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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육상 원격탐사에서 광학영상의 대기보정

이 규 성 1)†

Atmospheric Correction Issues of Optical Imagery in Land Remote Sensing

Kyu-Sung Lee 1)†

Abstract: As land remote sensing applications are expanding to the extraction of quantitative information,
the importance of atmospheric correction is increasing.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atmospheric correction
for land images, it should be applied when it is necessary.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extraction and time-
series analysis on biophysical variables in land surfaces are two major applications that need atmospheric
correction. Atmospheric aerosol content and column water vapor, which are very dynamic in spatial and
temporal domain, are the most influential elements and obstacles in retrieving accurate surface reflectance.
It is difficult to obtain aerosol and water vapor data that have suitable spatio-temporal scale for high- and
medium-resolution multispectral imagery. Selection of atmospheric correction method should be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aerosol and water vapor data. Most atmospheric correction of land imagery
assumes the Lambertian surface, which is not the case for most natural surfaces. Further BRDF correction
should be considered to remove or reduce the anisotropic effects caused by different sun and viewing angles.
The atmospheric correction methods of optical imagery over land will be enhanced to meet the need of
quantitative remote sensing. Further, imaging sensor system may include pertinent spectral bands that can
help to extract atmospheric data simultaneously.
Key Words: atmospheric correction, land remote sensing, aerosol, surface reflectance, NDVI

요약: 육상 원격탐사에서 정량적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대기보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
기보정 처리의 난이도와 효과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대기보정은 필요한 활용 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 광
학영상의 대기보정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지표물의 생물리적 변수의 정량적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와 시계
열 자료 분석을 꼽을 수 있다. 지표물의 정확한 표면반사율을 도출하는 대기보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공간적으로 매우 가변적인 에어로졸 및 수증기량이다. 특히 고·중해상도의 다중분광영상 대기보정
에서 시기와 공간해상도가 부합되는 에어로졸 및 수증기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다. 광학영상의 육상 대기
보정에서는 대기자료의 획득 방법에 따른 적절한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육상 대기보정은 렘버시안 표면 가
정으로 표면반사율이 산출되지만, 대부분의 지표면은 이방성 반사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RDF보정이 추
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육상지역의 광학영상 대기보정 방법은 지속적인 개선이 전망
되며, 센서도 대기보정을 위한 추가적인 파장밴드 포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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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학영상의 신호값은 지표면에서 반사된 순수한 신

호에 추가하여 지표면과 전혀 관계없이 대기 입자에 의

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신호를 포함하고 있다. 대기영향

은 결국 센서에서 감지된 복사량(at-sensor radiation)과

지표물에서 반사된 복사량(Earth-leaving radiation)의 차

이에 해당되며, 이는 종종 정확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광학영상에 미치는 대기영향은

대기상태에 따라 좌우되지만 전자기파의 파장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적외선 영상은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영상보다 대기 산란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대기 흡수는 수증기 및 오존과 같은 대기 입

자가 흡수하는 특정 파장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한다.

대기보정(atmospheric correction)은 센서에서 감지된

영상 신호에서 대기 입자에 의해 발생한 산란 및 흡수

등 대기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처리과정을 의미

한다. 광학영상의 개략적인 대기보정 과정은 Fig. 1에

서 보여주는 데, 센서에서 생성된 영상의 화소값(digital

number, DN)을 주로 표면반사율(surface reflectance, ρ)

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영상의DN값은 센서

에서 감지된 복사휘도(L)를 수치화한 상대적인 밝기값

이다. DN으로부터 복사휘도 L은 절대복사보정계수

(absolute radiometric calibration coefficients)를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데, 이 보정계수는 위성 발사 전에 실험실

에서 얻어진 초기값을 기초로 발사 후에 지상표적을 이

용한 대리검보정(vicarious calibration) 과정을 통하여 주

기적으로 갱신된다. 복사휘도 L을 태양 복사조도(solar

irradiance)로 나누면 센서에서 관측된 반사율(top-of-

atmosphere reflectance, ρTOA)이 되는데, 초기 시계열 영

상의 분석과정에서 계절 및 시간에 따라 변하는 태양 복

사조도(ESUN)와 태양 천정각의 차이를 보정한 신호로

사용되었다(Eidenshink, 1992).

두 종류의 신호값(L, ρTOA)은 여전히 대기영향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순수한 신

호로 사용될 수 없지만, 대기보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

요한 중간값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대기보정을 통하여

산출되는 표면반사율은 우리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

상 지표물의 생물리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순수

한 신호값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영상신호인DN에서 지

표물과 관계없는 잡음을 최소화한 신호값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복사보정(radiometric correction) 또는 방

사보정이라고도 하며, 따라서 대기보정 또한 복사보정

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DN에서 주로 표면반사율을 도출하는 Fig. 1의 과정을

대기보정이라고 지칭한다.

