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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 번호 20150212 총 연구 기간 2015. 05. 01. ~ 2020. 12. 31.

연구사업명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연구과제명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발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총: 258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24,407,000천원
기업: 천원
기타: 천원
계: 24,407,000천원

수행기관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요약
- 2020년 2월 발사된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의 관측 자료를 수신-처리-저장-배포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GOCI-II 지상시스템 (G2GS) 구축하여, 1호 대비 2배이상 빨

라진 1시간 이내 서비스가 가능해짐.

- GPU 기반의 병렬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산실 내에 8대의 GPU 서버를 비롯한 다

양한 자료처리 서버군과 2PB 수준의 대용량 스토리지를 설치하여, 1호(대기보정, GOCI 기

준) 대비 약 29.2배 처리 속도 향상 확보함.

- GOCI-II 지상시스템의 지상국인프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본원 내에 “해양위성운영

동”을 준공하고, 1호와 2호의 위성자료를 동시 수신 가능한 X-band/L-band 안테나(9m 지

름)와 강풍 대비 목적의 레이돔을 설치함.

- 부유조류 등 신규 산출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1호기의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총 26종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자료처리시스템을 구현, 검증하였음.

- GOCI-II 개발 기관이 주도하는 궤도상시험에 참여하여 임무계획을 수립하고 GOCI-II 탑재

체의 주요 성능 분석을 지원하였으며 복사보정, 기하보정의 개선 사항을 제시함

- ESA, NASA 등 선진 위성운영기관과 동일한 표준 플랫폼을 활용하는 GOCI-II 사용자를

위한 자료 분석 도구 개발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함.

- GOCI-II 위성자료와 현장관측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엽록소 농도 등 해양분야 핵심산출물

의 초기 정확도를 추정한 결과 80%로 나타났으며, 과제제안요청서의 요구사양을 만족하였

음

- 250m 급 GOCI-II 위성자료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해양 뿐만 아니라 육상, 대기 전 분야

에서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며, 현안 대응 지원, 융복합 활용연구, 국제 공동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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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에서 생산되는 위성 자료의 ‘수신 – 보정 –

처리 - 배포’ 과정을 60분 이내에 완료하는 “GOCI-II 지상시스템(G2GS)”

개발이 목적임.

◯ 자료처리시스템 개발

◯ 지상국 운영시스템 개발

- 위성자료 수신 SW, 자료저장 및 배포 관리 SW, 운영 및 품질관리

SW

◯ 지상국인프라 구축

- 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전력 및 항온·항습, 위성자료 수신 장비

◯ 위성발사 후 통합시험 및 검증

연구개발성과

◯ GOCI-II 지상시스템 독자 개발 : 위성자료 실시간 처리 지원을 위한

분산/병렬처리 시스템 개발

- 가속기 기반의 병렬처리 코드 변환을 지원하여 “37분 이내 자료처리

및 배포”라는 시간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음.(GOCI-II 1개 영상 Level 2 자료생산 처리시간 : 12 분)

◯ G2GS는 알고리즘 개발자를 위한 알고리즘개발환경(ADE), 운영자를

위한 시스템운영환경(SOE),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자료서비스환경(DSE)

등 사용자 맞춤형 환경을 개발함.

- 개발된 Level 2 산출물 알고리즘 실행을 위해 Docker 기반 운영환경을

구성하여 각 산출물별 독립적인 라이브러리 사용이 가능

- 기능시험, 통합시험, 안정화시험, 장기검증 등 단계별 시험을 통해

가용도와 처리 성능을 확보함.

- 소프트웨어 개발 감리를 통해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한 것을 확인함.

◯ 지상국 인프라에는 9m 크기의 위성수신안테나와 GPU 서버, 고성능

분산저장 스토리지, 100G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등 고속자료처리가

가능한 핵심 장비들이 포함됨

- 주요 시스템을 이중화하여 98% 이상의 시스템 가용성을 갖춤

◯ GOCI-II Level 2 산출물 알고리즘은 해양위성센터/국내 대학 연구진

주도로 개발되었으며(‘17~18년), 코드 이식 구현 및 모의자료 기반

정확도 검증을 완료함.

- 실제 해수 환경과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각대기보정 코드 구현

- 추가된 GOCI-II 밴드를 활용한 대기보정, 에어로졸, 엽록소 알고리즘



- 15 -

등을 개발

- 26종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및 코드 구현 검증을 위해 산출물

워크숍/현업화회의를 총 9회 실시하였음.

- 각 산출물 별 정확도 요구사항에 따른 모의자료 기반 검증

결과(‘18년)는 26종 중 20종 달성이었으며, 미달성한 6종의 정확도는

’20년 추가자료 수집 및 품질제어 등의 방법을 통해 달성됨.

◯ 궤도상시험 후 Level 2 산출물 중 핵심수질변수를 포함한 8종에 대한

초기 정확도 검증(위성-현장 동시 관측 3정점)을 실시하여 80% 이상의

알고리즘 정확도를 획득함.

◯ 천리안2B호 발사 성공(‘20.2.19) 이후 9월말까지 진행된 궤도상시험을

지원하여, GOCI-II의 관측 기능 및 운용 기술 점검을 위한 임무계획

수립, 영상분석을 지원함.

- 복사보정, 기하보정 등 관측성능 보정 작업이 이루어져, 요구사양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됨.

- SNR, MTF, Straylight, ISRD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위성

운영 기간동안 장기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 GOCI-II 자료 서비스를 위한 지원 체계 (KIOST 해양위성센터 –

국가해양위성센터)를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함.

- 자료서비스 환경(DSE)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조사원과 연계하여

‘20.10월 Level 1B 및 ’21.1월 Level2 자료 서비스를 실시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운영서비스 활용) 본 과제에서 개발된 천리안 해양위성 2호

통합처리시스템(G2GS)은 향후 10년 동안 정규 산출물을 자동 생산하여

일반 국민과 연구자에게 제공될 계획임.(배포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의

국가해양위성센터에서 수행)

◯ (현업활용) 신속·정확한 상황 파악 및 조기 대응으로 해양재해·재난

피해 저감

- G2GS 산출물은 일일영상모니터링 등의 분석 과정을 통하여 각종

해양현안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데 활용할 계획임.

괭생이모자반, 적조, 저염분수, 유빙, 해무 등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현안에 대한 분석자료는 관계 기관에 제공할 계획임. 연안

관리지역, 용승해역, 울릉도-독도 등 관심 해역에 대하여 엽록소농도,

부유물 농도 등 해양환경 자료를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연구개발 활용) 위성정보의 현업화(현안대응), 융복합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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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정확도 개선), 서비스화(자동화, 대용량처리)에 활용 가능

- (융복합활용 기대)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동일 플랫폼에 탑재된

환경-해양 센서의 융합을 통한 해양위성 자료의 정확도 향상 및 해양

미세먼지 탐지 분석 기술의 향상으로 국민에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국제 협력) 한반도, 태평양, 남반구 관측이 가능한 GOCI-II 해색위성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과학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하며,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환경관측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이 가능함.
핵심어

(5개 이내)
해양탑재체 자료처리 시스템 개발 지상국 위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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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Purpose &

Contents

Development of "GOCI-II Ground Segment(G2GS) System" to complete the

process, `reception-processing–archiving - distribution` of GOCI-II data

within 60 minutes.

◯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system

◯ Development of satellite operating system

- Satellite data reception SW, data storage and distribution management

SW, operation and data quality management SW

◯ Construction of ground station infrastructure

- Servers and storage, networks, power, satellite data reception

equipment

◯ System integration and verification test after satellite launch

Results

- Development of GOCI-II Ground System (G2GS): Development of a

distributed/parallel processing system to support real-time ocean

satellite data service.

+ Support for accelerator-based parallel processing code conversion to

meet the time requirement of "data processing and distribution within

37 minutes".

(time required to process one hourly suit of Level 2 data: 12 minutes

ellipsed)

+ G2GS includes three customized environments such as algorithm

development environment (ADE), system operation environment (SOE),

and data service environment (DSE).

+ To implement the developed Level 2 product algorithm, we can

configure a Docker-based operating environment to use independent

libraries for each algorithm.

+ We secured the availability and processing performance through

step-by-step tests such as functional tests, integrated tests,

stabilization tests, and long-term verification.

+ We also confirmed with our audit/supervisors that all requirements for

software development are satisfied.

- As ground station infrastructure, we installed core hardware that could

handle high-speed data processing such as GPU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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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performance distributed storage, and 100GB Infiniband networks

and builds 9m-sized data receiving antenna.

+ Over 98% system operobility by a redundancy of critical parts of the

system

- The GOCI-II Level 2 product algorithms were developed during

2017-2018 by researchers at KOSC/several universities, converted to an

operation code, and validated with simulated data.

+ A spherical shell atmospheric correction code that can be applied to the

high solar zenith angles.

+ Development of Level-2 algorithms using added GOCI-II bands

+ To implement and verify algorithms to generate 26 Level-2 products,

nine workshops/business meetings were held.

+ The simulated data-based verification satisfied the accuracy

requirements for each product ('18) were 20 out of 26 products. The

accuracy of the six insufficient products was achieved through

additional data collection and quality control in 2020.

- After the In-orbit test, the initial accuracy verification (3 match-up

stations) of eight of Level 2 products, including key water quality

variables, is conducted to obtain an algorithm accuracy of more than

80%.

- We support establishing a mission plan and image analysis to inspect

GOCI-II's observation function and operation technology during

GOCI-II IOT until the end of Sep. 2020.

+ We performed Level-1B image quality tests such as radiometric

calibration and geometric correction, and confirmed that it met the

specifications.

+ Verification of SNR, MTF, Straylight, and ISRD has been performed

and we suggested long-term analysis will be required during satellite

operation.

- A support system for GOCI-II data services (KIOST KOSC – National

Ocean Satellite Center) is established, and NOSC can provide the data

to the public.

