발

본 연구에서 사용한 TIGR 대기연직 프로파일의 경

우 대기 연직 기둥에 대해 주어진 43개 기압 층의 기온,

수증기량 등의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TIGR 자료의

경우 각 관측소마다 최하층의 기압이 1013 hPa으로 제

시되어 있으며 기온의 값은 관측소를 대표하는 기후학

적 값 하나로 고정되어 복사전달모델에 처방되게 된다.

지표면온도 자료는 TIGR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행 연구들(Wan and Dozier 1996; Sobrino and Romaguera

2004; Cho and Suh 2013b, Cho et al. 2015)에서는 지표면

온도가 주어진 기온 하나의 값에 대해 -6 K에서 +16 K

까지 일변동을 한다고 가정하여 복사전달모델에 처방

되었다 . 특히 Fig. 4의 왼쪽과 같이 기존 알고리즘

(CSW_v2.0)에서는 지표면온도의 일 변동을 낮의 경우

LSTday = Ta _ 2K ~ Ta + 16K로, 밤의 경우 LSTngt = Ta
_ 6K ~ Ta + 2K로 따로 나누어 처방하였다. 하지만 기

온의 경우 TIGR 자료에서 주어진 하나의 값으로만 처

방이 되어 기온감률(LST-Ta)이 큰 경우 산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ig. 4의

오른쪽과 같이 각 관측소에 대해 기온(Ta)의 값이 하나

의 값이 아닌 지표면온도처럼 기온 또한 일 변동을 한

다고 가정하여 처방된 기온(Ta’)이 Ta’ = Ta + (LST _

Ta)/2로 정의하여 일 변동을 복사전달모델에 처방하였

다. 여기서 기온의 일변동 폭을 11°C로 처방한 것은 앞

의 ASOS 관측 자료 분석에서 구한 값들의 평균을 이용

한 것이다. 향후에는 단순 평균이 아닌 지리적 위치 및

계절에 따라 상이한 일 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성에서 관측되는 복사휘도를 플랑크법칙의 역 변

환을 통해 휘도온도로 변환한 값과 지표면온도와의 관

계를 다중회귀를 통해 지표면온도 산출 식을 개발하는

데, 시공간적으로 변동이 큰 지표면온도와 위성에서 관

측되는 복사휘도의 자료의 수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

이 있어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하여 대기 상단에서의 복

사 휘도에 대한 모의자료를 생성한 후 산출 계수를 얻

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사전달 모의 조건은 Table

1과 같이 지표면온도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기

온의 일 변동(DTR)이 포함된 대기 연직 프로파일과 지

표면 온도의 일 변동, 지표면 방출율(ε)이 고려되었다.

낮 시간의 경우 359(atm) * 10(LST) * 11(εIR1) * 7(∆ε) =

276,430개의 모의자료가 구축되었으며, 밤 시간의 경우

359(atm) * 5(LST) * 11(εIR1) * 7(∆ε) = 138,215개의 모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복사전달모의를 통해 얻어진 모의

자료를 다중회귀를 통해 기존 알고리즘(CSW_v2.0)과

동일하게 분리대기창 법을 이용하여 주간과 야간, 습

윤/보통/건조 상태에 따른 여섯 개의 산출 계수를 얻

었다.

지표면온도를 산출하는데 사용한 기법인 분리대기

창 법은 지표면 방출율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과 차

등 대기 흡수대의 인접한 두 개의 적외 채널인 11, 12

μm을 사용하여 복사전달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

(Becker and Li, 1990; Wan and Dozier, 1996)으로 다음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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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urnal variation of air temperature and LST in the atmospheric vertical profile according to the algorithms.



 LST = c + a1 TIR1 + a2 ∆T + a3 ∆T 2 + a4 (secθ _ 1)
+ a5 (1 _ ε) + a6 ∆ε                                         (1)

식 (1)에서 TIR1은 IR1 채널의 휘도온도 (brightness

temperature)이며 ∆T는 IR1 채널과 IR2 채널의 휘도온

도차(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 θ는 위성

천정각, ε는 IR1 채널과 IR2 채널의 지표면 방출율의 평

균, ∆ε은 IR1 채널과 IR2 채널의 지표면 방출율 차이를

의미한다.