대기보정은 해양이나 대기 원격탐사에서는 매우 중

요한 처리 과정이지만, 육상 원격탐사에서는 최근에 들

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기보정 처리의 중요

성은 영상신호에 포함된 대기영향의 상대적 비중에 따

라 좌우된다. 가령 해양이나 호수에서 반사되는 복사량

은 토양이나 식생 등 육지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동일한

대기영향에도 센서에서 감지된 복사휘도에서 대기에

의하여 발행한 신호의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초기

해양위성센서인Coastal Zone Color Scanner (CZCS)의 가

시광선 영상에 기록된 해양과 육지의 복사휘도에서 대

기영향을 추정한 결과, 물에서는 대기영향이 영상신호

의 50~85%를 차지할 정도로 크지만 육지에서는 대기

영향이 25~40%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Cracknell

and Hayes, 1991). 따라서 해색(ocean color) 및 강과 호

수의 수질과 관련된 원격탐사에서는 대기효과 보정에

관련된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Gordon and Clark,

1981; Sturm, 1981). 반면에 육상 원격탐사에서 대기보정

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낮았는데, 그 이유는 가시광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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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tegorization of remote sensing signals by
processing level in optical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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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파장대의 영상에서 대기영향이 상대적으로 크

지 않았고 또한 육상 원격탐사의 주된 활용이 토지피복

분류 등과 같은 정성적 분야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구관측위성에서 다양한 종류

의 영상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표물의 생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정량적 정보를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 육상 원격탐사에서도 대기보정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육상 원격탐사에서 광

학영상의 대기보정 필요성과 현재의 처리방법 등을 검

토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재 대기보정 방법의 한

계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대기보정 필요성

육상 원격탐사에서 대기보정은 모든 활용분야에 반

드시 필요한 처리 과정은 아니다. 대기보정 처리는 많

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이고, 그 효과

또한 충분히 검증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최근 대기

보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기보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활용 분야에도 보정 처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육상 원격탐사에서 대기보정의 필요성 여

부는 결국 얻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활용분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Table 1).

광학영상의 대기보정 적용 여부는 영상에서 도출하

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과 영상신호에 포함된 대기영향

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식물 및 토양과 같은 육상지

표물은 반사되는 복사량이 크기 때문에 영상신호에 포

함된 대기영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대기에 의하

여 발생한 영향이 영상신호에 포함되어 있지만, 토지피

복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대기보정을 할 필요

가 없다. 가령 영상에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신호값

차이가 뚜렷하다면, 굳이 대기보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단순한 토지피복분류 또는 지형도 제작과 같

은 활용분야에서는 대부분 대기보정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단일 시기에 얻어진 하나의 영상만을 이용하는 경

우에도 대부분 대기보정이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 현지

측정자료와 영상신호를 직접 연결하여 식물의 엽면적

지수와 같은 생물리적 변수를 추정하는 실험적 모형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그 모형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적

용된다면 대기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대기보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여러 장의 영

상을 사용하는 활용분야에서는 각 영상마다 다르게 분

포하는 대기영향을 어느 정도 정규화(normalization)해

줄 필요가 있다. 센서의 촬영폭이나 촬영 면적의 한계

육상 원격탐사에서 광학영상의 대기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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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asons of atmospheric corrections by application fields

대기보정 필요성 활용 분야 예시

대기보정 효과가 낮음

단일 시기 한 장의 영상만을
이용한 활용

• 특정 지역의 토지피복지도 제작
• 특정 지역 및 시점의 생물리적 변수 추정을 위한 실험적 모형

변화 탐지 • 토지피복 변화 모니터링
• 불법시설물 단속 및 시설물 현황 파악

공간정보 구축 • 지형도 제작
• 산사태, 산불 등 피해 지도 제작

대기보정 어느 정도 필요

다양한 영상의 합성 • 영상모자이크 (특히 UAV 영상)

정성적 시계열 변화 분석
• 식물의 활력도 변화
• 토양 수분 상태 변화
• 산림의 생육 상태의 상대적 차이

지형효과 저감을 위한 방사보정 • 산악지역 산림의 수종 분류

대기보정 반드시 필요

지표면의 생물리학적 특성과
연관된 정량적인 정보 추출

• 강/호수의 엽록소 함량
• 토양 수분 추정
• 식물의 엽면적지수, 생체량, 수분함량, 식생지수 등

정량적 시계열 변화 분석
• 농작물 생육 모니터링
• 산림의 생체량 변화
• 이종 센서 자료를 이용한 변화 분석

초분광영상 처리 • 분광반사곡선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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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광범위한 지역을 한 번에 촬영이 어려울 경우에 여

러 장의 영상을 집성(mosaicking)하여 하나의 영상을 제

작한다. 모자이크에 사용되는 개별 영상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되었고 더 나아가 다른 센서를 이용하여 촬

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복사보정이 필요

하다. 집성영상의 용도가 시각적인 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성적인 활용 목적이라면 영상의 밝기값을 조정

하는 간단한 복사보정 처리로 충분하다. 그러나 집성영

상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목적이라면

대기보정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 급속

도의 기술 발전과 함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무인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 영상은 수 백 장 이상의

낱장 영상을 집성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무인기 영상을

이용한 정량적인 정보 추출에 있어서는 집성영상에 대

한 세심한 대기보정 기술이 필요하다(Wang and Myint,

2015; Del Pozo et al., 2014).