Expected
- (Operational Services Utilization) The G2GS developed in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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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plans to generate standard products automatically and provide them to

the general public and researchers over the next ten years.

(Distribution services will be conducted at the National Ocean Satellite

Center)

- (Use for timely information on coastal ocean issues) Reduction of

marine disasters and disaster damage by quickly and accurately

identifying the aware situation and responding early.

+ We can use G2GS products to produce information for customized

responses to various marine issues through analysis processes such as

daily image monitoring.

+ Analysis data on frequently occurring marine issues such as floating

algae, red tide, low sea salinity of water, sea ice, and sea fog will be

provided to related agencies.

+ The marine environment data such as chlorophyll concentration and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 are provided for interest areas such as

coastal management regions, upwelling areas, the Ulleung Island - the

Dokdo Island waters. They can be used as a reference.

- (R&D utilization) we can use it for applications of satellite information

to respond to marine issues, accuracy improvement, and improvement

of services such as automation and mass processing.

+ (Convergence R/D) A study to converge the GEMS and GOCI-II

sensors, running on the same platform for the first time,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GOCI-II data accuracy and improving marine fine dust

detection analysis technology .

- (International Cooperation) Utilizing GOCI-II satellite sensor capable of

observing the Korean Peninsula, the Pacific Ocean, and the Southern

Hemisphere, we can use it for high-quality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observations of East Asian countries.

Keywords GOCI-II
Data

Processing

System

Development

Satellite

Ground

Segment

Satellit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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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 목적
- 본 과제는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1.12)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지궤도복합위성-2 B

(GEO-KOMPSAT-2B)(또는 천리안 2B호 또는 해양위성 2호)에 탑재되는 고성능 해양탑

재체 GOCI-I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II)의 개발과 연계하여 GOCI-II의 위

성자료를 수신-보정-처리-배포하는 해양위성 통합자료처리시스템(또는 지상시스템)을 개

발하는 과제임.

- 본 과제는 위성 개발 및 발사 기간에 맞춰 2015~2020년까지 수행되었으며, 최신 IT 기술

을 접목한 고성능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음.

- 일반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신뢰도 높은 해양환경 분석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GOCI-II 지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임.

(연구과제 최종목표)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에서 생산되는 위성 자료의 ‘수신-보정-처리-배포’ 과정

을 60*분 이내에 완료하는 “GOCI-II 지상시스템” 개발“

* 목표시간 60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 개발하여 도입하는 전처리시스템

의 처리시간을 23분(복사보정, 기하보정)으로 가정하고,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자료처리

및 지상국 운영시스템의 목표 처리시간을 37분으로 하여 설정함

제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개요

- GOCI-II 통합자료처리시스템은 GOCI-II 위성 운영을 위해 지상에서 필요한 일체의 시

스템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개발 단계별/시스템(기능)별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2.1. GOCI-II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발의 범위

가. 개발 단계별 구분

(1) 소프트웨어 개발 : 26종 산출물 생성을 위한 자료처리, 수신에서 배포까지 운영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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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상국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2) 하드웨어 구축 : 지상국 인프라 요구사양을 반영한 하드웨어 및 운영 환경 설치/시험

나. 시스템(기능)별 구분

(1) 자료처리 시스템 : 대기보정 및 기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초 산출물과 해양환경 산출물

의 생산과 품질관리/개선을 위한 SW 시스템

(2) 지상국 운영 시스템 : 위성의 상태 감시, 위성자료의 수신, 처리, 배포를 위한 SW 시스템

(3) 지상국 인프라 : 지상국 운영을 위한 HW 및 환경

다. GOCI-II 통합자료처리시스템의 역할

- 위성신호를 해양환경정보로 변환하는 시스템

: 위성에서 수신된 전자신호를 해색신호로 변환 후, 해양 산출물을 생산

-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의 현업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시스템

그림 1.2.2 위성자료처리시스템의 역할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 지상국 운영시스템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지상시스템 개발이

필요

(1) 기존 GOCI 지상국 운영 시스템은 GOCI 전용 시스템으로서, GOCI-II의 사용자 요구사양

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의 활용이 불가함

- GOCI-II는 GOCI와 비교하여 공간해상도, 관측영역, 광학적 성능 등 사용자 요구사항

이 대폭 향상됨

- 생산산출물 종류도 13종에서 26종으로 확대되며, 신규 밴드를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

(대기보정, 산출물생산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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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이 GOCI에 비해 24배 가량 증가됨

- 위성자료 수신 대역이 변경(L-Band → X-Band)되었고, 위성자료 전송 속도가 대폭

증가(6Mbps → 60Mbps)되어 기존 시스템은 활용 불가하며, 신규 시스템이 필요함

구분
1호기
(GOCI)

2호기
(GOCI-II)

통합자료처리시스템 요구사항

밴드 수
8

(VIS/NIR)
13 (VIS/NIR,
wideband)

- 신규 알고리즘 개발 필요(Band 5개 추가)
- 영상보정기술 정확도 향상 필요

공간
해상도

500m
(지역관측)

250m (지역관측)
1km (전구관측)

- 자료처리시스템 정확도 향상 필요
- 강하구 및 연안 해역의 산출물 정확도 개선
필요
- 지역 및 전구 자료 처리 가능한 시스템 개발
필요

관측
영역

한반도 주변

한반도주변
+ 이벤트 지역
전구 영역
(Full Disk)

- 24배 이상 증가한 용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지상국시스템 필요
- 전구 관측에 대한 운영 및 산출물 필요

관측
주기

매시간
(8회/일)

매시간
(지역: ≥10회/일,
전구: 1회/일)

- 지역 및 전구 관측영상을 동시 처리 가능한
새로운 지상 운영 시스템 개발 필요

데이터
전송
속도

6Mbps
(L-band)

∼ 60Mbps
(X-band)

- 새로운 수신 시스템 필요

표 1.2.1. GOCI 대비 GOCI-II 사양변화 및 통합자료처리시스템 요구사항

나. GOCI 및 GOCI-II 동시 운영을 대비한 별도 시스템 구축 필요

(1) GOCI 및 GOCI-II가 동시운영 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위성자료 제공 실패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존 GOCI 시스템과 별도로 GOCI-II 시스템을 독자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국내 사례) 아리랑 위성의 경우 지상국 운영시스템은 모두 별도로 구성됨※

※ 위성 간 시스템 영향 배제 목적

- 천리안 위성의 임무수명은 7년(2011~2018년)이지만, GOCI 영상 품질 감소 현황(연

1%), 위성 연료소모 현황 등 현 추세를 반영하면 약 3년가량의 수명 연장이 예상됨

※ 국가기상위성센터의 경우 천리안 기상위성의 운영 연장(3년) 가능성을 검토(후속위

성 지상국 선행연구,2011)

※ (2020년 현재) GOCI는 2차연장 운영중(~2021.03)

다. 광범위 해양관측 정보 수시 제공으로 환경변화 모니터링 필요

(1) 적조 피해 저감을 위해 적시에 해색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GOCI-II는 하루에 10회 한반도 해역을 관측함으로써 적조탐지 및 이동 예측이 가능

(2) 광역의 어장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해색 위성자료가 필수적임.

- GOCI-II는 어장지수, 해류벡터, 식물성플랑크톤 농도 등 관련 정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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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 범위
1. GOCI-II 지상시스템(G2GS)의 임무 및 개요

- GOCI-II 영상의 수신 및 보정

- GOCI-II 영상을 통한 해양환경분석 자료 생성

- GOCI-II 영상의 대국민 서비스(지원*)

- GOCI-II 영상의 관리

* GOCI-II 영상의 대국민 서비스 및 정책 수행을 담당할 “국가해양위성센터”가 ‘19년에 국

립해양조사원에 설립됨에 따라 본 시스템에서는 국가해양위성센터에서 배포할 자료를 제공

하는 배포 지원 서비스로 변경됨.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1.3.1 GOCI-II 지상시스템 구성도.

3. 연구범위

- 상기 GOCI-II 통합자료처리시스템(지상시스템)의 6개 서브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구축

+ 자료보정을 위한 전처리 시스템은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 사업(항우연)”의 시스템

개발 및 지상국 개발과제에서 SW를 개발하며, 해당 SW는 원시자료 생성, 복사보정,

기하보정을 포함한다. 본 과제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

료보정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개발한다.

+ 자료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자료분석 SW 개발 부분에서는 기존의 GOCI 알고

리즘 및 신규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시간 자료처리가

가능하도록 SW를 개발한다.

+ 위성자료 수신, 자료저장 관리, 자료 배포, 운영지원을 담당할 지상운영시스템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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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고성능 HW 구축이 필요하며, 운영 관련 SW 개발이 진행된다.

