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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hycocyanin pigment (PC) is a marker for cyanobacterial presence in eutrophic inland
water. Accurate estimation of low PC concentration in turbid inland water is challenging due to the optical
complexity and critical for issuing an early warning of potential risks of cyanobacterial bloom to the public.
To monitor cyanobacterial bloom in eutrophic inland waters, an approach is proposed to partition non-
water absorption coefficient from measured reflectance and to retrieve absorption coefficient of PC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accuracy in remotely estimated PC, in particular for low concentrations. The
proposed inversion model retrieves absorption spectra of PC (apc(λ)) with R2 ≥ 0.8 for apc(620). The
algorithm achieved more accurate Chl-a and PC estimation with 0.71 ≤ R2 ≤ 0.85, 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 (rRMSE) ≤ 39.4 % and mean relative error (RE) ≤ 78.0 % than the widely used semi-empirical
algorithm for the same dataset. In particular, low PC (PC ≤ 50 mg/m3) and low PC: Chl-a ratio values of
for all datasets used in this study were well predicted by the proposed algorithm.
Key Words : Cyanobacteria, IOPs, Inversion Model, Phycocyanin, Chlorophyll-a,

요약 : 피코시아닌(phycocyanin, PC) 색소는 부영양화 된 담수역에서의 남조류를 정량하는 지표로 활용

된다. 남조류의 대발생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으로인해 조기 경보 발령이 중요하지만, 혼탁한 수체 내 소량으

로 추정되는 PC 농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분광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측정 된 원격반사도로부터 PC 및 물 이외의 입자성 물질에 의한 흡수계수를 분리하여 기존 PC 농도를 추정

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낮은 농도에서도 향상 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된 IOPs 변환 모델 적용

결과 PC 흡수계수 R2는 0.8 이상으로 apc(620)를 적절히 재현하였다. 또한 알고리즘은 기존 널리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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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녹조는 부영양화된 호소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을 녹색

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으로, 남조류가 우점하는 시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녹색 빛을 띠어 녹조현상이라 명명하

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와 물환경

여건변화로 인해 남조류 과대성장이 빈번하게 발생되

고 있으며, 남조류가 생산하는 독성물질과 이·취미 물

질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심미적 악영향 뿐만 아니라 생

태적 손실과 공중위생상 피해를 야기한다 (Bold and

Wynne, 1985; Falconer, 2005). 따라서 남조류 과대발생

에 따른 수질 및 음용수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과 기관

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Backer, 2002). 그러나

넓은 수체에서 발생되는 녹조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험·분석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기존 수질

측정망 지점자료는 하천의 폭 방향 한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하고 있어 녹조의 이동·확산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

한 녹조 모니터링이 기존의 현장 채수를 통한 분석방법

의 대안 기술로 연구되고 있다(Dekker, 1993; Hunter et

al., 2010; Li et al., 2012; Simis et al., 2005).

녹조 원격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반사율정보로부

터 조류 함유색소인 클로로필-a(Chlorophyll-a, Chl-a)나

피코시아닌(Phycocyanin, PC) 흡수특성을 추정하는 방

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물과 관련하여 1990년

대 말 부터 해양원격탐사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담수역 부영양화와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들 대부분도 다중분광영상을 활용한 Chl-a 추정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초분광영상 관련 연구는 육상관측 분야

에 국한되어 왔다. 해색과 관련하여 Yoo and Park(1998)

는 황해 물질의 AOPs 및 IOPs 측정 및 특성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각 물질별 기여도가 정점마다 달라 추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색과 관

련 하 여 Ahn and Moon(1998)은 Chl-a와 부 유 물 질

(Suspended Solids, SS) 농도 추정을 위한 비흡광계수와

같은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국내 고유의 해색원격탐사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조 현상에 정량적으로 접근하

였다. 200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야 담수역과 관련한 연

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Choi, 2006; Choi et al.,

2011) 이는 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였다. 최

근 들어서야 초분광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

으나(Lee et al., 2015), 남조류의 농도를 추정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이다.