작물의 생육 상태 변화를 단순히 관찰하고자 하는 정

성적인 시계열 분석에서도 대기보정을 통한 표면반사

율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정성적 시계열 변화 분석에

서는 여러 시기의 영상들에 포함된 서로 다른 대기의 영

향을 유사하게 조정해주는 상대적인 복사보정 처리만

으로 충분하다(Song et al., 2001).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

지형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면의 경사와 방위에 따른 태

양조도의 차이에 따라 광학영상의 신호값에 왜곡이 발

생한다(Lee and Yoon, 1997). 지형에 의한 복사왜곡 정도

가 현저히 다른 여러 시기의 영상을 이용하여 산림의 변

화를 분석할 때에는 지형 효과의 줄이기 위한 복사보정

과 함께 각 시기의 대기상태를 균등화하는 상대적인 대

기보정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광학영상의대기보정이반드시필요한경우로는식물,

토양, 물의 생물리적 특성과 연관된 정량적 정보를 필

요로 하는 활용분야다. 예를 들어 산림 또는 농작물의

생육상태와 관련된 엽면적지수, 광합성량, 생체량, 식생

지수 등의 인자를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

는, 대기영향에 의하여 발생되는 신호값의 차이가 이러

한 인자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보다 크기 때

문에 반드시 대기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Ahn et al.,

2018). 특히 호수 및 강의 수질과 관련된 엽록소 함량의

차이로 나타나는 광학영상의 신호값은 대기산란으로

발생한 신호값보다 작게 나타나므로 반드시 대기보정

이 필요하다. 지표물의 생물적 인자의 추정은 실험적 모

델 또는 물리적 모델을 이용할 수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추정모델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기보정을 마친 표면반사율을 이용해야 한다.

육상 원격탐사에서 대기보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야는 MODIS 저해상도 광학영상을 이용하여 전 지

구 규모의 식생 모니터링이라 할 수 있다(Vermote and

Vermeulen, 1999; Vermote and Saleous, 2006). MODIS위

성영상은 전 지구를 하루에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육

지의 식생 모니터링을 위한 식생지수, 엽면적지수, 순생

산량, 유효광합성량 등의 산출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 이러한 산출물은 모두 대기보정을 마친 표면반사율

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초분광영상(hyperspectral image)은 분광해상도를 강

조한 영상으로 수 백 개의 연속된 파장밴드를 가지고 있

으며, 다중분광영상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분광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자 개발된 영상이다. 초분

광영상은 모든 화소마다 수 백 개 밴드의 신호값이 얻

어지는 데, 초분광영상에서 정보 추출은 대부분 각 화

소의 분광반사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대기보정

을 통한 표면반사율 획득이 필요하다. 초분광영상을 이

용하여 특정 지표물의 종류와 특성을 인식하는 과정은

분광라이브러리(spectral library)에 있는 기준 반사율자

료와 비교검색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보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초분광영상의 대기보정은 다른

영상자료와 달리 영상에서 대기보정에 필요한 대기정보

(가령 수증기 함량)를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

에 보다 정확한 대기보정이 가능하다(Kim et al., 2007).

3. 복사전달과 대기영향

대기를 구성하는 입자는 질소와 산소 같은 가스분자

와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 분포하는 수증기와 에어로졸

등이 있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이 대부분

을 차지하는 가스분자의 농도는 거의 고정적인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에 에어로졸과 수증기의 분포와 농

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에어로졸은

건조지역에서 발생한 토사입자, 화산에서 분출된 재, 바

닷물의 표면에서 증발된 미세한 소금가루 등 자연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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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이 있으며,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 활동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 등이 있다.

전자기파는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대기를 구성하는

입자와 충돌하여 산란 및 흡수가 발생한다. 대기 가스

중 산소, 오존, 물, 이산화탄소는 각각 특정 파장 구간에

서 전자기파를 흡수하며, 파장에 따라서 흡수량에 차이

가 있다. 대기입자의 크기가 파장보다 매우 작은 가스

분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레일리(Rayleigh) 산란은 주로

가시광선에서 발생한다. 에어로졸과 같이 입자의 크기

가 전자기파의 파장과 비슷할 때는 미(Mie)산란이 발생

하고, 그보다 입자의 크기 큰 구름 및 수증기 등은 비선

택적(non-selective) 산란을 야기한다. 결국 지표면에서

반사된 전자기에너지가 대기 입자와 충돌하여 발생하

는 흡수량 및 산란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위성 또는 항

공기 센서에서 감지된 영상 신호에 포함된 대기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센서에서 감지된 복사휘도 L은 대기영향을 포함하