주간과 야간으로 분리하여 모의된 두 개의 모의자료

에서 휘도온도차의 임계값에 따라 각각 건조/보통/습

윤 조건으로 구분하여 기존 알고리즘(CSW_v2.0)과 같

이 여섯 개의 세부 산출 식으로 분리하였으며 각 식에

대한 산출 계수는 Table 2와 같다.

3) 알고리즘 산출 정확도 평가

개선된 지표면온도 산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

하기 위해 복사전달 모의과정에 처방된 지표면온도

(prescribed LST)와 알고리즘으로 산출된 지표면온도

(estimated LST)를 비교하였다. Fig. 5는 추정된 LST와 처

방된 LST간의 산포도와 편의의 분포를 기존 알고리즘

(CSW_v2.0)과 본 연구에서 개선한 알고리즘(CSW_v3.0)

에 대해 각각 나타낸 것이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알고리즘 모두 지표면

온도를 적절히 산출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개선된 알고

리즘(CSW_v3.0)에서는 처방된 LST와 산출된 LST간의

상관계수는 0.99 이상을 유지하면서 편의는 -0.03 K에

서 -0.012 K로 감소하였다. 특히 개선된 알고리즘에서

는 RMSE가 1.39 K에서 1.138 K로 크게 감소하여 오차

를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90 K에서 320 K 사

이에서 처방된 지표면온도보다 추정된 지표면온도가

과소 추정되는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320

K 이상의 고온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대 추정하는 정도

가 약간 커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편의의 빈도수 분

포에서는 두 알고리즘 모두 대부분 ± 4 K 이내의 범위

로 0 K에 밀집한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계통적 오

차는 보이지 않는다.

Fig. 6부터 Fig. 8까지는 개선된 알고리즘(CSW_v3.0)

이 기존 알고리즘(CSW_v2.0)과 비교하여 지표면온도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기온감률, 휘도온도차,

IR1과 IR2 채널의 지표면 방출율 차, 위성천정각)에 따

라 RMSE의 분포와 그 차이 및 개선율을 나타내었다. 개

선율은 복사전달모델에서 처방된 지표면온도와 알고

리즘을 통해 산출된 지표면온도 간의 RMSE의 차이로

정의하였으며 격자 내 원의 크기로 나타내었다. 각 그

림에서 상단에는 변수에 따른 기존 및 개선된 알고리즘

의 RMSE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하단의 우측에는 개선

된 알고리즘에서 기존 알고리즘의 RMSE 분포의 차이

와 개선율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흰색 부분은 조건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는 경우이다.

Fig. 6은 기온감률(LST-Ta)과 휘도온도차에 따른

RMSE 분포와 개선정도를 나타내었다. 휘도온도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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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nditions for radiative transfer model simulations
used in this study

Subject Conditions
Atmospheric Profile 359 TIGR database(Ver. 1.2)

Satellite Zenith Angle SZA of COMS nadir point(0°~50°)

Land Surface
Temperature

Day: Ta _ 2K ~ Ta + 16K
Night: Ta _ 6K ~ Ta + 2K

(a step of 2 K)
Diurnal Variation of Air

Temperature Ta’ = Ta + (LST _ Ta)/2

Spectral Emissivity and
Variations

εIR1 : 0.9478 ~ 0.9968
(a step of 0.0049)

_ 0.012 ≤ ∆ε ≤ 0.012
(a step of 0.004)

if(εIR2 > 1), εIR2 = 0.9999

Table 2. Coefficients of COMS split-window LST retrieval algorithm version 3
Conditions c a1 a2 a3 a4 a5 a6

Day
Moist 77.7078 0.6924 5.3942 -0.1459 1.6162 61.0112 -123.819

Normal 11.6423 0.9554 1.3149 0.1975 0.2330 56.1771 -109.395
Dry 25.1010 0.9100 3.6850 0.4621 -2.7493 44.9192 -154.773

Night
Moist 27.9503 0.8302 10.1987 -0.7623 0.9677 53.4900 -88.142

Normal 10.0111 0.9606 1.3757 0.1901 0.2072 51.3731 -86.999
Dry 32.5468 0.8814 1.6977 -0.6592 -3.2237 39.9813 -1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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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tter plot(a) and histogram(b)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escribed LST and the estimated LST using CSW_v2.0(left)
and CSW_v3.0(right).