물에서 측정된 반사 스펙트럼은 Chl-a, TSM (Total

suspended matter), CDM (Colored detritus matter) 등과 같

이 빛에 반응하는 다양한 물질들로 인해 매우 복잡한 형

태로 표출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험적, 반경험적 방법

들을 적용해 620 nm 파장에서 남조류 함유색소인 PC 흡

수 스펙트럼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일반적

으로 반사율 밴드조합을 이용한 방법(Dekker, 1993;

Hunter et al., 2008, 2009, 2010; Le et al., 2011; Li et al., 2010;

Mishra et al., 2009; Schalles and Yacobi, 2000; Song et al., 2013;

Sun et al., 2012), 반경험적 방법(Simis et al., 2005, 2007)과

수정된 반경험적 방법(Guanter et al., 2010; Hunter et al.,

2010; Lyu et al., 2013; Randolph et al., 2008; Ruiz-Verdu et al.,

2008; Yang and Pan, 2006) 등이 있다. Schalles and Yacobi

(2000)는 640 nm ~ 660 nm 파장에서 반사율 최대값과

615 nm ~ 635 nm 파장에서 반사율 최소값의 비를 이용

해 PC 농도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반사율 비를 이용하는

경험 모델들의 문제점은 Chl-a 농도가 변하는 경우, PC:

Chl-a 값을 확인할 수 없어 모형의 정확도가 시기와 장소

에 따라 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PC

추정모형의 일반적인 적용을 위해 Simis et al. (2005)은

620 nm 파장에서 Chl-a 흡수 영향을 실측값으로부터 도

출된 계수를 이용해 계량화하였다. 국내에서는 Lee et al.

(2015)이 북한강수계 의암호를 대상으로 고유분광특성

을(Inherent Optical Properties, IOPs) 기반으로한 Chl-a 추

정 모형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바 있으나, 남조류와 관련

된 PC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에서 촬영된 반사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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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험적 알고리즘에 비해 0.71 ≤ R2 ≤ 0.85, rRMSE ≤ 39.4 %, 그리고 RE ≤ 78.0 %로 정확도 높은 결

과를 보였다. 특히, PC 농도가 50 mg/m3 이하 및 PC: Chl-a ratio가 낮은 조건에서도 잘 예측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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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다양한 시기와 수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Chl-a

와 PC 추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이를 위해 Chl-a 추정모형은 기존 반사율 조합을 이

용하는 방법 대신 Chl-a 흡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

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PC 추정모형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해 PC 흡수 피크가 관찰되는 620 nm 파장에

서 Chl-a 흡수영향을 실험을 통해 계량화하였다. 아울러

시기별, 수계별 PC: Chl-a 변화에 따른 추정모형의 정확

도 변화를 분석하여 모형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아래 Fig. 1과 같다.

2.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는 낙동강수계 강정고령보, 북한강수계

의암호 및 팔당호, 금강수계 대청호 및 백제보, 한강하

류 김포대교 구간이다(Fig. 1). 대상지역은 주요 상수원

인 대청호와 팔당호를 포함하여 최근 기후와 물환경 여

건 변화로 인해 여름철 녹조 발생이 빈번한 지점들을 선

정하였다. 항공촬영과 병행하여 현장 반사율 측정과 분

광특성 실험을 위한 샘플링을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평균 10일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초분광영상 취득을 위

한 항공촬영은 낙동강수계(구미보~창녕함안보), 금강

수계(대청호~백제보), 한강하류(팔당댐 방류구~김포

대교), 북한강수계(의암호~팔당호)를 대상으로 7월부

터 11월 사이 총 20회 수행하였다.

2) 현장 반사율 측정 및 수질 분석

(1) 현장 원격반사율 측정

현장 원격반사율은 외재적 광특성(Apparent Optical

Properties, AOPs)이라고 하며, Li et al. (2010)연구를 기

반으로 휴대용 분광복사계(Fieldspec4, ASD inc.,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체에서 복사되는 복사량

(Ladiance, L(λ))과 복사조도(Irradiance, E(λ)), 반사율

(Reflectance, R(λ))을 각각 측정하였다. 물과 대기에 의

한 복사량(Lw, Lsky) 측정은 3° FOV (Field of view)를 갖

Improvement of Model based on Inherent Optical Properties for Remote Sensing of Cyanobacterial 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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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summary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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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ore optic 렌즈를 피스톨 그립에 장착해 측정했으며,

기준반사율 측정을 위해 cosine receptor와 99 % 반사율

을 갖는 원형 황산바륨판을 각각 사용하여 350 nm에서

2,500 nm 파장대를 1 n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당

시 노이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별로 20회 측정

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원격반사도는 현장에

서 측정된 복사량 및 반사율 값을 이용해 다음의 식 (1)

로부터 계산하였다.