여 매우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

하게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지표면에 입사되는 복사

조도(irradiance)의 총량은 대기권 밖의 태양복사조도

(Eo)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까지 대기투과율(Tz)과 대

기산란조도(Ed)에 따라 결정된다. 지표물에서 반사되는

복사휘도는 그 지표물에 입사된 복사조도에 지표물의

반사율(ρ)을 곱하면 얻어진다. 물론 지표물에서 반사된

복사휘도는 지표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순수한 신호값

이 될 수 있으나, 계절적인 복사조도의 차이로 인하여

지표물과 무관한 변이가 발생하므로 순수한 신호값으

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표면에서 반사된 복

사휘도는 대기투과율(Tv)에 따라 센서에 도달하는 양이

결정되며, 센서방향으로 산란된 대기복사휘도(Lp)가 더

해져 센서에서 감지되는 복사휘도가 된다. 식 (1)은 지

표물이 균질의 완전난반사면(Lambertian surface)으로

가정하여 얻어진 복사휘도를 말한다. 지구 표면의 대부

분 물체는 완전난반사면의 특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아

래 식 (1)에 의해 얻어지는 표면반사율은 태양의 위치

및 센서의 촬영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게 된다. 따

라서 태양각 및 촬영각에 따라 발생하는 반사율의 차이

를 정규화할 필요가 있다.

      L = + Lp             (1)

  L  = at-sensor radiance
 Tz  = transmittance from sun to target
 Eo  = Extraterrestrial solar irradiance
 θz  = solar zenith angle
  ρ  = surface reflectance
 Tv  = transmittance from earth to sensor
 Ed  = diffuse sky irradiance
 Lp  = path radiance

대기보정은 결국 식 (1)에서 표면반사율 ρ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 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L, Eo, θz 뿐

이다. 미지의 값 Tz, Tv, Ed, Lp를 얻기 위해서는 대기복사

전달 모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영상과 시공간적 일치하는 대기 자

료가 필요하다. 물론 미지의 변수값을 간접적으로 추정

하여 대기보정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위 식에서 가

장 중요한 미지의 변수는 대기투과율이다. 대기 입자 중

가스의 농도는 시공간적으로 변이가 적고 거의 고정적

이기 때문에 가스 분자에 의한 산란 및 흡수는 비교적

계산이 용이하다. 가스 분자와 달리 에어로졸 및 수증

기의 분포는 시공간적으로 매우 가변적이고 이러한 자

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광학영상의 대기보정에

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에어로졸과 수증기에 의한 영

향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육상 원격탐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규식생지

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의 산출

에 있어서 대기보정의 효과를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 에

어로졸 산란 보정이 NDVI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Goward et al., 1991). AVHRR영상에서 산

출된 NDVI가 에어로졸 산란의 보정여부에 따라 활엽

수림에서 0.02~0.35 범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데,

NDVI값의 범위(-1 ~ 1)를 감안한다면 매우 큰 영향이라

할 수 있다(Vermote et al., 1997; Vermote and Vermeulen,

1999). 수증기에 의한 영향은NDVI 0.04 정도로 에어로

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육상의 광학영

상 대기보정에 있어서 에어로졸과 수증기에 의한 산란

과 흡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에어로졸 효과 보정

광학영상의 대기보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

어로졸에 의한 산란과 흡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는 에어로졸광학두께(aerosol optical thickness, AOT) 자
(Eo cos θz Tz + Ed) ρ Tv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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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얻어야 한다. 에어로졸은 먼지, 소금입자, 분진 등

여러 종류가 있는 데, 각각의 구성비와 농도에 따라서

산란과 흡수가 달라진다. 복사전달모형을 이용한 대기

보정에서 에어로졸모델을 지방(rural), 해안(maritime),

도시(urban), 사막(desert), 산불(biomass burning), 대류권

(troposphere)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데, 각 유형은 에

어로졸 종류별 구성비를 달리한 것이다. 에어로졸 영향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영상 전체의AOT값을 단일의 값

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매 화소마다AOT값을 구하여 적

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에어로졸의 시공

간적 분포와 농도가 매우 가변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후

자의 경우가 당연히 정확한 방법이지만 육상에서 에어

로졸의 정확한 값을 얻는 게 매우 어렵다.

영상의 지리적 범위가 비교적 협소한 고해상도 영상

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상내의 에어로졸 농도가 동일하

다는 가정에서 하나의 AOT값으로 처리하며, 적절한

AOT값이 없을 경우 가시거리(visibility)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Landsat이나 Sentinel-2와 같이 수 백km 폭

의 지역을 포함하는 중해상도 영상에서는 하나의 AOT

값을 전체 영상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엽면적지

수와 같은 식물의 정량적 속성정보 추정을 위한 절대대

기보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력변수 중 AOT와 직접

관련된 가시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되

었다(Mannschatz et al., 2014).