Fig. 6. Distribution of RMSEs for two COMS split-window LST retrieval algorithms, version 2(top, left), version 3(top, right), and their
differences(bottom, right) according to the BTD and LS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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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me as Fig. 6 except for the emissivity differences and LST-Ta.

Fig. 8. Same as Fig. 6 except for the satellite zenith angle and LST-Ta.



대기연직기둥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 수증

기에 민감한 IR2 채널에 의해 감쇄가 일어나는 경우 양

수를 가지고, 에어로졸의 양이 많아 에어로졸에 의한 흡

수, 산란에 민감한 IR1 채널에 의해 감쇄가 일어나는 경

우 음수를 가진다. 개선된 알고리즘(CSW_v3.0)에서는

기존 알고리즘(CSW_v2.0)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조건

에서 RMSE가 감소하였다 . 특히 기존 알고리즘

(CSW_v2.0)에서 기온감률(LST-Ta)이 -6 K에서 0 K 인

야간이면서 휘도온도차가 3 K 이상일 때 RMSE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된 알고리즘(CSW_v3.0)에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온감률이 음수로

크게 나타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온감률이 10 K

이상인 주간이면서 휘도온도차가 4 K 이상으로 대기

중 수증기량의 영향이 클 때 기존 알고리즘에서 RMSE

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된 알고리즘에서는 상

당부분 감소시켰다.

Fig. 7은 IR1, IR2 채널의 지표면 방출율 차이와 기온

감률(LST-Ta)에 따른 RMSE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

존 알고리즘에서는 기온감률이 12 K 이상이면서 지표

면 방출율 차가 0.004 이상인 조건과, 기온감률이 -6 K

인 야간이면서 지표면 방출율 차가 -0.008 이하인 조건

에서 RMSE가 크게 나타났다. 개선된 알고리즘에서는

대부분의 조건에 대하여 RMSE를 40% 이상 감소시켜

지표면온도 산출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Fig. 8에서는 COMS의 위성천정각(SZA)과 기온감률

(LST-Ta) 조건에 따른 RMSE 와 그 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기온감률이 음수이면서

위성천정각이 10도 이내인 조건과 위성천정각이 50도

이면서 기온감률이 8 K 이상이거나 -4 K 이하인 조건에

서 RMSE가 크게 나타났다. 개선된 알고리즘에서는 대

부분의 조건에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RMSE가 감소

하여 산출수준이 상당부분 향상되었다. 하지만 위성천

정각이 10도 이내이면서 기온감률이 14 K 이상인 조건

에서는 오차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4) MODIS LST를 이용한 간접 검증

CSW_v3.0의 지표면온도 산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매월 15일, 30일에 해당

되는 COMS 자료를 사용하여 지표면온도를 산출하였

다. 지표면온도는 청천일 때만 산출이 가능하므로 국가

기상위성센터에서 제공하는 COMS 북반구 영역의 구

름 마스크 자료에서 청천인 화소에 대해서만 산출하였

다. 또한 분리대기창 방법을 이용할 때 미리 알고 있어

야 하는 지표면 방출율 자료는 알고리즘 개선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Cho and Suh, 2013b; Cho et al.,

2015)과 동일한 방출율 자료를 사용하였다(Park and

Suh, 2014).

Fig. 9과 Fig. 10은 CSW_v3.0으로부터 산출된 지표면

온 도 와 MODIS 지 표 면 온 도 , 개 선 된 알 고 리 즘

(CSW_v3.0)과 기존 알고리즘(CSW_v2.0)으로부터 산출

된 지표면온도의 차이, 그리고 CSW_v3.0과 MODIS 지

표면온도의 차이의 공간분포를 주간과 야간에 대해 나

타낸 것이다. 사례 분석 일에서 15분 간격의 COMS LST

자료들 중 MODIS LST와의 시·공간 일치 조건에 부합

하는 화소만을 비교하였으며 시각적 비교를 위해 합성

하여 한 그림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공간분포 상에서 합

성된 MODIS 자료들의 경로에 따라서 불연속이 나타나

고 있다.