                   Rrs = =                     (1)

여기서, Lw는 순수하게 물에 의해서 복사되는 복사

량, Lt는 물에서 복사되는 전체 복사량, Lsky는 대기에

서 입사되는 복사량이며, Ed(0+)는 아래 방향으로 입사

되는 복사조도를 수표면 바로 위에서 측정한 값으로 다

음의 식 (2)로 표현 가능하다.

                             Ed(0+) =                               (2)

ρp는 반사판을 이용해 측정한 기준 반사율이다.

(2) 수질 분석

수질 분석을 위한 시료는 매 항공촬영 마다 수계별 20

지점에서 수표면 반사율을 측정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표층수 2 L를 무균채수병에 담아 냉·암소 조건을 유지하

여 운반 후 사용하였다. PC 추출을 위한 시료는 식물플

랑크톤 네트를 이용하여 녹조 발생 정도에 따라 현장에

서 10~50 L의 표층수를 농축하였으며, 100 mL 광구병에

담아 취득하였다.

Lw

Ed(0+)
Lw

_ rLsky

Ed(0+)

�Lp
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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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y area (A: Downstream of Han river (DH), B: Gangjung-goryeong weir of Nakdong river (GW), C: Backjae weir of Geum
river (BW), D: Paldang lake of Bukhan river (PL), E: Uiam Lake of Bukhan river (UL), F: Daechung lake of Geum river (DL)).
Red circled symbols indicate the sampl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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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a 추출은 미국공중보건협회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05)에따라실시하였다. 300~500 mL

의 시료를 GF/F(0.7 μm, Whatman)에 여과한 뒤 파쇄하

여 90 % 아세톤에 넣어 4 ˚C에서 24시간 방치 후 색소를

추출하였다. 추출 된 시료는 원심분리(500 g, 20 분) 후, 상

등액을 적당량 분취하여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로흡광도측정후다음식 (3)과같이농도로환산하였다.

 Chl _ a(mg/m3) =   (3)

여기서, OD는 흡광도(optical density), X1은 OD(663

nm - 750 nm), X2는 OD(645 nm - 750 nm), X3은 OD(630

nm - 750 nm), V1은 상층액 시료량(mL) 그리고 V2는 여

과한 시료량(L)을 의미한다.

PC 추출은 농축된 시료로 Sarada et al. (1999)이 제안

한 동결 및 해동(Freezing and Thawing) 과정을 기초로

추출하였다. 먼저 시료의 균질화를 위해 초음파파쇄기

를 이용하였으며, 완충을 위해 phosphate buffer(pH 7.2)

를 추가하여 -20 ˚C에서 24시간 동결하였다. 시료의 해

동 및 원심분리 과정을 거친 후, PC 색소가 추출 된 시료

는 상등액을 적당량 분취하여 분광광도계로 620 nm,

652 nm에서의 흡광도 측정 후 Bennett and Bogorad(1973)

이 제안한 다음 식 (4)와 같이 농도로 환산하였다.

        PC(mg/m3) =          (4)

여기서, V1는 분취한 상층액량(mL) 그리고 V2는 여

과한 시료량(L)을 의미한다.