- 위성 발사 후 궤도상시험 지원

+ GOCI-II 위성자료 처리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 발사 후 궤도상시험

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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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1절. GOCI-II 개발 동향
1. 주요 임무

- 향상된 성능으로 천리안위성의 해양관측임무(GOCI) 계승 및 활용분야 확대

- 전구관측을 통한 글로벌 해양관측시스템 구축연안/해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경 모

니터링: 저염분수의 이동, 오염물 이동/확산

- 해양 재해ㆍ재난 저감을 위한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적조/녹조의 발생/확산, 유류

사고 모니터링, 해일 모니터링

- 어로비용 절감을 위한 어장환경 정보의 생산: 어장탐색, 연안양식환경 정보

2. 주요 성능

- 관측 영역: 2,500 km X 2,500 km(한반도 주변 해역, 지역관측)

- 관측 채널 수: 1개의 UV파장대 (380 nm), 8개의 가시광 파장대 (412, 443, 490, 510,

555, 620, 660, 680 nm), 3개의 근적외 파장대 (709, 745, 865 nm)로 총 12개의 분광 밴

드가 있고 추가로 1개의 전정색 (400~900 nm) 밴드를 가짐

- 관측 해상도: 지역관측은 250 m(@직하), 전구관측은 1 km

- 관측 횟수: 지역관측 : 10회/일, 전구관측 : 1회/일

- 관측모드: 지역관측, 전구관측, 선택적지역관측, 태양보정/달보정, 별촬영

- 운영 수명: 10년

Parameter GOCI GOCI-II

Spectral band 8 bands
13 bands

(12 Visible + 1 Star)

Observation period 8 times / day 10 times / day

GSD 500 m 250 m

Coverage 2,500 x 2,500 km (LA)
2,500 x 2,500 km (LA)

and FD

표 2.1.1. Specification Comparison of GOCI & GOCI-II

3. GOCI-Ⅱ 사용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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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자 요구사항

위성궤도 정지궤도 (적도상공 고도 약 35,000km)

임무수명 / 신뢰도 10 년 / 0.85 @ 7년

관측범위
(Field of regard)

≥ 2,500km × 2,500km (중심 : 130E, 36N)

관측주기
지역관측 : 1시간, 주간(08:15 ~ 17:45) 10회
전구관측 : 1일, 1회

관측소요시간
지역관측 : 30분 이내
전구관측 : 240분 이내

공간분해능
(GSD)

지역관측 : 250m 이내 (@ 130E, 0N)
전구관측 : 1,000m 이내 (@ 130E, 0N)

분광범위
(Spectral Range)

370 ~ 885nm
(가시광 및 근적외선 대역)

밴드 폭
band 1~8, 11 : 20nm, band 9~10 : 10nm, band 12 :
40nm

분광밴드 수

13 (VIS/NIR)
(380nm, 412nm, 443nm, 490nm, 510nm, 555nm,
620nm, 660nm, 680nm, 709nm, 745nm, 865nm,
Wideband)

밴드 중심 파장 정밀도
(Band Center Wavelength

Accuracy)

± 2.0nm
(± 0.5nm @ 680nm)

신호대비잡음비
(SNR)

788 ~ 1,228 @ nominal radiance

데이터분해능
(Digitization)

≥ 12 bits (원시자료 기준)
≥ 16 bits (고이득(HG) 관측자료 기준)

공간성능
(MTF)

탑재체 레벨 : ≥ 0.25 @ 865nm
위성체 레벨 : ≥ 0.10 @ 865nm

슬롯간 복사휘도 편차
(Inter Slot Radiometric

Discrepancy)
≤ 0.2%

복사보정 정확도
(Radiometric Accuracy)

≤ 3% (발사 전 지상시험)
≤ 4% (발사 후 궤도상 시험)

편광특성
(Polarization)

≤ 1.5%
(≤ 3% @ 380nm)

잡광특성
(Stray light)

≤ 1.0% (Optical ghost 포함)

- GOCI-II는 GOCI의 이중 이득 기법을 개선한, 완전 분할(Full Segmentation) 이중 이

득 기법 및 고/저이득 영상 분할전송 등이 적용되어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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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Band

center (nm)
Band
width

Primary usage

1 380 20 CDOM, absorbing aerosol correction
2 412 20 CDOM, chlorophyll
3 443 20 Chlorophyll absorption maximum
4 490 20 Chlorophyll and other pigments
5 510 20 Chlorophyll, absorbing aerosol in oceanic waters
6 555 20 Turbidity, suspended sediment
7 620 20 Phytoplankton species detection

8 660 20
Baseline of fluorescence signal, Chlorophyll,

suspended sediment
9 680 10 Atmospheric correction, vegetation index

10 709 10
Fluorescence base signal, atmospheric correction,

suspended sediment
11 745 20 Atmospheric correction, vegetation index
12 865 20 Atmospheric correction, aerosol optical depth
13 Wide band > 300 Star Imaging for the INR performance

표 2.1.3. GOCI-II 관측 채널

GOCI
GOCI-II

LA
(Local Area)

FD
(Full Disk)

Digitization

HG
(High Gain)

12 16 16

LG
(Law Gain)

12 12 12

Raw Spatial Resolution 500m 250m 250m

Raw Data Segmentation
NO

1 image
(HG&LG)

YES
2 images
(HG, LG)

YES
2 images
(HG, LG)

표 2.1.4.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과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2호(GOCI-II)의 원시자료
특성 비교

4. 천리안 2B호 발사 성공 및 서비스

- GOCI-II가 탑재된 천리안 2B호는 2020년 2월 19일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기지에서

아리안5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음.

- 천리안 2B호는 동경 128.2도, 적도 상공 36,000km의 정지궤도에 정상적으로 위치함.

- 천리안 2B호는 본체 및 탑재체 궤도상시험을 약 7개월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를 핸드오버회의를 통해 보고함.

- 2020년 10월부터 GOCI-Ⅱ 정규운영 및 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1

월부터 GOCI-II 산출물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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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천리안 2B호 발사

그림 2.1.2. 천리안 해양위성 배포 홈페이지(국립해양조사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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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 해색위성 자료처리 시스템 개발 동향
1. 해색위성자료 보정기술

가. 원시자료 통합기술 분야

(1) 국내 동향

- 해양관측위성 원시자료는 동적대역(Dynamic Range) 자료획득을 위한 이중 이득(Dual

Gain) 형태임

- 2010년 발사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도 탑재체 H/W 특성에 맞는 이중 이득 기

법을 적용하여 고이득(High gain), 저이득(Low gain) 영상 모두 12bit 형태의 디지털화

되어 있음

- GOCI의 영상은 위성체에서 고이득과 저이득 영상을 하나의 원시영상으로 합성한 후

지상으로 전송하고 지상시스템 중 DM(Decomposition Module, IMPS의 서브시스템)이

위성의 원시자료를 슬롯별로 단순 분리하여 처리함

(2) 국외 동향

- 세계 최초의 해색연구용 해양관측위성인 CZCS(Coastal Zone Color Scanner) 영상 분

석 결과, 바다 주변의 구름, 육지 등 밝기 값이 높은 물체에 의한 잡광(Stray Light)문

제가 발생함이 확인되었음(Hooker et al., 1995)

- CZCS에서 확인된 잡광 문제 해결을 위하여, 1997년 발사된 미국의 극궤도 해양관측위

성 SeaWiFS에서는 바다에 비해 6배 가량 밝은 구름도 함께 관측하기 위한 기술적 대

안으로 bilinear gain(이중선형 이득) 기법을 도입하였음(Hooker et al., 1995)

- 미국의 해양관측위성인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및

VIIRS(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을 중심으로 기술구현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SeaWiFS에서 적용한 dual gain(이중 이득) 기법의 원시영상 획득을 통

해, 밝기 값은 낮은 해수부터 높은 구름까지 넓은 동적대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는 공

통된 특성이 현재 전세계적인 해양관측위성 개발 추세임(Schueler, et. al., 2003)

나. 복사보정 기술 분야

- 국제연합(UN) 산하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에서 정의한 복사보정은 위성에서 측정된 지표면의 밝기 등의 값을 복사휘도

와 같은 물리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함

(Radiometric Calibration : The process of quantitatively defining the system

responses to known, controlled signal inputs, Ref. www.ce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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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해색연구용 해양관측위성에서의 복사보정 모식도

- 하지만, 해양관측위성을 활용한 해색연구를 위해서는 복사보정에서 측정된 대기상층

복사휘도(Top-of-Atmosphere Radiance)의 약 10% 수준인 해수수출광량(Water

Leaving Radiance)이 대기보정 등의 자료처리를 통해 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사보

정 불확도 대비 약 10배 수준의 해수수출광량 불확도가 존재함(Berthon et. al., 2008)

- 따라서, 실제 해색연구에 적합한 위성관측 수행을 위해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정의

한 복사보정 정확도가 충분히 만족되어야 함

(1) 국내 동향

- 국내에서 운영 중인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경우도 일반적인 기존 해양관측위성과 동

일하게, 태양광 확산기를 이용한 Solar Calibration을 기준으로 복사보정을 수행하고 있

음

-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태양광확산기의 성능 저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2차 태양광

확산기인 DAMD(Diffuser Aging Monitoring Device)를 탑재하고 있음

그림 2.2.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궤도상 태양광 복사보정 처리 모식도.



- 58 -

그림 2.2.3. 태양광 복사보정으로 확인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궤도상 특성변화.

- 천리안 해양위성 2호에서는 2개의 태양광확산기(SD, DAMD)를 이용한 Solar

Calibration과 더불어, 지구 밖 우주공간 일부까지 확장된 해양관측위성 2호의 관측가

능범위(FOR, Field of Regard)를 이용한 월광 복사보정(Lunar Calibra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함

-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을 통해 발견된, 태양광확산기의 태양입사각별 특성 변화에 따른

복사보정 불확도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임

(2) 국외 동향

- 일반적인 지구관측위성 복사보정에는 기준 광원의 종류에 따라 크게 램프 보정(Lamp

Calibration), 태양광 보정(Solar Calibration), 그리고 월광 보정(Lunar Calib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램프 보정의 경우, 발사 후 위성궤도상에서의 램프 성능저하 모니터링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해양관측위성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양관측위성은 태양광확산기(Solar Diffuser)를 이용한 Solar

Calibration을 기준 복사보정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자외선 및 우주 방사선(Cosmic Ray) 등의 영향에 따른 태양광확산기의 성능

저하 및 태양입사각 변화에 따른 태양광확산기 성능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

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양관측위성은 2차 태양광 확산기 또는 Lunar

Calibration 등 다중 복사보정이 가능한 위성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음

다. 기하보정 기술 분야

(1) 국내 동향

- 기하오차(영상 내 위치오차)의 원인은 지구자전효과, 파노라믹 왜곡, 탑재체의 자세변

화, 지구곡률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해 발생함

- 국내에서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에 적용된 기하보정 기술(INRSM)을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 AIRBUS D&S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개발하였음

- GOCI에서 사용된 기하보정은 Landmark와 Tie-point의 정합을 통해 각 픽셀의 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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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추정하고 영상 Resampling을 통해 결과물을 생성함

- 복사보정 처리가 된 영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측 당시의 위성체 정보가 사용되어

기하보정을 수행함

※ Telemetry : 해색탑재체 상태 정보, UTC-OBT 시간 동기 정보

※ Event : 관측스케줄, 슬롯 당 Image Motion Compensation(IMC) 위경도 보정값

※ Ephemerides : 위성체 및 태양/달의 궤도 정보

그림 2.2.4. GOCI INR 기술 구조도.