Fig. 9는 2011년 7월 30일 낮 시간에 대한 지표면온도

의 공간분포를 나타내었다. MODIS 지표면온도와 시 ·

공간 일치된 지역이 중국의 화북지역과 식생이 거의 없

는 고비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고비사막을 중

심으로 주변보다 지표면온도가 크게 나타나 지표면온

도의 변화가 큰 특징을 잘 추정하였으며, MODIS 지표

면온도와 차이는 +2 K 에서 -5 K로 MODIS 지표면온도

보다 약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Trigo

et al.,(2008)의 연구에서 MODIS Version 5의 지표면온도

가 주간에 나대지나 사막에 대해 약 5 K 낮게 추정하는

계통적 오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10은 2011년 5월 15일 밤 시간에 대한 지표면온

도 공간분포를 나타내었다. MODIS 지표면온도와 시·

공간 일치된 지역이 대부분 중국 화북 및 동북지역으로

CSW_v3.0과 MODIS 지표면온도와의 차이가 ± 3 K 이

내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개선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

고리즘에서 산출된 지표면온도의 차이는 대부분 0 K

로 나타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개선된 알고리즘에서 밤 시간의 기온의 일 변

동은 Ta -6 K에서 Ta + 2 K로 낮 시간의 기온의 일 변동

인 Ta -2 K에서 Ta + 16 K보다 작게 설정된 것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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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atial distribution of CSW_v3.0 LST and MODIS LST data and their differences for selected day.(daytime, 30, Jul., 2011)

Fig. 10. Same as Fig. 9 except for selected day.(nighttime, 15, May, 2011)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2011년 9월 15일 낮 시간에 대한 지표면온

도 공간분포를 나타내었다. 개선된 알고리즘으로부터

산출된 지표면온도는 MODIS 지표면온도와 비교하였

을 때 내몽골 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차이를 보였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지표면온도 산출에 기온의 일 변동 영

향이 약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식생의 밀도가 높아서 기온의 일 변동이 크지 않은 것

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존 알고리즘과의 차

이에서는 중국 화동 지역에서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감소시켰다.

Fig. 12는 알고리즘 산출 정확도 평가를 위해 기존 및

개선된 알고리즘으로부터 산출된 지표면온도와

MODIS 지표면온도와의 산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산포

도에 쓰인 지표면온도는 매월 15일과 30일에 대하여

MODIS 지표면온도와의 시 · 공간 일치 조건에 부합하

는 자료만을 나타낸 것이다. 2011년 6월의 경우, 기존 알

고리즘에서 290 K ~ 310 K 사이에 MODIS 지표면온도

보다 과대 추정하는 부분을 개선된 알고리즘에서는 과

소 추정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310 K 이상에

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편차가 컸던 값들을 중심으로 이

동시켰다. 하지만 개선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보

다 전체적으로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커서 산출수준이

낮아지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8월의 경우, 기존

알고리즘이 290 K 이상에서 MODIS 지표면온도보다

전체적으로 과대 추정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개

선된 알고리즘에서는 과대 추정하는 문제점을 상당부

분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름철의 경우 동

아시아 몬순과 관련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름으로

인해 그림에서 나타낸 대부분의 화소는 식생이 거의 없

는 나대지나 사막지역에 해당됨으로 해석에 유의가 필

요하다. 2011년 10월의 경우, 기존 알고리즘에서 300 K

이상에서 MODIS 지표면온도보다 과대 추정하는 문제

점이 발생하였는데, 개선된 알고리즘에서는 이를 해소

하였다. 2011년 12월의 경우,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250

K에서 320 K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MODIS LST보

다 약간 과대 추정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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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ame as Fig. 9 except for selected day.(daytime, 15, Se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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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catter plots of COMS LST and MODIS LST, used CSW_v2.0(left) and CSW_v3.0(right) according to the months(June,
August, October, December).



알고리즘에서는 이를 약간 해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월

에 관계없이 기존 알고리즘이 290 K 이상에서 MODIS

지표면온도보다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존재하였으나

개선된 알고리즘에서는 이를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Tables 3과 4는 기존 및 개선된 알고리즘으로부터 산

출된 지표면온도의 산출 수준을 낮과 밤에 대해 각각 나

타낸 것이다. 상관계수의 경우 주/야 및 월에 관계없이

기존 및 개선된 알고리즘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간 편의의 경우 2011년 6월과 7월에 각

각 1.195, 0.435 K에서 -2.360, -1.997 K로 증가되었으나

나머지 월에서는 비슷하거나 8, 10, 11, 12월에 크게 감

소하여 전체적으로 0.853 K에서 -0.401 K로 감소하였

다. RMSE의 경우에도 Table 3처럼 2011년 6, 7월과 2012

년 3월에 RMSE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월에서는 기존

의 산출수준과 동일하거나 8, 10, 12월처럼 상당부분 감

소하여 전반적인 RMSE는 3.024 K에서 2.937 K로 약간

감소되었다. 하지만 비교 검증에 사용된 기간(1년)과 분

석일이 각 월의 15, 30일(2일)로 충분하지 못하고, 비교

검증 자료인 MODIS 지표면온도 version 5 자체에도 오

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Trigo et al., 2008;

Frey et al., 2012).