육상지역의 에어로졸을 값을 얻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상관측자료를 이용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도 기상청 및 대학에서 측정

되는 에어로졸 관측자료가 있고, 세계적으로 관측망을

연결하여 연속적으로 측정된 AOT값을 제공하는

AERONET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AERONET측정

값을 이용하여 대기보정을 할 경우 영상지역에 포함되

는 관측소에서 측정된AOT값을 이용하거나, 다수의 관

측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공간보간법을 이용하여 영상

지역과 일치하는 AOT분포 지도를 제작하여 대기보정

에 이용할 수 있다(Lee and Lee, 2018).

두 번째 방법은 대기보정 대상인 영상에서 직접AOT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다중분광영상에서 반사율이

매우 낮은 지표물(dark object)을 추출하여 에어로졸 영

향을 많이 받는 분광밴드와 그렇지 않은 분광밴드에서

의 신호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해색

원격탐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양에

서는 바탕이 되는 해수면이 균질의 단일 지표물이므로

물의 배경신호를 제외하면 에어로졸 농도의 추정이 비

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육상 영상에서는 지표물의 신호

값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한 지표물 구성이 매우 복잡하

기 때문에 에어로졸 농도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영상에서AOT를 직접 추정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

법은 영상에서 dark object를 선정하여 에어로졸 영향을

덜 받는 적외선 밴드 신호와 에어로졸 영향을 많이 받

는 가시광선 밴드 신호의 차이를 이용하여AOT를 추정

한다(Kaufman et al., 1997).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Landsat

ETM+ 영상에서 육상의AOT를 추정하는 방법 또한 개

발되었다(Liang et al., 2002). 이 방법을 육지 영상에 적용

할 경우, 영상에 반드시 dark object가 포함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위성자료에서 산출된 AOT 자

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대기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어로졸의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위성자료를 이

용한 에어로졸 측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

기 저해상도 광학영상인 AVHRR(Mei et al., 2019)을 비

롯하여 MODIS(Remer et al., 2005) 등 극궤도 저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AOT산출물을 제작하는 방법이 개

발되었다. 또한 정지궤도 위성영상인 MSG SEVIRI 영

상(Bernard et al., 2011)과 우리나라의 COMS GOCI영상

(Lee et al., 2017)에서도 에어로졸 산출물 제작을 위한 알

고리즘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저해상도 위성영상에

서 산출된 AOT값을 이용하여 육상 영상의 대기보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AOT값이 시공간적으로 영상

과 일치해야 한다. 저해상도 위성영상에서 산출되는

AOT의 정확도는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상에

서 측정된 실관측값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Jethva et al.,

2019; Lee and Kim, 2008).

저해상도 위성영상에서 추출된 육상 지역의 AOT값

의 오차는 상당부분 지표면 반사율의 불확실성에 기인

한다. 대기원격탐사에서는 에어로졸 농도가 주된 관측

대상이며, 이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표물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에 육상 원격탐

사에서는 지표물의 표면반사율을 얻기 위해서는 에어

로졸에 의한 영향을 제거해야 하므로 서로의 관심 목표

물이 상반되는 입장이다. 결국 육지 지표물의 반사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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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의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대상

의 정확한 신호를 얻어야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저해상도 영상에서 얻어진 AOT 자료를 중해

상도 및 고해상도 영상의 대기보정에 사용하려면, AOT

자료가 대기보정 대상인 영상과 시공간적으로 부합되

어야 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2) 수증기 효과 보정

대기보정에서에어로졸다음으로중요한요소는수증

기 농도이며, 수증기는 전자기에너지의 주요 흡수체다.

수증기의 분포와 농도는 기상상태 및 계절적으로 변화

가 크며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크다. 대기 수증기의 농도

는 지표면부터 센서 고도까지 3차원 대기층에 포함된

수증기량(column water vapor content)으로 표시한다. 지

상의 관측소에서 측정하는 대기 수증기량 자료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기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표준화된 대기모델(atmospheric

model)을 적용하여 영상 전체에 하나의 수증기량을 적

용하는 것이다. 대기모델은 위도에 따라 열대(tropical),

중위도(mid-latitude), 극지(sub-Arctic)으로 구분하고 계

절에 따라 다시 여름과 겨울로 나눈다. 그 밖에서도 미

국의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제작한 미국 표준대기모델

(U.S. standard)등이 있다. 대기모델에서는 또한 위도에

따라 가변적인 흡수 가스인 오존 농도를 포함하고 있다.

표준대기모델을 이용하지 않고 지상에서 측정한 대기

수증기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영상 지역에 포함

되는 대기 수증기량의 시공간적 변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갖춘 지상 측정자료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영상에서 직접 수증기량을 추정하여 대기보정에 이

용하는 방법은 초분광영상 처리과정에서 개발되었다.