(2) 국외 동향

-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하보정 방법은 수학적 모델링, 사상 다항식 모델링,

재배열과 보간법 등이 있음

- 수학적 모델링 (Mathematical Modeling) : 기하학적 오차의 모든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사용하여 왜곡된 영상을 원래의 상태로 변환시키는 역변환 체계를 구하여 왜곡을

보정하는 기법으로 영상의 기하 왜곡들을 원인에 따라 모델링하여 영상 좌표와 지도

좌표간 변환식을 구함. GCP 없이 보정 가능하나 영상 취득 센서의 특성과 궤도 및 자

세 정보, 지구 곡률 등의 정보가 필요함

- 사상 다항식 모델링 (Mapping Polynomial Modeling) : 왜곡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 영상과 기준 지도를 연결할 수 있는 다항식을 구하여 영상의 왜곡을 보정해 주는

기법

- 재배열(Resampling)과 보간법(Intepolation) : 변환식을 적용하여 영상에 새로운 지도

좌표를 부여하고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변환된 영상 좌표는 정수 값을 갖지 않으므로

기하 보정된 영상의 화소 값은 주변 화소 값들을 보간하여 결정함

라. 위성자료 정밀보정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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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광학계는 제작시 불필요한 잡광(Stray light)의 발생을 피할 순 없기 때문에, 위성

자료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잡광 보정이 반드시 필요함

- 잡광은 거울면(Mirror)에서의 산란(Scattering), 렌즈(Lens) 및 필터(Filter)면에서의 산

란, 렌즈 및 필터 재질의 불균일한 굴절률이나 이물질에 의한 산란, 렌즈 및 필터면 사

이에서 발생되는 다중반사, 망원경 구조물면에 의한 산란, 렌즈 및 필터내에서 발생되

는 레일리(Rayleigh) 산란, 입사동(Aperture)에서의 회절(Diffraction)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함

(1) 국내 동향

- GOCI의 잡광 보정은 초점(focus) 주변에 발생되는 ghost에 대한 지상 측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PSF(Point Spread Function) 역보정을 수행

- 세계최초로 정지궤도 해색위성을 운영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영상의 슬롯간 편차(Inter

Slot Radiance Discrepancy, ISRD)가 GOCI에서 발생되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

체 알고리즘 개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

- 슬롯간 편차는 태양고도각 변화에 의한 복사량의 변화 외에 타슬롯의 밝은 광원의

ghost에 의한 추가 영향이 있었음

그림 2.2.5. GOCI 잡광 보정을 위한 Ghost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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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태양 고도각 변화에 의한 복사량 변화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GOCI의
슬롯간 편차 보정 영상(좌)과 적용 후에도 남아있는 슬롯간 편차 문제(우).

(2) 국외 동향

- 지구관측위성들은 유용한 데이터 획득을 위하여 각 광학계에 특화된 잡광 보정 기술을

개발하여 지상에서 보정처리를 수행하고 있음

- NASA의 대표적인 해색위성인 SeaWiFS와 MODIS 또한 각 기기의 특성에 맞는 알고

리즘 설계를 통한 잡광보정을 수행 중

그림 2.2.7. MODIS의 잡광(straylight) 보전 전(좌)과 조정(후) 영상.

2. 해색위성자료 처리기술

가. 대기보정 기술분야

- 해양위성으로부터 정확한 해색 스펙트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대기보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그림 16), 이 과정에서 통상 전체 신호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해색 스

펙트럼 정보만 산출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에 매우 예민하고 변수가 많은 과

정임

(1) 국내 동향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의 대기보정은 SeaWiFS 표준 대기보정에 이론적 기반을 두

었으며, 적색파장대(660nm)와 두 NIR 파장대 상관관계 모델을 구축하여 대기-해수 상

호보완 대기보정을 수행(Ahn et al., 2012).

- NASA와 달리 복사전달 시뮬레이션 기반 복수산란 대기투과도 추정

-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 엽록소 농도가 국지적으로 크게 변하는 경우 660nm 흡광작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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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정확도 하락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연구들이 해양위성센터에서 진행

중(Lee et al., 2012)

그림 2.2.8.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대기보정 전과 후 영상.

- 그 밖에도 MODIS 위성을 이용한 대리교정, 흡광 에어로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

외선 파장대를 이용하는 기법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임

(2) 국외 동향

- 위성을 통한 해색 원격탐사 최초의 대기보정 방법은 CZCS에서 Gordon(1978)에 의해

개발되었고, 근적외 파장대(near infrared : NIR)에서 해수의 신호는 0에 가깝고, 위성

에서 관측되는 모든 신호는 빛의 대기산란에 의한 신호라고 가정(black pixel

assumption).

- CZCS의 단일산란 근사는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0.3 이하일 경우 근사가 가능하지만,

에어로졸의 농도가 더 짙어지는 경우에는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에 의한 빛의

복수산란을 고려한 이론의 적용이 필요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에어로졸 종류에 광 특성의 변화와 이를 반영한 광자

의 복수산란 고려되기 시작함

- SeaWiFS와 MODIS에서는 Shettle and Fenn (1979) 기반 12개 모델을 2010년까지 사

용하였고, 이후에는 에어로졸 모델을 Aeronet-OC관측 기반 모델로 갱신(Ahmad et

al., 2010)함

-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의 대기보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에 Siegel et al. (2000),

Stumpf et al. (2003) 방법을 표준으로 채택하여 사용 중

- MERIS 위성은 SeaWiFS의 표준 대기보정에 이론적 기반(Antoine and Morel, 1999)을

두었으며, 역시 에어로졸과 대기분자산란이 더해진 복수산란 반사도 기반으로 에어로

졸 모델 선택

- 탁한 해역에 대해서는 대기-해수모델의 상호보완으로 NIR 파장대 대기-해수신호 분리

하는 Lavender et al.(2005) 방법을 사용

- MERIS의 대리교정은 NIR파장대 에어로졸의 단일산란 가정 상관관계 모델을 통해

NIR파장대 보정하며, 가시광 파장대 보정은 NASA의 방법과 동일

- 일본 OCTS 위성도 SeaWiFS표준 대기보정에 이론적 기반(Fukushima et al., 1998)을

두고 있으며, 에어로졸 모델은 에어로졸 광학두께 기반으로 에어로졸 모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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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운영
기관

표준
알고리즘
개발

에어로졸
추정파장
(nm)

에어로졸 모델
탁도보정
파장(nm)

흡광성
에어로졸
보정파장
(nm)

CZCS NASA Gordon (1994) 670 X X X

SeaWiFS NASA
Wang and
Gordon (1994)

765, 865

Shettle and
Fenn 기반
(~2010)

Aeronet-OC
실측 기반
(2010~)

X X

MERIS ESA
Antoine and
Morel (1999)

754, 865

Shettle and
Fenn 기반 +
가상 blue
aerosol 모델
추가

709, 779 X

MODIS NASA
Wang and
Gordon (1994)

745, 867
SeaWiFS와
동일

1242, 1628 X

OCTS
NASDA
/EOC

Fukushima et
al. (1998)

765, 862

Shettle and
Fenn 기반 모델
+ Asian Dust

추가

670 X

SGLI
NASDA
/EOC

Fukushima et
al. (1998)

670, 862

Shettle and
Fenn 기반 모델
+ Asian Dust

추가

X 380

GOCI
KOSC/
KIOST

Ahn et al.
(2012)

745, 865
Shettle and
Fenn + OPAC
기반 모델

660 X

VIIRS NOAA
Wang and
Gordon (1994)

745, 862
Shettle and
Fenn 기반

1238, 1601 X

GOCI-II
KOSC/
KIOST

Ahn et al.
(2016)

745, 865
Shettle and
Fenn + OPAC
기반 모델

620, 709 380

표 2.2.1. 해색 센서에 따른 대기보정 알고리즘

나. 해색산출물 생산 기술

(1) 국내 동향

- 기존의 극궤도 해색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해색산출물 개발은

정지궤도 해색위성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부터, 한반도에 보다 적합한 알고리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

(가) 적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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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적조를 분석하기 위해 해색위성인 MODIS를 이용하여 2단계

필터링 기법을 적용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며 (김용민 외, 2007), 중해상도 육상

위성인 Landsat 위성자료를 이용한 검출 기법이 연구됨 (서형수 외, 2006)

- Ahn et al.(2006)은 SeaWiFS chl-a 자료와 AVHRR SST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 남해 및 동해 연안의 클로로필 번성 및 C. polykrikoides 종의 번성을 분석하였

으며, 적조의 감지를 위한 Redtide Index (RI)를 개발하였음(Ahn and Shanmugam,

2006)

- 이후 GOCI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남해 연안에서의 적조를 효과적으로 감지하

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함(손영백 외, 2012)

(나) 하향 확산 감쇠계수

- 하향 확산 감쇠계수는 수직적으로 분포하는 해수에 대한 광학적 구조를 표현하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양 분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상층 해양의 열전달, 수중에서의 광합성 및 다른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연구,

해양 일차 생산력 추정, 대양 및 연안에서의 탁도 추정 연구 등의 보조 자료로 이

용됨으로서 해양원격탐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해양 연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Lee

et al., 2005)

(다) 총부유물(부유사)

- Ahn et al.(2001)은 원격반사도 밴드비보다 단일밴드를 이용하여 부유물 농도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GOCI를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Min et al., 2013, Choi et al. 2012)

(라) 형광 알고리즘

- 연안 해역에서의 CHL 추정은 fluorescence line height (FLH)를 이용하여 추정하

는 방법이 효과적임

- 이 방법은 해수의 흡광 스펙트럼 형태에 의해서 탁도가 높아질 때도 FLH가 높아

져 농도를 과대 추정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GOCI를 이용한 개선 연구가 진행 중