(3) 물질별 흡수계수 실험

Lee et al. (2015)의 연구에 언급 된 바와 같이 원격반사

율로부터 IOPs를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은 원격반

사율을 흡수(a(λ))와 산란(b(λ))의 함수로 표현된다. 물

질의 총 흡수계수 a(λ)는 아래 식 (5)와 같이 조류와 순수

한 물,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Non-

Algal Particles (NAP)의 합을 의미하며, 각 물질을 분리

하여 고려한다.

           a(λ) = aph(λ) + aCDOM(λ) + aNAP(λ) + aw            (5)

IOPs는 현장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광 조건 제어가

가능한 실내 실험실에서 빛 손실을 최소로 하여 측정하

며, 본 연구에서는 aph(λ), aNAP(λ)의 측정을 위해 적분구

(integrating sphere, DRA-Ca-30I)가 장착 된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 Cary 300 UV-Visible)를 이용하였으

며, 측정은 Quantitative Filter Technique (QFT)(Tassan et

al., 1995)을 적용하였다.

채수된시료를 25 mm 직경의 GF/F(0.7 μm, Whatman)

여지에 여과한 후 적분구를 이용해 투과-흡수 모드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을 마친 여지는 10 % NaClO

를 30배 희석한 용액을 2~3 방울 떨어뜨려 5분에서 8분

간 표백하여 색소를 제거하고 투과-흡수 모드에서 재측

정하여 전 파장구간에서 두 측정값의 차이를 조류 함유

색소의 흡광도로 산정하였다. 희석시간은 각 시료별 흡

광도 측정 후 620 nm 와 665 nm 파장에서 조류 함유색소

에 의한 흡수 피크가 제거되는데 소요되는 최대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CDOM의 흡수계수 (aCDOM(λ))는 0.2 μm 공극을 갖는

여지를 통과한 시료를 분광광도계를 이용해 흡광도를

측정하고, 아래 식 (6)을 이용해 흡수계수를 산정하였다.

                aCDOM(λ) = 2.303*ODCDOM(λ)/l                  (6)

여기서, 2.303은 10진 로그를 자연로그로 변환하기 위

한계수이고, l은빛이투과된거리(= 0.01 m)이다. 측정된

ODCDOM(λ)은 700~710 nm 파장의 평균값을 전 파장 측정

값에서 차감하여 후방산란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였다.

(4) 고유광특성 변환 모델(IOPs Inversion Model)

물질의 고유한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PC 농도를 추정

하기 위해 Lee et al. (2002)에 의해 처음 개발되고, IOCCG

(International Ocean Colour Coordinating Group, NASA)에

서 사용되는 해색탐사용 IOPs 변환 알고리즘(Quasi

Analytcical Algorithm, QAA)을 기반으로, 측정 자료 분석

을통해모델을수정개선하였다. 변환알고리즘은식 (7)

과같이 Gordon et al. (1988)과 Lee et al. (1999)이제시한원

격반사율과 산란 및 흡수계수 관계로부터 설명 가능하

다. 산란계수 b(λ)는 수질 현장에서 측정된 778 nm 파장

에서의 반사율로부터 식 (7)과 식 (8)을 이용하여 bb(778)

을 계산하였다(Gordon et al., 1988; Gons et al., 2005).

                    rrs(λ) = (λ)                      (7)

                  
bb(778) =                    (8)

(11.64X1
_ 2.16X2 + 0.10X3) × V1

V2

OD620
_ (0.474 × OD652)

5.34

bb(λ)
a(λ) + bb(λ)

f
Q

rrs(778) aw(778)
0.082 _ rrs(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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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에서 f는 light field factor, Q는 light distribution

factor이다. Gons et al. (2005)은 f/Q(778) = 0.082 sr-1의 값

을 사용했으며, 778 nm가 대부분 물에 의해 흡수가 일

어난다는 점에 착안해 a(778) ≈ aw(778)로 가정하였다.

전 파장에서 후방산란 계수는 식 (9) ~ 식 (11)로부터 산

정하였다(Lee et al., 2002; Lee and Carder, 2004; Lee et al.,

2009).

                bb(λ) = bbp(560)( )Y + bbw(λ)                  (9)

           Y = 2.0 × [1 _ 1.2exp( )]           (10)

                bbp(560) =                (11)

bbw(λ)는 순수한 물에 의한 후방산란계수이고, Y는 입

자성물질에 의한 후방산란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상수

로 443 nm와 560 nm 파장에서 반사율 비로 계산된다

(Lee et al., 2009). 식 (9)에서 bb(λ) = bbw(λ) + bbp(λ)이고, 입

자성 물질에 의한 후방산란계수인 bbp(λ)는 청색파장에

서 적색파장으로 이동하면서 지수감소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물 이외 전체물질에 의한 흡수계수인 at _ w(λ)는 식 (7)

의 두 파장에서 반사율 비를 나타낸 식 (12)를 정리해 식

(13)으로부터 산정한다.