수증기에 의한 흡수는 비교적 좁은 파장구간에서 발생

하기 때문에, 파장폭이 짧은 초분광영상에서 수증기 흡

수에 민감한 파장밴드의 신호를 이용하여 수증기량을

추정하는 기법이다(Gao and Kaufman, 1990; Schlapfer et

al., 1998). 이 방법은 수증기 흡수밴드에 해당하는 0.94

µm 및 1.1 µm 밴드에서 얻어진 신호와 수증기 흡수와

무관한 밴드에서 얻어진 신호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증

기량을 추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중분광센서는 이

와 같은 수증기 흡수 밴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수증기량 추정이 어렵고, 따라서 표준대기모델에 표

시된 단일 수증기량으로 영상의 모든 화소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다른 위성에서 얻어진 수

증기 산출물을 이용하여 대기보정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MODIS 영상에 위의 초분광영상에 적용했던 유

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대기 수증기량을 추정하는 방법

을 개발하였고, MODIS 산출물의 하나로 일별 수증기

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Kaufman and Gao, 1992). 최근

MODIS대기 수증기량 자료를 이용하여 대용량 시계열

Landsat 영상의 대기보정처리에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다(Frantz et al., 2019).

4. 대기보정 방법

광학영상에서 대기효과를 보정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데, 첫 번째는 영상 촬영 시점과 지

역에 일치하는 대기 자료를 얻는 것이며 두 번째는 대

기 자료를 이용하여 산란 및 흡수의 대기영향을 제거하

고 표면반사율을 구하는 과정이다. 육상 원격탐사에서

는 특히 에어로졸 및 수증기와 같이 시공간적으로 변이

가 큰 대기 자료를 얻는 첫 번째 과정이 매우 어려운데,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추정식으로 대체하는 방

법을 상대대기보정(relative atmospheric correction)이라

고 한다. 반면에 기상자료, 또는 위성 영상에서 직간접

적으로 대기 자료를 구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기투과율

을 계산하여 표면반사율을 얻는 절대대기보정(absolute

atmospheric correction)이 있다. Table 2는 절대대기보정

및 상대대기보정의 차이를 보여준다.

1) 절대 대기보정

절대대기보정은 결국 식 (1)에서 표면반사율 ρ를 구

하는 과정으로 미지의 대기투과율(Tz, Tv)과 대기산란복

사량(Lp, Ed)을주어진대기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뒤에

최종적으로 표면반사율이 얻어진다. 대기투과율과 대기

산란복사량은 대기복사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절대대기보정에 사용되는 복사전달모델은MODTRAN

(MODerate resolution atmospheric TRANsmission)과 6S

(Second Simulation of the Satellite Signal in the Solar

Spectrum) 등이 주로 사용된다. 대기복사전달 모델은 위

육상 원격탐사에서 광학영상의 대기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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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감지된 복사휘도 L을 표면반사율로 변환하는

대기보정에 주로 사용되지만, 역으로 표면반사율이 알

려진 특정 지표물이 위성센서에서 감지될 복사휘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후자는 위성이 발사된 후

촬영되는 영상으로부터 정확한 절대복사보정계수를

얻기 위한 검보정 단계에서 자주 적용된다.

Fig. 2는 영상의 화소값 DN이 표면반사율로 변환하

는 절대대기보정 과정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보여준다.

대기보정에서 첫 과정으로 영상의 화소값(DN)을 복사

휘도 L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현존하는 많은 고해상도

광학영상의 경우 정확한 절대복사보정계수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영상의 화소값을 정

확한 복사휘도로 전환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의 대

기보정에서 아무리 좋은 대기 자료를 적용한다고 해도

정확한 표면반사율을 얻을 수 없다(Lee and Lee, 2015).

복사전달모델에 필요한 입력 자료는 영상 촬영시점의

태양과 센서의 기하학적 요소(천정각 및 방위각), 영상

지역의 해발고도, 대기자료(대기모델, 에어로졸모델,

가시거리, AOT, 수증기량 등), 그리고 센서의 밴드별 파

장영역과 분광반응함수(spectral response function) 등이

있다. 대기자료 중 가시거리는 별도의 에어로졸 자료가

없거나 영상에서 직접 AOT 정보를 추출하기 어려울

경우, 영상 획득 시점의 수평 가시거리를 통하여 AOT

를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절대대기보정 방법은 사용하는 복사전달모델의 종

류나 요구하는 입력 변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기보정 결과는 주로 입력 자료의 정확도와 적합성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입력자료 중 에어로졸과 수증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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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tegory of atmospheric correction methods

대기보정 방법 대기보정 후 영상신호 특　　징

절대 대기보정 표면반사율

• 복사전달모델에 의한 대기 산란 및 흡수 추정
• 영상 매 화소마다 대기자료(에어로졸, 수증기 등) 적용
– 대기자료 획득이 가능한 경우(저해상도 영상, 초분광영상)

• 영상 전체에 단일 대기값을 공통 적용(고해상도)
• 센서별 사양(밴드의 파장구간, 분광반응도) 고려

상대 대기보정 – 표면반사율
– 정규화된 복사휘도(L) 또는 DN

• 시계열 영상자료 처리
• 별도의 입력자료가 필요 없는 영상기반 대기보정
• 영상에서 대기투과율 및 대기산란복사량을 간접적으로 추정
• COST, invariant targets을 이용한 복사 정규화 방법
• 실험적 보정 (empirical line method)

Fig. 2.  Absolute atmospheric correction scheme and required inpu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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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획득하여 적용하는 것이 절대

대기보정에서 가장 큰 관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2) 상대 대기보정

절대대기보정은 지표면에서 반사된 복사에너지가

센서까지 도달하는 물리적 과정을 수학적 모델을 통하

여 계산함으로써 표면반사율을 산출한다. 그러나 이 방

법은 영상과 시공간적으로 일치하는 대기 자료가 구비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상대대기보정은 별

도의 대기자료의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이다.