(마) Case-II water 알고리즘

- Case-II 해역의 경우 해수 광특성이 부유사나 용존유기물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

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표하는 엽록소 농도룰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

- Ahn and Shnmigamn(2007)에 의해 한반도에 초점을 둔 엽록소 형광 파장대 방출

특성을 고려한 추정방법이 연구된바 있음

(바) 해류 벡터/전선

- 해류벡터는 해수의 유향 및 유속정보를 나타내는 자료이며, 이는 해양환경 분석 및

예측에 활용됨

- 표층 수온자료를 이용한 추정 연구가 있었고(김과 노, 2000), 최근에는 영상패턴을

이용하여 해류벡터를 추정하는 연구 등이 진행 중임

- 조류의 시간적 변동성에 따르는 총부유물질의 전선을 분석하는 연구(Choi et al.,

2012; Yang et al., 2013)들이 수행됨

(사) 특이영상 탐지 알고리즘

- 적조, 기름유출 등의 해양 이상 현상은 인간 및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양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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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필요함

- 그러나 방대한 해양 환경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

- GOCI는 하루 8회 매 시간 한반도 근해를 모니터링하는 장점에 코사인 유사도 방

법을 접목하여 위성 영상으로부터 이상 현상을 자동 검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음

(Yang et al., 2013)

(아) 시계열자료 분석

- 인공위성은 해양의 장기 변동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임

-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클로로필의 장기 변동성 및 특정

기후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의 클로로필 변동성 등을 연구

- Kim et al. (2009)와 Yamaguchi et al. (2012)는 10년 동안의 SeaWiFS chlorophyll

자료와 양자강 방출량 사이의 지연 상관을 이용하여 양자강 방출에 의한 저염수의

패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해 간다는 것을 밝힘

(2) 국외 동향

(가) 하향 확산 감쇠계수

- 경험적 상관관계 방법(empirical relationship method)을 활용한 연구(Austin and

Petzold, 1981; Smith and Baker, 1981; Morel, 1988; Mueller and Trees, 1997;

Mueller, 2000; Morel, 1988; Morel and Maritorena, 2001) 및 반분석적 접근 방법

(Semi-analytical approach method)을 활용한 연구(Sathyendranath and Platt,

1997; Lee et al., 2004 & 2005)가 수행되었음

(나) 흡광계수

- 흡광계수는 매질(해수)내에서 입자 혹은 여러 물질들에 의해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해수의 고유한 광특성으로, 해양 광학적 환경 연구를 비롯한 해양 원격

탐사의 전반적인 활용 분야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초기에는 맑은 대양에 대하여 IOP 및 AOP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Gordon et al., 1975; Morel and Prieur, 1977),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연안의

해역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음(Carder and Stewar, 1985; Carder et al., 1991)

(다) 해류벡터

- 과거에는 표층해면 수온 자료와 최대상관계수법을 이용하여 표층 해류벡터를 추정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Emery et al., 1986; Kamachi, 1989; Kuo and

Yan, 1994; Dominques et al., 2000; Barton, 2002; Bowen et al., 2002), CZCS 이

후 많은 해색위성자료가 제공됨에 따라 최근에는 위성자료로부터 해양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중임(Prasad et al., 2002; Dzwonkowski

and Yan, 2005; Sackmanm and Perry, 2006; Yoo and Pa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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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IRS-P4 OCM SS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표층 유속
(from Prasad et al., 2002).

(라) 해양전선

- 해양전선은 온도, 염분, 밀도 차이 등에 의해 해수 표면에 나타나는 경계면으로

(Valavanis et al., 2007), 해양의 생물학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Blanton,

1986; Bost et al., 2009)

- 클로로필의 전선을 통해 대양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의 시간적 변동성을 분석하는

연구(Belkin and O'Reilly, 2009, Miller, 2009) 등이 수행되고 있음

(마) 염분

- 인공위성을 활용한 염분 추정 방법은 해수 중에 녹아 있는 유기물, 용존 유기물

(CDOM,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의 흡광 특성(adom, absorption

coefficient of CDOM)에 기초함

- Urquhart et al.(2012)는 염분과 CDOM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해 해

석하여 알고리즘을 도출하였음

- 일반적으로 연안 해역에서 CDOM과 염분은 역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음

(Blough and Del Vecchio, 2002)

(바) 적조지수

-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적조 및 플랑크톤 번성의 분석을 위해 초기에는 NOAA

AVHRR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수온 측정 자료가 사용되

다가 (Kahru et al., 1993; Gower, 1994) 해색 위성의 개발과 함께 CZCS (Coastal

Zone Color Scanner) 및 SeaWiFS (Sea-viewing Wide Field of view Sensor) 등

의 해색 위성자료를 이용한 적조 분석이 이루어짐 (Stumpf, 2001; Hu et al., 2003;

Stumpf et al., 2003; Ishizaka et al., 2006; Carvalho et al., 2010)

- 흡광계수와 역산란계수를 이용하는 반분석적 방법 (Cannizzaro et al., 2008)이나

형광밴드를 이용한 방법 또는 경험적 알고리즘 (Carvalho et al., 2011) 등도 수행

됨

- 항공기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하여 연안의 적조를 자세히 분석하기도 함 (Ryan et

al., 2009)

(사) 일차생산력

- 해양 일차생산력은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작동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생태계 변

수일 뿐 아니라 수산자원의 양적인 변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

-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일차생산 추정을 위해 경험적 알고리즘, 반경험



- 67 -

적 알고리즘, 생물광학 알고리즘 등 여러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

(Eppley et al., 1985; Balch et al., 1989a & 1989b; Howard and Yoder, 1997;

Iverson et al., 2000)

(아) 용존유기물

- CDOM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은, 자외선(UV-A, UV-B)과 청색 파

장대의 빛을 강하게 흡수하는 물질로서 연안에서는 주로 육지의 담수, 오수, 퇴적

물 등으로 공급되며, 외양역에서는 주로 박테리아에 의한 식물 플랑크톤의 분해나

동물플랑크톤의 배설물, Sloppy Feeding등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Urban-Rich, 1999)

- 현재 운용중인 용존 유기물의 흡광계수 분석 알고리즘들은 반분석적 방법을 이용

한 Carder 알고리즘(Carder et al., 1999)과 GSM 알고리즘(Garver and Siegel,

1997; Maritorena et al., 2002), 분석적 방법을 이용한 QAA 알고리즘(Lee et al.,

2002) 등이 있음

(자) 총부유물(부유사)

- Zhang et al.(2010)은 현장 관측된 부유물질의 흡광계수와 역 산란계수와

bio-optical 모델을 이용하여 부유물 농도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음

(차) 조류번성

- 조류의 종류는 크게 harmful algae (유해적조), brown tide (갈조류), blue algae

(청조류) 등으로 구분

- 가장 대표적인 조류번성 추정 방법으로는 형광 파장대를 활용한 적조추정 방법과

식생지수를 활용한 녹조 추정 방법이 있음

- 남조류 (Cyanobacteria) 등의 특정 종의 분류를 위해 해색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분

석하기도 함 (Siegel et al., 1999; Siegel and Gerth, 2000; Kutser et al., 2006)

- 2008년 칭다오 연안 해역에서 대규모로 발생된 녹조 (green algae) 패치에 대해

MODIS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NDVI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Shi and Wang, 2009)

하였으며, SAR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Ciappa et al., 2010)

- Hu et al. (2010)은 FAI(Floating Algae Index)을 개발

(카) Case-II water 알고리즘

- Case-II 해역의 경우 해수 광특성이 부유사나 용존유기물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

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표하는 엽록소 농도룰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

- 이 해역 엽록소 추정 방법은 식물성플랑크톤의 번성이 탁도와 어느 정도 지역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경험적 추정방법(Siswanto et al.,2011; Tassan,

1994)과 엽록소 형광 파장대 방출 특성을 고려한 추정방법(Gordon, 1979; Gower,

1982; Babin et al., 1996; Huot et al., 2005)이 주로 사용

(타) Level 2 산출물 검증 기술

- 해색원격탐사 산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정확도를 보장 할 수 없는 자료를 선별

하고 항목별로 flag형태로 표기하는 알고리즘 개발 (Robinson et al.,2003)

(파) 타 위성 융합 산출물 생산 기술

-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여 해색 산출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거나 반대로 타 위

성자료에 해색 산출물을 부수적으로 활용하여 정확도를 향상 시키는 방법 또한 여

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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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안 지형 모니터링을 위하여 SAR를 통하여 높은 공간해상도

지형정보를 얻고 천리안의 높은 시간해상도 정보를 융합하여 높은 해상도의 일주

기 정보를 획득

- Landsat을 통하여 높은 공간해상도 연안 부유퇴적물 정보 획득 후, 천리안의 높은

시간해상도 정보를 융합하여 높은 시간해상도와 공간해상도를 가진 연안 해역 부

유퇴적물 자료 획득

- 오랜 검 보정으로 산출자료의 신뢰성이 보장된 타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해색센서

산출자료 대리교정에 활용 (Eplee et al., 2001; Wang, 2005)

(하) 시계열자료 분석

- Murtugudde et al.(1999)는 SeaWiFS chlorophyll 자료를 이용하여 1997-1998년에

일어난 강한 엘리뇨 시기에 Indo-Pacific basin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클로로필 농

도를 나타내었음을 주장

- Chen et al. (2009)는 1997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SeaWiFS의 해수 수출

복사 휘도 (Lw)와 클로로필 농도 (Chl-a) 자료를 이용하여 양자강 방출에 대한 영

향을 조사

다. Level 2 산출물 개발 동향

(1) 위성자료를 활용한 표층 해류 산출 연구

(가) 형상 추적 기법

- 연속된 영상에 나타나는 형상의 형태학적 특징을 추적하여 해수의 이동을 파악하

는 방법으로 위성 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표층 해류

산출이 가능함(클로로필-a, 부유사, 해수면온도 등)

- Maximum Cross Correlation (MC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표층 해류를 산출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Emery et al., 1986), 지난 수십년동안 가장 보편적인 표층 해

류 산출 방법으로 사용되어 옴

- MCC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형상 추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Zero-mean Sum of

Absolute Distances(ZSAD)와 Zero-mean Sum of Squared Distances (ZSSD) 알

고리즘이 MCC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제시된 바 있음

(Marcello et al., 2007)

- 위성 자료를 통해 해수의 이동 벡터를 산출할 때에는 두 영상 간 산출 시간 간격

동안 해수의 중심 벡터가 최소한 화소 크기 이상은 이동해야 해류 벡터로서 산출

이 가능함. 해수의 흐름은 대기에서의 이동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위성 자

료의 공간해상도가 떨어질 경우 해류 산출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음. 기존의 500

m x 500 m 의 해상도에서 더욱 향상된 GOCI-II의 공간해상도는 이러한 해류 산

출의 제약을 극복하여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해류 벡터 산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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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형상 추적 기법의 원리.