      =      (12)

      at _ w(λ) =
_ bb(λ) _ aw(λ)                                    

(13)

식 (13)에서 aw(λ)는 20 ˚C 수온에서 측정된 값을 사용

하였다(Buiteveld et al., 1994). 식 (13)에서 산정된 물 이외

의 물질들 전체에 대한 흡수계수는 수체 내 식물성플랑

크톤의 흡수계수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CDOM 및

NAP에 의한 흡수는 620 nm 이후 파장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가정하에 다음 식 (14)를 이용해 식

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흡수계수를 산정하였다.

             
asol(665) = =             (14)

최종적으로 Ritchie (2008)가 제안한 식 (15)와 단위 농

도당 흡수계수인 aph
* (665)를 이용한 식 (16)으로부터 Chl-

a 농도를 추정하였다.

Chl _ a(mgm_3)

=    _ 0.3319asol(630) _ 1.7485asol(647)     × 4.43

+11.6442asol(665) _ 1.4306asol(691)               (15)

                 Chl _ a(mgm_3) =                 (16)

여기서, aph
* (665)는 665 nm 파장에서의 식물플랑크톤

입자에 의한 고유흡광계수(specific absorbtion coefficient)

를 의미하며, 이는 물질의 단위 농도당 흡수계수를 말한

다. 기존연구결과를바탕으로 aph
* (665)는 Gons et al.(2008)

이 제안한 0.016 m2(mg Chl-a)-1 값을 사용하였다.

PC 추정을 위해 620 nm, 665 nm, 그리고 709 nm 파장

에서의 흡수계수를 이용하였다(Simis et al., 2005). 수식

의 간소화를 위해 709 nm에서 조류 함유색소에 의한 흡

수와 665 nm에서 CDOM과 NAP에 의한 흡수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가정으로 인한 오차

보정을 위해 665 nm 파장에서 실측한 흡수계수와 추정

한 흡수계수의 비교를 통해 보정계수를 적용하였고, 언

급한 조건으로부터 식 (17)을 도출하였다.

                    aChl 
_

a(665) =                    (17)

남조류가 우점하는 수체의 620 nm 파장에서 흡수는

PC와 Chl-a에 의해 결정되며, 665 nm에서와 유사하게

Chl-a 흡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 δ를 적용하여 식

(18)을 도출하였다.

apc(620) = {[ × (aw(709) + bb)] _ bb  
_ aw(620)}

× δ
_1 _ [є × aChl 

_
a(665)]                   (18)

여기서, ε은 665 nm에서 Chl-a에 의한 흡수를 620 nm

파장에서의 흡수로 변환하기 위한 계수이다.

IOP 실험을 통해 측정 된 각 흡수계수들과 농도의 관

계는 아래 식 (19) 및 식 (20)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Simis et al.(2005)이 제안한 이후 여러 연구에 사용

되고 있다. a*(λ)는 농도를 기준으로 흡광 특성을 정의하

는 계수로써 다양한 환경에서도 AOPs 측정만으로도

보다 안정적으로 물질의 농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560
λ

_ 0.9rrs(443)
rrs(560)

[bb(778) _ bbw(778)]
0.7198Y

Rx(λ)
Rx(709)

bb(λ) [aw(709) + bb(709)]
bb(709) [aw(λ) + at _ w(λ) + bb(λ)]

Rx(709) bb(λ) [aw(709) + bb(709)]
Rx(λ) bb(709)

aph(665)
0.68

at _ w(665)
0.68

at _ w(665)
aph

* (665)

aChl 
_

a(665)
Chl _ a

R(709)
R(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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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점이 있다.