영상기반 상대대기보정은 영상에서 대기산란복사

량(Lp) 및 대기투과율(T) 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

법이다. 널리 알려진 영상기반 방법은 영상에서 반사율

이 거의 없는 dark-object(예, 완전한 그늘)를 선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화소값 또는 복사휘도를 대기산란복사

량(Lp)으로 간주하여, 영상의 모든 화소마다 이 값을 차

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개선하여 식 (1)에서의 대

기투과율 Tz, Tv이 각각 태양 및 센서 천정각에 근사하다

는 것을 실험적으로 제시한 COST방법이 있다(Chavez,

1996). 물론 이 방법은 영상의 매 화소마다 다른 대기상

태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고 따라서 대기상태가 다양

한 넓은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시계열 영상을 분석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상대대기

보정은 시계열 영상의 신호를 정규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시기의 영상에서 대기영향을 비교적 덜 받

은 맑은 날 촬영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영상

들을 기준 영상의 대기조건과 비슷하게 맞춰주는 방법

이다. 시계열 영상들을 기준영상의 신호에 맞추어 변환

하기 위한 관계식은 시계열 영상에서 모든 시기에 걸쳐

표면반사율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불변성지표물

(invariant targets)을 통하여 얻어진다. 이 방법은 정성적

인 시계열 변화를 분석할 때 흔히 적용하는 방법이다.

상대대기보정은 별도의 대기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간

단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Landsat영상에

적용되어 왔으나, 고해상도 영상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Karpouzli et al., 2001; Wu et al., 2005).

실험적 대기보정(empirical line correction)은 영상촬

영시간과 동시에 현지에 정확한 반사율을 알고 있는 기

준판(reference tarps)을 설치하거나, 여러 개의 기준 지

표물을 선정한 뒤 분광계를 이용하여 직접 반사율을 측

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영상의 화소값 과 반사율의

선형관계를 통하여 영상신호를 반사율로 직접 반환하

는 기법이다. 실험적 대기보정은 영상촬영과 동시에 현

지에 있는 기준 지표물의 반사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

에 다소 복잡한 과정이고 또한 특정 시기 및 장소에 국

한되어 적용할 수 있지만, 요즘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무인기 영상의 대기보정에서 시도되는 간편한 보정방

법이 될 수 있다(Na et al., 2015; Guo et al., 2019).

3) 대기보정 소프트웨어

육지 영상에 대기보정이 중요한 처리과정으로 등장

한 것은 초분광영상 처리에서 출발했다. 1980년대 후반

부터 실험적으로 촬영된 NASA의 항공 초분광센서인

AVIRIS (Airborne Visible/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로 촬영된 영상을 처리하여 반사율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처리 단계로 대기보정 기술이 개발되었다. 특히AV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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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atmospheric correction software

S / W Image type Developer RT model used Remarks

ATREM AVIRIS Univ. of Colorado 6S 초분광영상(0.94, 1.13 μm)에서
직접 대기 수증기량 추정

ACORN AVIRIS,
Landsat TM, ETM+ AIG MODTRAN4 대기수증기, 에어로졸 자료를

AVIRIS영상에서 추출

ATCOR

항공초분광영상
Ikonos, OrbView, 

Pleiades, WorldVeiw,
RapidEye, Landsat OLI 등

German 
Aerospace Center 

(DLR)
MODTRAN5 상업용 영상처리 S/W에 모듈로

포함

FLAASH

HyMAP, AVIRIS, HYDICE,
HYPERION, CASI, ASTER, 

IRS, Landsat, RapidEye, 
and SPOT 등

미 공군
Spectral Sciences, Inc 

(SSI)
MODTRAN4

• 상업용 영상처리 S/W에 포함
• 인접 화소에 의한 복사조도
영향 보정

• 사각촬영(off-nadir viewing) 
영상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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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주요 활용 분야로 꼽는 지질 탐사에서 좁은 파

장 구간에서 나타나는 암석 및 광물의 분광반사특징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대기보정을 통한 정확한 반사율을

얻어야 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대기보정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이 초분광영상 처리를 위한 대기보정에서 출발

하여, 차츰 그 범위를 고해상도 및 중해상도 다중분광

영상까지 확장해 가고 있다. Table 3은 지금까지 광학영

상 대기보정을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광학영상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대

기보정 소프트웨어의 효율성과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가 발표되었다(Rani et al., 2007; Manakos et al., 2011). 대기