(2) 위성 클로로필-a 농도 전선 산출 연구

(가) 잡음 제거

- Median filter: Median filter는 영상의 형태는 유지시키면서 고립된 잡음을 제거하

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술로 전선 산출에도 널리 활용됨 (Cayula and Cornillon,

1992, 1995).

- Gaussian filter: 2차원 Gaussian 함수 마스크를 영상 처리에 적용함

- Contextual Median Filtering: 식물플랑크톤은 주변 환경에 따라 번성하거나 감소

하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로로필-a 영상에서 잡음이 아니지만

주변에 비해 높은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돌출

된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나는 잡음을 제거하는데 윈

도우 크기를 달리하며 잡음을 판별하는 contextual median filter가 효과적임

(Belkin and O’Reilly, 2009).

(나) Edge operators

- Prewitt: 수평, 수직 방향 탐지에 민감

- Sobel: 대각선 방향 탐지에 민감

- Roberts Cross: 연산 속도가 빠르며 잡음에 민감

- Frei-Chen: 높은 정확도를 가지며 연산 속도가 느림

- Gradient: 영상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보편적인

표층 해류 산출 방법으로 사용되어 옴(Emery et al., 1986).

(3) 저염분수

(가) 국내 기술 개발 현황

① 염분 산출 자료

- 국내에서 공공적으로 제공하는 인공위성 염분자료는 없다. 현재 제공되는 자료로

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자료와 국립해양조사원의 관측소 자료 등 현장관측기반

위주의 자료이다.

- 양자강에서 흘러나오는 저염분수는 동중국해로 흘러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가장 가까운 관측지점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이다. 그러나 이어도 해양과

학기지는 조위관측소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자료를 얻을 수 없고, 저염분수의 확장

범위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염분수에 의한 피해를 미리 예측하기가 힘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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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양자강 저염분수 유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현장관측자료가 아닌 위성

자료로 양자강 하구역에서부터 어디로 확장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관련 기술 개발

- Ahn 등(2008)은 현장관측 광학자료를 이용하여 동중국해의 저염분 유출수를 관측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알고리즘을 SeaWiFS 해색 위성에 적용하여

저염분수를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색 용존 유기 물질 흡광

계수(absorption coefficient of coloured dissolved organic matter, aCDOM)를 이용

하여 염분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400 nm의

파장대 흡광계수가 염분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GOCI에는 400

nm 파장대의 밴드가 없으며, GOCI만이 가지고 있는 장비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는 GOCI를 이용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2.2.11. SeaWiFS 위성에서 산출한 CDOM
의 흡광계수로 표층염분을 산출한 예시(Ahn 등

2008).

- Son 등(2012)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아니지만 멕시코만 북동쪽 지역에서

SeaWiFS 위성자료를 이용한 염분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해색자료를 이용한 염분산출 알고리즘과 개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서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성능은 RMSE가

약 0.733으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해색자료를 이용

한 염분산출 알고리즘은 지역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센서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가

되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해역과 GOCI를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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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SeaWiFs 위성으로 산출한 염분자료와 관
측자료를 합쳐놓은 예시 그림(a-c)과 같은날의 해수면
고도자료와 ADCP자료를 그린 그림(Son 등 2012).

(다) 국외 기술 개발 현황

① 염분 산출 자료

- 국외에서 현재 제공되는 염분자료는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SMAP(Soil Moisture Active Passive) 위성센서 자료와

ESA(European Space Agency)의 SMOS(Soil Moisture Ocean Salinity) 위성센서

자료가 있다.

- 위의 두 위성자료는 모두 active microwave 센서를 이용하여 염분을 산출하는데,

이는 연안지역 보다는 대양의 염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센서이다. 따라서 공

간해상도가 약 25 km로 해색위성에 비해 좋지 않으며, 8일주기로 위성이 궤도를

공전하기 때문에 시간해상도 또한 좋지 않다. 더불어 SMOS의 경우 양자강 저염분

수 유출지역인 동중국해 지역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지역의 염분을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따라서 양자강 저염분수 유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측 자료가 아닌 위

성자료로 양자강 하구역에서 부터 어디로 확장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관련 기술 개발

- Geiger 등(2013)은 대서양 중부 지역 연안에서 해색위성을 이용한 염분산출 알고리

즘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염분산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를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인공위성에 적용하여 대서양 중부지역 연안의 염분을 추측하였

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균 제곱근 오차는 약 1.40 psu에서 2.29 psu였으며, 이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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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MODIS 위성 6개 밴드의 수출광량
과 염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A는 중앙 대서
양, B는 체서피크, C는 델라웨어, D는 허드슨
지역. 저염에서는 녹색파장대가 크게 나타나고,
고염에서는 청색 파장대가 높게 나타남(Geiger

등 2013).

- Chen과 Hu(2017)은 멕시코 걸프만 북쪽 지역에서 선상관측 및 부이 자료를 이용

하여 염분산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인공위성자료에 적용하였다. 모델의 평균 제

곱근 오차는 약 1.2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는 0.8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자는 플

랑크톤 번성이나 용승과 같이 염분과 관계없는 청색 파장대의 반사도 변화가 발생

하면 정확한 염분산출이 어렵다고 서술하였다.

그림 2.2.14. MODIS 위성을 이용한 표층 염분
산출 예시 및 현장관측과의 비교(Chen 과 Hu,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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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빙

(가) 국내 기술 개발 현황

- 국내에서는 고해상도 능동형 마이크로파 위성, 광학 위성 등 다양한 관측자료를 이

용하여 해빙과 빙하 및 극지 해색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Han et al. 2017; Hang

& Lee 2018; Kim et al. 2018; Lee & Kim 2018). 특히, MODIS의 고성능 시간해

상도와 분광해상도를 이용한 해빙탐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Anh et

al. 2014; Jin et al. 2017).

(나) 국외 기술 개발 현황

-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초반 연구로는 Nimbus-5 위성의 European Remote Sensing

(ESMR) 센서를 이용하여 전 지구적인 해빙의 분포가 분석되었다 (Parkinson et

al. 1987). 이후에 개발된 위성 센서들의 품질 높은 해상도와 온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한 해빙 탐지 연구가 가능해졌다 (Comiso & Nishio 2008). 능동형 마이크로파

를 이용한 연구로는 ERS 1 위성을 이용하여 SAR의 backscatter 자료와 관측된

영상들로부터 해빙의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Steffen & Heinrichs

1994). 이러한 마이크로파를 활용한 위성관측 기술들은 구름 등 기상 조건에 덜 민

감하기에 해빙 연구에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빙 탐지에 활용되어야 할 다른 물리

량들을 관측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장기간 동안의 연속적인 탐지 활동에는 제약이

있다 (Cavalieri et al. 2003).

- 가시 및 근적외를 이용한 해빙탐지의 연구들로는 NOAA 위성 시리즈의 AVHRR

센서를 이용한 연구들로써, 알베도와 온도 자료를 기반으로 극궤도 위성의 장점을

살려 해빙의 계절별, 공간적 변화를 연구에 활용되었다 (Key & Haefliger 1992,

Lindsay & Rothrock 1994). 또한 Terra/Aqua 위성에 탑재된 MODIS센서를 이용

하여 가시채널부터 근적외채널까지 여러 채널들에서 얻은 반사도 값들과 그들의

비를 이용한 NDSI 지수를 통해 해빙의 종류, 면적, 분포 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Riggs et al. 1999). 이러한 연구는 주로 가시와 근적외채널의 차를 이용하

였으며 순수한 얼음의 경우 탐지가 잘 되었지만 얼음이 녹거나 다른 물질이 섞일

경우 해빙탐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제시되었다 (Hall et al., 2001).

(5) 어장지수

(가) 국외 – 다양한 해역에서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알고리듬 개발

- 북태평양에서의 날개다랑어 (Thunnus alaunga) 서식지 추정

- 북태평양에서의 꽁치 (Cololabis saira) 어장 추정

- 동중국해에서의 참고등어 (Chub mackerel) 어장지수 추정

- 기타 다양한 해역에서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서식지 추정 연구 진행됨

(나) 국내 – 해당 연구 없음

(6) 황사/에어로졸 타입/에어로졸 광학두께두께

(가) 국내 기술 개발 현황

① MI Yonsei aerosol retrieval AOD

-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 기상 센서(Meteorological Imager; MI)의 단일 가시 채널로

부터 산출된 AOD 자료이다(Kim et al., 2014; 2016).

- 하나의 가시 채널(550-800 nm)은 1 km의 공간 해상도, 네 개의 적외 채널(10.3–

11.3 (IR1), 11.5–12.5 (IR2), 6.5–7.0 (IR3), 3.5–4.0 µm (IR4))은 4 km의 공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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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를 가지며 15분 간격으로 관측 자료가 제공된다. 단일 가시 채널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하나의 에어로졸 유형을 가정하여 4 k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에어로졸 광학 두께를 산출한다.