야간의 경우에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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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me as Table 3 except for the nighttime

Month
Corr. Bias(K) RMSE(K)

v2 v3 v2 v3 v2 v3
4 0.983 0.983 0.666 0.667 1.730 1.730
5 0.956 0.956 0.003 -0.002 1.224 1.226
6 0.973 0.972 -0.734 -0.760 1.363 1.413
7 0.960 0.960 -0.306 -0.290 1.389 1.385
8 0.980 0.980 -0.950 -0.933 1.592 1.579
9 0.973 0.973 0.947 0.951 1.718 1.721
10 0.984 0.984 1.029 1.040 1.952 1.955
11 0.993 0.993 0.549 0.559 1.860 1.860
12 0.996 0.996 0.723 0.729 2.883 2.888
1 0.994 0.994 -0.593 -0.590 2.846 2.848
2 0.995 0.995 0.280 0.291 1.880 1.881
3 0.992 0.992 0.230 0.240 1.840 1.841

Ave. 0.982 0.982 0.154 0.159 1.856 1.861

Table 3. Comparison results of the daytime LST data between CSW_v2, 3 and MODIS LST from April 2011 to March 2012(15th, 30th)

Month
Corr. Bias(K) RMSE(K)

v2 v3 v2 v3 v2 v3
4 0.975 0.976 -0.468 -0.472 2.132 2.098
5 0.972 0.971 -1.003 -1.423 2.577 2.795
6 0.942 0.937 1.195 -2.360 3.491 4.065
7 0.961 0.935 0.435 -1.997 2.816 4.145
8 0.906 0.871 2.456 0.383 4.208 3.699
9 0.953 0.953 -0.431 -0.768 2.198 2.286
10 0.947 0.951 2.461 1.115 3.628 2.359
11 0.978 0.972 2.268 0.685 3.254 2.818
12 0.971 0.981 2.423 0.495 3.752 2.343
1 0.964 0.972 1.086 0.778 2.504 2.175
2 0.966 0.955 0.672 0.131 2.497 2.794
3 0.941 0.929 -0.853 -1.383 3.234 3.666

Ave. 0.956 0.950 0.853 -0.401 3.024 2.937



알고리즘의 상관계수, 편의, 그리고 RMSE 모두 기존 알

고리즘과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두 알고리즘 모두 주간보다는 야간에 MODIS와 매우

유사하게 지표면온도를 산출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두

알고리즘 모두에서 12월과 1월에 RMSE가 2.8 K로 크게

나타나는 점으로 방출률 산출과정에서 사용되는 눈 덮

임 처방의 오류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ark and Suh(2014)의 방출율 자료는 실측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방출율 자료들의 품질과 한계에 대해서는 Park and

Suh(2013)의 논문에서 제시한 바 있다 . 또한 Liu et

al.(2013)은 GOES 위성을 이용한 지표면온도의 산출에

서 각 IR 채널의 평균 방출율에 5%의 변화가 있을 경우

지표면온도가 약 3.4 K 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MODIS LST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방출율과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방출율의 차이가 LST 산출수준 개선이 크지

않게 나타난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또한 낮 시간

과 비교하여 밤 시간의 산출 수준이 기존과 거의 동일

한 것은 복사전달 모의 과정에서 밤 시간의 기온의 일

변동 폭을 Ta - 6 K에서 Ta + 2 K로 낮 시간에 비해 현저

히 작게 처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COMS 자료로부터 지표면온도를 보

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지표경계층에서의 기온감

률(LST-Ta)이 큰 조건에서 기존 알고리즘(CSW_v2.0)이

가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온의 일 변동을 반영

한 새로운 알고리즘(CSW_v3.0)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개선된 알고리즘의 LST 추정 수준 평가와 함께 COMS