단 아래 식에 사용 된 aph(λ)는 Chl-a 농도와 관계되므

로, aChl _ a(λ)를 사용하였다.

                      aph
* (665) =                      (19)

                     aPC
* (620) =                     (20)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와 실측한 값을 상대평균제

곱근오차 (rRMSE)와 상대오차 (RE)를 이용해 정확도를

평가했다. 상대평균제곱근오차와 상대오차 각각의 계

산 방법은 아래 식과 같다. 식 (21)와 (22)에서 Xi’와 Xi는

각각 시료 i에 대한 모형 추정값과 측정값을 나타낸다.

           rRMSE =   × 100 %          (21)

                            RE =                            (22)

3. Results and Discussion

1) 수질 분포

AOPs 기반의 3-band 모형과 IOPs 기반 Chl-a, PC 추

정 모형간의 비교 및 검증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Chl-a와 PC 분석을 실시

한 9월부터 10월 자료는 모형의 개발과 보정을 위해 사

용했고, Chl-a만 분석한 6월부터 8월 자료는 모형의 검

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Table 1에 정리 된 바와 같이 9월

부터 10월 사이 Chl-a 농도는 평균 7.1~39.4 mg/m3 분포

를 나타냈으며, 9월 초 북한강 수계 팔당호에서 2.6

mg/m3로 최소값을, 10월 초 한강하류에서 189.5 mg/m3

로 최대값을 보였다. 동일 기간 PC 농도는 평균 2.9~51.9

mg/m3 분포를 나타냈으며, 주로 북한강 수계 의암호에

서 낮은 농도를 보였다. PC 농도는 10월 초 한강하류에

서 281.9 mg/m3로 최대값을 보였으며, 금강 일부 지점

에서도 높은값을 보였다. 대부분 지점에서 남조류가 우

점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PC: Chl-a 비율은 평균

0.26~5.10의 분포로 큰 변화를 보였다.

2) 현장 원격반사율 보정

현장 반사율은 Kutser et al(2013)이 제안한 Power

Fitting 방법을 이용하여 반사율 보정을 실시하였다. 이

는 수표면 위에서 측정된 신호(Lu/Ed)와 아래 신호

(Lw/Ed) 사이의 관계를 350~380 nm와 890~900 nm 파

장구간에서 측정된 반사율의 멱함수 기준값을 전 파장

에서 차감하여 보정하는 기법이다. 결과는 Fig. 3과 같

이 수계별로 유사한 반사 스펙트럼을 보였으며, 공통적

으로 620 nm 파장에서 PC에 의한 흡수 피크와 675 nm

파장에서 Chl-a에 의한 흡수 피크가 관찰되었다. 수계별

aChl 
_

a(665)
Chl _ a

aPC(620)
PC

(X’i
_ Xi)2

Xi
1
n

n

∑
i = 1

1
n

n

∑
i = 1

| X’i _ Xi |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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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al information of Chl-a, PC, and PC:Chl-a. BW: Bakjae weir, GW: Gangjung-goryung weir, UL: Uiam lake, PD:
Paldang lake, DH: Downstream of Han river respectively

River basin Site Date
Chl-a (mg/m3) PC (mg/m3) PC: Chl-a

Min. Max. Avg. Min. Max. Avg. Min. Max. Avg.

Geum river BW
Sep. 09. 2015 19.49 44.88 30.84 6.91 17.35 12.34 0.18 0.74 0.42
Sep. 21. 2015 12.02 89.86 32.06 8.21 102.26 37.01 0.27 2.57 1.25

Nakdong river GW
Sep. 08. 2015 2.97 11.39 7.11 11.68 56.09 32.34 1.98 11.71 5.10
Oct. 06. 2015 5.33 16.73 10.56 1.81 8.63 4.69 0.14 1.16 0.48

Bukhan river
UL

Sep. 14. 2015 2.67 24.33 10.94 0.82 12.96 2.92 0.08 0.92 0.26
Sep. 17. 2015 13.58 21.36 18.76 4.40 7.34 6.07 0.21 0.46 0.34