② GOCI Yonsei aerosol retrieval AOD

- MI와 함께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 정지궤도 해색 센서로부터 관측된 다중 가시 채

널을 이용하여 산출된 한 시간 간격의 AOD 자료이다(Lee et al., 2010; 2012, Choi

et al., 2016; 2018). 500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과

눈, 밝은 지표 등 에어로졸을 산출하기에 부적합한 화소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6

km 해상도로 화소를 병합하여 AOD를 산출한다.

- 다중 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에어로졸 유형을 가정할 수 있으며, 미리 계산

된 조견표와 관측된 대기 상한 반사도의 차이가 적은 최적의 에어로졸 유형을 선

택하여 AOD를 산출한다.

③ AHI Yonsei aerosol retrieval AOD

- Himawari-8 위성에 탑재된 기상 위성 센서(Advanced Himawari Imager; AHI)의

다중 가시 채널을 이용하여 산출된 AOD 자료이다(Lim et al., 2016; 2018). 10분

간격으로 Full-disk 관측을 수행하며, 3개의 가시 채널(0.5 km, 1 km), 3개의 근적

외 채널(2 km), 10개의 적외 채널(2 km)를 가지고 있다.

- GOCI 연세대학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본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6

km 해상도의 AOD를 산출한다. GOCI와 달리 적외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얇

은 구름이나 권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④ 천리안위성 2A호 AOD

- 2018년 12월 5일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A호(Geo-KOMPSAT-2A)에 탑재된 고성

능 기상센서(Advanced Meteorological Imager; AMI)로부터 얻어지는 에어로졸 자

료이다. 5개의 채널을 가지던 MI와 비교하여 16개의 채널에서 관측 자료가 제공되

며, 10분 간격의 Full-disk 관측 자료를 제공한다. AHI와 마찬가지로 가시 채널은

0.5 km, 1 k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며, 적외 채널은 2 k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

다.

- 에어로졸 산출물의 최종 공간해상도는 2 km이며, 관측 이전의 30일 자료로부터 최

소반사도법을 통해 얻어진 지표면 반사도를 사용한다.

(나) 국외 기술 개발 현황

① MODIS Dark Target AOD

- 어두운 지표 위에서 산출을 목표로 하는 Dark Target 컨셉의 알고리즘으로부터

제공되는 AOD이며, 최신 버전은 Collection 6.1이다(Levy et al., 2013, Gupta et

al., 2016). 저궤도 위성인 Terra에 탑재된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센서로부터 오전에 1회, Aqua에 탑재된 MODIS로부

터 오후에 1회 관측한다. 전구의 어두운 지표면에 대하여, 10 km, 3 km의 공간해

상도로 에어로졸 산출물을 제공한다.

② MODIS Deep Blue AOD

- 짧은 파장의 가시 채널을 이용하여 밝은 지표 위에서 산출을 목표로 하는 Deep

Blue 컨셉의 알고리즘으로부터 제공되는 AOD이며, 최신 버전은 Collection 6.1이다

(Hsu et al., 2013, Hsu, 2017). 전구의 육상 표면에 대하여 10 km의 공간해상도로



- 75 -

에어로졸 산출물을 제공한다. MODIS Dark Target 알고리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밝은 지표에서 높은 정확도로 AOD를 산출하며, 특히 황사 입자의 발원지인 사막

에서 AOD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진다.

③ VIIRS AOD

- Suomi-NPP 위성에 탑재된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

센서로부터 제공되는 AOD이며, Dark Target 알고리즘의 산출 원리를 따르고 있

다. 에어로졸 산출물의 해상도는 0.75 km (Intermediate Product; IP), 6 km

(Environmental Data Record, EDR) 두 가지로, 육상/해상 모두 제공된다. 복사휘

도 단계에서 픽셀을 병합하는 MODIS Dark Target 알고리즘과 달리 0.75 km의

에어로졸 산출물을 병합하여 6 km의 산출물을 생산한다. 최근들어 밝은 지표에서

도 산출을 수행하여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Zhang et al., 2016).

④ OMI near-UV AOD

- Aura 위성에 탑재된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는 오존, 이산화질소, 이

산화황, 에어로졸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발사되었다. 270 ~

500 nm의 파장 범위를 가지며, nadir 방향으로 관측 시 13 km x 24 km의 공간해

상도를 가진다. 자외선 영역의 관측은 가시광에 비해 에어로졸의 흡광 특성에 대해

민감도를 가지기 때문에, OMI의 354, 388 nm 파장쌍으로부터 AOD와 SSA를 동

시에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Torres et al., 2013).

⑤ 이 외에도 다양한 파장, 편광, 각도별 위성 관측으로부터 에어로졸 산출물이 제공되고

있으나, MODIS와 VIIRS에 비해 하루 동안 관측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거나, 공

간해상도가 낮은 편이다(e.g. MISR, POLDER, TANSO-CAI 등).

(7) BRDF / Albedo

-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90년대부터 알베도 산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와 European Organis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atellite (EUMETSAT) 에서는 Terra/Aqua

(MODerate-resolution maging Spectraradiometer, MODIS), Terra (Muti-angle

Imaging pectroRadiometer, MISR), Meteosat (Spinning Enhanced Visible and

InfraRed Imager, SEVIRI), NOAA/MeTop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등 다양한 위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베도를 생산하고 있다.

- 알베도 산출 과정은 크게 대기보정과 BRDF 모델링, 그리고 분광 알베도의 광대역 전

환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알베도를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NASA와

EUMETSAT에서도 이런 큰 틀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 1979년 Kriebel이 Bidirectional Reflectance Factor (BRF)를 이용하여 식생 canopy에

대한 알베도 산출을 수행하였으며, Randson et al .(1991)과 Starks et al . (1991)에 의

해 다각도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분광 알베도 산출의 원형 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

- 광대역 전환에 관한 연구는 Brest와 Goward (1987)에 의해 분광 알베도를 이용한 초

기 개념이 제공되어 AVHRR (Saunder, 1990; Russel et al., 1997), Thematic Mappter

(TM) (Duguay and Ledrew, 1992; Knap et al., 1999), Meteosat (Valiente et al.,

1995)에 적용되었다.

- 알베도 산출을 위한 현업 운영을 하고 있는 NASA와 EUMETSAT 역시 BRDF 모델

링과 분광 알베도의 광대역을 전환을 통해 산출을 수행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인 B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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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은 각각 Ross-Li (Lutcht et al., 2000)과 Roujean et al., (1992)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원격탐사분야 연구는 성장기이며, 알베도의 중요

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알베도 산출에 필요한 여러 기술 중 광학센서의 관측자료에

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할 대기보정은 경우 오성남(2004)은 복사전달 모델인 Lowtran

7을 사용하여 Landsat-5/TM 영상의 대기보정을 수행하였고, 이광재와 김용승 (2005)

의 연구에서는 Landsat Enhenced Thematic Mapper Plus (ETM+) 자료를 이용하여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KOMPSAT)-2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유주형 외 (2010)에서는 정지궤도 해색탑재체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의 자료 검정을 위한 사전연구로 Seadas 프로그램의 표준대기보정 모델을 평가

하였다. 염종민 (2014)의 연구에서는 KOMPSAT-3의 영상을 Second Simulation of

the Satellite Signal in the Solar Spectrum (6S)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하여 대기보정

수행 후 식생지수를 산출하였다. 실제 알베도 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BRDF 모델

링의 경우, Lee and Han (2013) 등의 연구를 통해 진척이 있었다.

(8) NDVI / EVI

- 현재 다양한 식생지수가 존재하나, 기후연구에 가장 중요한 장기간 데이터 확보를 위

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식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NDVI를 사용하고 있다. 최

근 MODIS에서 제공하는 EVI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NDVI와 EVI는

근적외 영역과 가시 채널 영역의 반사도 값을 이용한 간단한 선형식이기 때문에 대부

분의 위성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 이러한 식생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에서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주로 3가

지 타입의 반사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대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Top Of

Atmosphere (TOA)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식생지수의 합성과정에서 대기효과

가 제거되며 (Holben et al., 1986), 대기 보정 전/후의 NDVI 경향이 유사하기 때문이

다(Chen et al. , 2003). 다음으로 Top Of Canopy (TOC)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있

다. 지표 산출물은 가강수량, 오존, Aerosol Optical Depth (AOD) 등의 대기 요소에

의해 불확실성이 초래되며 (Nagol et al ., 2009), 대기보정 방법에 따라 식생지수의 값

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ke et al ., 2015).

- 마지막으로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BRDF) 모델링을 통한 정

규화 반사도를 사용하여 식생지수를 산출하는 연구가 있다. 식생지수는 지표의 위성각

및 태양각에 따라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각도에 따른 BRDF 효과를 고려한 식생지수

산출이 필요하다(Fensholt et al., 2006; Vermote et al., 2009)고 한다. 뿐만 아니라

Yeam et al. (2013)에 의하면 위성의 특징에 맞은 BRDF 모델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현재 선진기관에서는 주로 TOA 및 TOC 반사도를 이용하여 식생지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산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하루 단위가 아닌 일정 기간 합성

한 NDVI을 제공하는데, 합성 방법은 합 성기간 중 해당 픽셀의 최대값을 이용하는

Maximum Value Composite(MVC) 방법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9) 토지 피복

- IGBP: Loveland et al.,(2000) 은 NOAA/AVHRR 의 NDVI를 입력 자료로 하여 17가지

토지피복 분류항목을 가지는 IGBP DISCover global 1 km land cover data set을 제작

했다. 입력 자료는 Monthly composite과 1 km 공간 해상도를 가지며, 수집 기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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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992 to 31 March 1993이며, 분류 기법은 Water bodies, barren and snow and

ice 지역을 masking 한 후 각 대륙별 무감독 분류 기법을 이용하였다. 정확도 평가를

위해 분류 항목 중 Snow and ice와 Water bodies를 제외한 15개 항목을 선정하였으

며, Validation datasets은 총 379개의 Landsat TM과 SPOT images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정확도는 54.5%로 산출되었다.