자료에 적용하여 지표면온도를 산출한 후 MODIS 지

표면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검증을 실시하

였다.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휘도온도 차와 기온감률(LST-

Ta)이 큰 경우 지표면온도 산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

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

는 종관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기온의 일 변동을 분

석하였다. 분석된 기온의 일 변동을 TIGR 자료에 처방

하고 이를 MODTRAN4.0을 이용하여 복사전달 모의를

수행하였다. 복사전달모델에 처방된 지표면온도와 위

성에서 측정된 휘도온도, 다양한 모의조건 등을 고려한

다중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종관 기상 관측 시스템(ASOS)에서 2003년부터 2012

년까지의 10년간 58개 지점에 대하여 연안과 내륙지역

으로 나누어 기온의 일 변동을 분석한 결과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각각 약 10 °C와 약 12 °C로 나타났다. 계

절적으로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봄과 가을에 크고

여름에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여름의 경우 식생활

동이 가장 활발하고 다른 계절보다 토양수분이 많고 대

기 중 수증기량도 많아 다른 계절에 비해 기온의 일 변

동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된 기온의 일

변동을 TIGR 대기연직 프로파일에 적용하기 위해

TIGR 자료에 포함된 기온(Ta)를 로 수정하여 복사전달

모델에 처방하였다. 이 경우 Ta’은 LST가 약 22 K(Ta -6

K ~ Ta + 16 K) 일 변동하게 처방한 점을 고려할 때 약

11°C의 일 변동을 하게 되어 관측값과 유사한 일 변동을

하게 된다.

도출된 지표면온도 산출식의 산출 정확도 평가를 위

해 복사전달모델 모의과정에 처방된 지표면온도와 알

고리즘으로 산출된 지표면온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새

롭게 도출된 알고리즘은 처방된 지표면온도와 상관계

수는 0.99를 유지하면서 편의는 -0.03 K에서 -0.012 K 그

리고 RMSE는 1.39 K에서 1.138 K로 크게 감소되게 지

표면온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개선결과는 주로 새로

운 알고리즘(v3.0)이 기온감률이 크거나 휘도온도차가

클 때 기존 알고리즘(v2.0)이 갖는 계통적 오차를 일부

개선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위성 천정각이 50도

이상이면서 기온감률이 10 K 이상인 조건이나 위성천

정각이 30도 이상이면서 휘도온도차가 4 K 이상일 때

는 새로운 알고리즘에서도 작지 않은 계통적 오차가 나

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CSW_v3.0를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매월 15일, 30일에 해당되는 COMS 자

료를 적용하여 지표면온도를 산출한 후 비교적 산출정

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MODIS 지표면온도를 이용

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두 자료

간의 편차가 약 ±7 K에 수준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

도 있지만 계절 및 주간과 야간에 관계없이 편차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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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이내로 지표면온도를 산출하였다. 특히 월에 관계없

이 기존 알고리즘이 290 K 이상에서 MODIS 지표면온

도보다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새로운 알고리

즘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기존 및 새

로운 알고리즘의 지표면온도 산출 수준은 MODIS 지표

면온도와 비교할 때, 상관관계는 0.986에서 0.985로 높

은 상관성을 유지하면서 편의는 0.629 K에서 -0.049 K,

RMSE는 2.537 K에서 2.502 K로 오차를 감소시켰다. 새

로운 알고리즘의 지표면온도 산출 수준 개선은 야간보

다는 주로 주간에 발생했던 계통적 오차 감소에 의한 것

이다. 이처럼 야간에 개선수준이 낮은 것은 낮 시간의

기온의 일 변동폭보다 밤 시간의 기온의 일 변동폭이 작

게 처방된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의 일 변동을 반영하여 COMS 지

표면온도 산출 알고리즘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MODIS

지표면온도와 비교 평가하였다. 정확도가 개선된 지표

면온도는 복사수지, 지표면 도시열섬, 농업, 수치/기후

모델의 입력 및 검증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

만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여름의 일부 낮 시간에 산출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MODIS

지표면온도 version 5가 가진 계통적 오차와 지속적인

구름을 발생시키는 장마로 인해 두 자료 간 시 · 공간 일

치지점이 주로 사막 및 나대지로 한정되는 한계로 발생

된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도 높은 지표

면온도의 산출을 위해서는 COMS의 관측지역 내의 다

양한 화소들에 대해 현장 관측소 자료를 확보하여 실질

적인 검증을 통한 알고리즘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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