PD Sep. 01. 2015 2.45 23.01 10.03 1.96 31.10 7.01 0.11 4.48 0.84

Han river DH

Sep. 04. 2015 4.34 18.87 13.01 3.91 278.01 45.03 0.26 20.77 4.07
Sep. 15. 2015 5.43 16.71 9.32 4.91 20.24 8.74 0.67 1.39 0.94
Sep. 22. 2015 12.76 181.06 39.42 9.48 269.22 43.35 0.45 3.46 1.00
Oct. 07. 2015 4.35 189.52 33.61 6.96 281.90 51.91 0.31 4.84 1.85

Summary 2.45 189.52 18.41 0.82 281.90 21.66 0.08 20.77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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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점에서 전체 조류의 함유 색소에 의한 반사 피

크는 710 nm 파장에서 관찰되고 있어 남조류가 우점하

는 시기였지만 Chl-a 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색파장인 400~450 nm 파장 구간에서

반사율 스펙트럼은 흡수 피크가 관찰되지 않고 적층된

형태를 보여 Chl-a에 의한 영향보다 CDOM에 의한 영

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IOPs 측정 및 변환

반사율-흡수계수 변환 모형의 검증을 위해 물질별 흡

수특성을 실험한 결과, CDOM(Fig. 4-A)과 NAP(Fig. 4-

B)에 의한 흡수는 청색파장에서 적색파장으로 갈수록

지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청색파장에서 CDOM에 의한 흡수가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났다. 청색 파장대에서 CDOM 흡수 스펙

트럼이 피크를 보이지 않고 적층된 형태를 보여 Chl-a에

의한 흡수는 작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Chl-a(Fig. 4-D)와 PC(Fig. 4-E)에 의한 흡수는 각각 675

nm, 620 nm 파장에서 흡수피크를 보였다. 아래 Fig. 4-E

에서 675 nm 파장에 약한 흡수를 보이는 일부 지점은

PC 분석을 위한 균질화 과정에서 소량의 Chl-a가 추출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IOPs 기반 Inversion model 적용 결과

모델 정확도 향상을 위해 2015년 획득한 현장 및 실

험자료를 중심으로(9월~10월, 105개 지점 자료) a* (λ)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aph
* (665)는 0.048에서 2.943 분포

를 보였고 평균 0.024 값을 얻었다. aph
* _PC(665)에서 한강

하류 지점에서 변동이 컸는데. 이는 흡광도 측정 시 식

물성 플랑크톤 이외에도 다른 입자성 물질에 의한 영향

을 받아 높게 측정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

aChl _ a
* (665)는 지점별로 더욱 안정적인 값을 보이는데, 이

는 Chl-a 농도 계산식에 665 nm 파장 근처 값이 이용되

었기 때문이다. aPC
* 는 전반적으로 약 0.0015로 추정되었

으나, 북한강 수계 팔당댐 및 의암호 지점들에서만 변

동폭이 커서 평균 값을 높였다. 이는 PC 농도가 0.82

mg/m3 부터 4 mg/m3 이하 값을 보이는 구간이며, 남조

류 농도가 낮은 지점에서는 적용 오차가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측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정 된 a* (λ)을 이용하여 위

에서 언급 된 식 (19) 및 식 (20)을 이용하여 추정 된 Chl-

a와 PC 농도를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 결정계수는 0.71,

상대제곱근오차는 38.9 %, 평균 상대오차는 44.3 %로

나타났다. 이는 Li et al.(2015)(rRMSE = 57.7 %, RE =

101.7 %)과 Gilerson et al.(2010)(rRMSE = 71.8 %, 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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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remote sensing reflectance in four river ba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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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이 도출한 결과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Fig. 5). 또한, 낮은 Chl-a 농도(20

mg/m3 이하) 구간에서 Li et al. (2015)이 적용한 방법의

평균 상대오차가 119.6 %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방법의 경우에는 평균 상대오차가 약 1/3 수준인

40.8 %로 나타나, 분광특성을 이용한 국내 담수역 원격

Improvement of Model based on Inherent Optical Properties for Remote Sensing of Cyanobacterial 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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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bsorption coefficients determined from laboratory measurements for water samples collected in different river basins. A:
aCDOM(λ), B: aNAP(λ), C: aCDM(λ), D: aph(λ), E: aPC(λ), F: at-w(λ), respectively.