보정 소프트웨어는 모두 절대대기보정 방법을 적용하

는데,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하여 표면반사율을 얻기 위

한 계산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처리 시간이 요구되

므로 미리 계산해 놓은 조견표(look up table)을 이용하

여 반사율을 얻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5. BRDF 보정

지금까지 설명한 대기보정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표면반사율은 지표물이 완전난반사면이란 가정에서

얻어진 값이다. 그러나 육지에 있는 대부분의 지표물은

Lambertian표면과 다른 이방성(anisotropy) 반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태양의 위치와 센서의 관측각에 따라

반사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표면반사율이 지표면의 특

징을 나타내는 순수한 신호이지만, 태양 및 센서의 위

치에 따라 반사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방성 반사 특성

때문에 지표물의 유일한 절대적 신호값은 아니다.

Fig. 3(a)는 실험실에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태양의 천

정각을 모의하여 측정한 콩 모판의 분광반사율 자료를

처리하여 얻은 식생지수(NDVI)를 보여주고 있다(Lee

and Lee, 2014). 대기영향이 전혀 없이 분광계로 측정한

적색밴드 반사율과 근적외선밴드 반사율을 이용하여

얻어진 NDVI에 나타나는 변이는 반사율이 태양의 천

정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Fig. 3(b)는

정지궤도위성 MSG SEVIRI 영상을 대기보정 처리 후

얻은 아프리카 초원의 NDVI와 영상촬영과 동일 시점

에 현장에서 측정한 NDVI의 시간별 변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 대기보정이 이루어졌지만 태양각에 따라 반사

율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ensholt et al., 2006).

농지, 산림, 나지 등의 지표물이 태양의 위치와 센서

의 관측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

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양방향반사분포함수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BRDF)다.

육지 지표물의 방향성 반사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

학적인BRDF모델들이 개발되었다(Roujean et al., 1992).

BRDF 보정은 대기보정 처리된 반사율에도 여전히 남

아 있는 이방성 효과를 제거 또는 균등화하여, 지표면

의 특성만을 나타내는 순수 표면반사율(surface intrinsic

reflectance)을 추출하는 과정이다(Abelleyraa and Verón,

2014; Yeom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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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Diurnal variation of NDVI obtained from (a) the lab-measured spectral reflectance (Lee and Lee, 2014) and (b) the
MSG SEVIRI image (Fensholt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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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DF 보정을 위해서는 동일 지점에 대하여 태양각

과 관측각을 달리하여 얻어진 3개 이상의 반사율 값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영상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영상은 대부분 광범위한 촬영폭으로 지구를 매일 촬영

하는 MODIS영상이나 GOCI와 같은 정지궤도 위성영

상에서 얻을 수 있다. 물론 특수한 경우로 MISR(Multi-

angle Imaging Spectro-Radiometer) 위성센서는 9개의 다

른 각도에서 동일지역을 촬영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은

짧은 기간(1일~16일)에 태양각과 관측각을 달리하는 여

러 표면반사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BRDF보정에 사

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육상 원격탐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해상도 및 중해상도 광학영상의 경우 대부분 연직 방

향으로 촬영하며, 촬영 주기가 길기 때문에 BRDF보정

을 위한 여러 장의 영상 획득이 매우 어렵다. 결국 지표

물의 특성만을 나타내는 순수 표면반사율을 얻기 위해

서는 다른 위성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지표

물(논, 밭, 산림, 나지, 개발지 등)에 대한BRDF특성을 통

하여 보정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6. 맺음말

육상 원격탐사에서 대기보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

하고 있지만, 고해상도 및 중해상도 광학영상에 대기보

정 처리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광학위

성의 대기보정의 첫 번째 단계는 영상의 화소값(DN)을

복사휘도 L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특히 현존하는 고해

상도 광학영상의 경우 정확한 절대복사보정계수가 알

려져 있지 않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대기보정의 정

확도는 신뢰할 수 있는 복사휘도에 의존하므로, 정확하

고 주기적인 절대복사보정계수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 영상의 화소값을 정확한 복사휘도로 전환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의 대기보정에서 정확한 표면반사

율을 얻을 수 없다.

육상영상의 대기보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공

간적으로 변화가 심한 에어로졸 및 수증기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다. 특히 고해상도 및 중해상도 육상영상에서

에어로졸과 수증기 자료를 직접 추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며, 아울러 저해상도 영상에서 추출된AOT

및 수증기 자료를 고·중해상도 육상영상에 적용하는 현

실적인 방법의 개발도 요구된다. 해색 센서인 SeaWifs

및GOCI등은 대기자료 획득을 위하여, 주 관측대상인

해수면과 관계없는 근적외선 밴드를 포함하고 있다. 향

후 육상 원격탐사에서 대기보정이 필수적인 처리과정

으로 발전된다면, 해색센서와 마찬가지로 대기 에어로

졸 및 수증기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별도의 파장밴드

를 포함하는 센서 개발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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