Fig. 5. Correlation of the estimated and measured Chl-a (A). The colored solid and gray dash lines indicate the regression and 1:1
correlation line, respectively. The effect of aChl _ a

* on RE result from IIMIW (Li et al., 2015) (B), Gilerson’s algorithm (Gilerson et
al., 2010) (C) and method used in this study (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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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PC
* (620)값을 이용한 PC 농도 추정값과 실험값을 비

교한 결과, 결정계수는 0.98, 상대제곱근오차는 30.5 %,

평균 상대오차는 76 %로 나타났다(Fig. 6-A). 피코시아

닌 추출 실험에 있어 회수율(recovery ratio)이 낮을 경우,

높은 단위 농도당 흡수계수가 산정되고, 그 결과 PC 농

도가 과소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is et al.,

2005). 본 연구에서 계산된 피코시아닌에 대한 단위 농

도당 흡수계수는 0.0018(mg/m3 PC)-1로 다른 연구에서

제시한 값(0.0045~0.0095 (mg/m3 PC)-1)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추출법의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Fig. 6B는 한강하류에서 실측

한 지점 중 피코시아닌 농도가 매우 높았던 일부 지점

자료를 제외하고 추정값과 실측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5) 모형 검증 결과

9월~10월 측정 자료(N=103)를 이용해 보정한 IOPs

기반 추정 모형 검증 결과(Fig. 7) 결정계수는 0.88, 평균

상대오차는 44.2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IOPs를 이용한 추정 모형은 측정된 반사율로

부터 Chl-a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CDOM과 NAP에 의한 흡수를 독립된 변수로 하여 그

영향을 보정하므로 시기에 따라 수체의 CDM 분포가

변하여도 Chl-a에 의한 흡수특성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

는 일관된 모형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Conclusion

본 연구는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해 넓은 수체에서 동

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녹조현상을 모니터링하기 위

한 연구로써, 반사율 정보로부터 다양한 시기와 수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Chl-a와 PC 추정을 위한 모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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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rrelation of the estimated and measured PC for total water samples (A) and for samples excepted for some unusual
concentrations from Han river (B). The colored solid and gray dash line indicate the regression and 1:1 correlation line,
respectively. The effect of aPC

* on RE result from in this study (C), respectively.

Fig. 7. The performance of the Improved IOPs inversion modelfor estimating Chl-a of water samples collected in different times
(June to August 2015). A: validated IOP inversion model; B: relative error (RE) due to asol (665 )and aph

* (66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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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Chl-a 추정

모형은 기존 반사율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 대신 Chl-a

흡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PC 추정

모형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해 PC 흡수 피크가 관찰되

는 620 nm 파장에서 Chl-a 흡수영향을 실험을 통해 계

량화하였다. 아울러 시기별, 수계별 PC: Chl-a 변화에 따

른 추정모형의 정확도 변화를 분석하여 모형의 정확도

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모델을 적용하여 Chl-a 농도를 추정한 결과, R2은

0.71, rRMSE는 39.4 %, 평균 RE는 40.8 %로 Linhai et al.

(2015)의 연구결과 (R2 = 0.70, rRMSE = 62.5 %, 평균 RE

= 119.6 %) 와 비교할 때 모델 결과가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620 nm 파장에서 피코시아닌에 의

한 흡수계수를 계산하여 aPC
* (620)을 이용해 PC를 추정

한 결과에서는 R2은 0.85, rRMSE는 34.8 %, 평균 RE는

78.0 %로 나타났으며, PC ≤ 50 mg/m3인 낮은 농도에

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였다. 모형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제안된 변환모형을 다른 시기(‘15년 6월~8월)의

자료에 적용한 결과, 결정계수는 0.88, 평균 상대오차는

44.2 %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모형 개선에 사용된 현장자료는

대부분 남조류가 우점한 짧은시기(‘15년 9월~11월)의

자료로 남조류 이외의 종이 우점하거나 우점종 천이시

기의 자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적용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남조류 수직이동에 따른 수체

반사율 변화는 PC 추정모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추가적인

모형의 검·보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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