- UMD: Hansen et al. (2000)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의 1 April 1992 to

31 March 1993까지의 5개의 밴드 자료(Channel 1 (visible red reflectance, 0.58–0.68

mm), Channel 2 (near-infrared reflectance, 0.725–1.1 mm), Channel 3 (thermal

infrared, 3.55–3.93 mm), Channel 4 (thermal, 10.3–11.3 mm), Channel 5 (thermal,

11.5–12.5 mm) 및 Channel 1과 Channel 2로 산출한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를 monthly 합성을 하여 Global land cover map을 제작했

다. 분류 기법은 DTs 이며 1 km 공간 해상도 및 14개의 분류 항목을 지닌 UMD land

cover classification 체계를 가지며, 정확도 평가를 위해 Multi-Resolution Land

Characteristics Consortium National Land Cover Data Base (MRLC), European

Coordination of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CORINE) data and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Landsat Humid Tropical

Deforestation Project를 이용하였으며, 산림과 비산림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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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81% ~ 92% 정확도가 산출되었다.

- GLC2000: Bartholome and Belward (2005) 는 Satellite Pour l`Observation de la

Terre 4 (SPOT4)/VEGETATION의 VEGA 2000 dataset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Global Land Cover 2000 project (GLC2000) 을 제작했다. VEGA 2000 dataset 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총 14개월 동안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4개 밴

드(Blue (437-480 nm), Red (615-700 nm), Near-infrared (NIR) (772-892 nm), and

short-wave infrared (SWIR) (1600-1692 nm)) 자료의 S1 daily mosaics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피복 명명을 위해 United Nations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명명한 22개의 토지피복 항목을 가지는 Land Cover Classification System

(LCCS)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다. GLC2000 제작을 위해 전세계를 19개 지역으로 나누

었으며, 각 지역을 무감독 분류 기법 중 하나인 Iterative Self-Organizing Data

Analysis Technique Algorithm (ISODATA) 을 사용하여 GLC2000 을 제작하였다.

GLC2000의 공간 해상도는 1,000 m이며, GLC2000 정확도는 무작위로 선정한 3 km *

3 km 지역을 총 1265 샘플을 선정하였으며, 정확도 검증을 위해 1) Sampling

strategy 기법과 2) Reference Data를 이용한 기법을 이용하였다. 전체 정확도는

68.6%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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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Cover2009: Bontemps et al., (2011)은 GlobCover2009 제작을 위해 Environmental

Satellite(ENVISAT)/Medium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MERIS) 의 4개 밴드

(band 3 (Blue, 480-500 nm), band 5 (Green, 550-570 nm), band 7 (Red, 655-675

nm), band 14 (NIR, 875-895 nm))를 입력 자료로 사용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각 밴드별 자료는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BRDF) 효과를 제거하였다. 토지피복 명명을 위해 22개의 토지피복 항목을

가지는 UN LCCS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다. GlobCover2009 제작 기법은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를 사용하였으며, 제작 순서는 무감독 분류를 이용하여 분류하기 어려운

Urban과 Wetlands 지역을 감독분류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무

감독 분류하여 GlobCover2009를 제작하였다. GlobCover2009 의 공간 해상도는 300 m

이며, 정확도 평가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한 0.9 km * 0.9 km 지역을 총 2190 샘플을

선정하였으며, Contingency matrix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전체 정확도는

6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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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S land cover dataset (MCD12Q1): Friedl et al., (2010) 은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의 land/water mask, Nadir BRDF-adjusted

Reflectances (NBARs), MODAGTEX, MOD43B1, MOD13, MOD10, MOD11, MOD03

를 입력 자료로 하여 MODIS Collection 5 global land cover(MCD12Q1)을 제작했다.

Name Description

NBARs
MODIS BRDF/Albedo product (MOD43B4) in MODIS land bands (1-7),
adjusted to nadir view at the median sun angle of each 16-day period

MODAGTE
X

Spatial texture derived from Band 1 (Red, 250 m spatial resolution) at
1000 m resolution

MOD43B1 Directional reflectance information at 1 km for 16-day periods
MOD13 MODIS Enhanced Vegetation Index (EVI) at 1 km for 16-day periods
MOD10 Snow cover at 500 m for 8-day periods
MOD11 Land surface temperature at 1 km for 8-day periods
MOD03 Terrain elevation information

: MCD12Q1 제작을 위해 자료 수집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200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MCD12Q1 에는 5개의

Global land cover map이 있으며, 각각 The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IGBP) (17 classes), The University of MarylanDs (UMD) (14

classes), Leaf Area Index (LAI)/Fraction of Photosynthetically-active Radiation

(fPAR) (11 classes), Net Primary Production (NPP) (9 classes), Plant Functional

Types (PFT) (12 classes) 분류 기법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분류 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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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Trees (DTs) 이며, 공간 해상도는 5 collection 모두 500 m이다. 정확도

검증 datasets 은 The System for Terrestrial Ecosystem Parameterization

(STEP) training dataset이며, 총 2762 샘들을 이용하였다. 정확도 검증은 2005년에

제작된 MCD12Q1-IGBP로 진행하였으며, Confusion matrix를 이용한 결과 74.8%

로 산출되었다.

- GlobeLand30: Chen et al. (2015) 은 Landsat/Thematic Mapper (TM), Enhanced

Thematic Mapper+ (ETM+) 와 Huan jing-1 (HJ-1: Envrionmental Protection &

Disaster Monitoring Constellation) 자료를 이용하여 GlobeLand30 을 제작했다.

GlobeLand30 제작을 위해 약 10,000개의 Landsat image와 2,640개의 HJ-1 image를

사용했으며, 제작 기법은 Pixel- and Object-based methods with Knowledge (POK)

이다. 공간 해상도는 30m, 분류 항목은 10가지(Cultivated land, Forest, Grasslands,

Shrublands, Wetlands, Water bodies, Tundra, Artificial Surfaces, Bareland,

Permanent snow and ice)로 분류하고 있으며, GlobeLand30 정확도 검증을 위해 약

150,000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분류 항목 중 툰드라를 제외한 나머지 항

목에 대해서 Error matrix를 이용하여 전체 정확도 (80.33%) 및 Kappa 계수 (0.75)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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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 해색위성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를 일반에 무료로 공개한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한

국이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비공개이거나 유료로 배포중임

- 이 소프트웨어들은 사용자들이 쉽게 위성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

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실시간 자료처리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표준산출물 생산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1) 국내 동향

(가) IMPS(한국항공우주연구원)

① IMPS(IMage Pre-processing System)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원시

자료를 복사보정, 기하보정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He5 포맷의 위성자료를 생산하는 시

스템임

② 처리 수준에 따라 Level 0, Level 1A, Level 1B로 구분되며, 야간에 수행하는 보정 관

측으로부터 수신된 자료는 Level 0, Level 0C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③ 영상처리 알고리즘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AIRBUS D&S사

(프랑스) 가 공동 개발하였고, 이 시스템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

원(백업기관)에서만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운영을 위해 실시간 자료 처리에 사용하

고 일반에 배포되지는 않음

④ 실시간 자료 처리 외에도 원시자료 비정상 수신을 대비한 위성자료 합성 기능, 위성상

태 보조자료 디스플레이, 센서의 defective pixel 분석, 위성운영관련 자료 database 열

람의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시간 자료처리 실패를 대비한 자료재처리 기능이

있어 위성 운영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

⑤ IMPS는 영상처리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서브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Windows, Linux 운영체제에 C와 IDL 언어로 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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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IMPS 화면.

(2) GDPS(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가) 2010년 발사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위성관측 자료를 처리/분석하기 위해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가 개발한 GOCI 자료처리시스템

(나) GDPS의 약어는 GOCI Data Processing System이고 세계최초 정지궤도 해양위성 자

료처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운영모드와 사용자모드 두 가지가 존재함

(다) 입력 자료는 위성원시자료의 복사보정, 기하보정이 모두 완료된 Level 1B이상의 자료

이고, 해양광학모델을 통하여 해수 광특성과 해양환경특성(클로로필, 부유물질, 용해

유기물 등) 자료를 생산

(라) GDPS는 싱글 스레딩(Single-threading) 방식과 중앙 집중식 처리 (Centralized

Processing) 방식을 이용하여 L2 산출물들을 순차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그림 2.2.22. 자료처리시스템 S/W를 통한 산출물 생산 흐름도.

(마) GDPS는 C언어 기반으로 현재 1.2버전까지 개발되었고 기본적인 자료처리 외에 다중

영상 디스플레이, 현장자료와 위성자료 매칭기능, 이미지 자르기, 최대 1,000개의 영상

처리 기능, 히스토그램, 스펙트럼 프로파일 분석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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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Chlorophyll,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Total Suspended
Sediments, KD490, VISibility, Red-tied Index, Dust, Land(NDVI,
EVI), Rayleigh Corrected Reflactance, Daily Product, Fishing Ground
Information, Primary Productivity, Water Qaulity Level, Water
Current Vector

Data
processing

Batch processing for 1000 images
Extraction satellite image data corresponding in-situ data location

General
Function

Convert to other image format(jpeg, binary, ascii, ENVI format)
Navigation, ROI & Annotation, Mouse position information, Band
Math, Contour, Spectral profile, Histogram, Scatter Diagram, Subset
Image, Color manipulation etc.

OS 32-bit window, 64-bit window

표 2.2.2. GDPS 버전 1.2의 주요 기능

그림 2.2.23. GDPS 화면.

(3) 국외 동향

(가) TeraSCAN(미국)

① TeraSCAN Software는 1982년 Robert Bernstien이 창설한 SeaSpace

Corporation에서 1984년부터 개발하여 실용화되고 있는 인공위성 영상처리 소프트웨

어로, 다양한 위성자료 처리가 가능함

② 본 시스템은 상용소프트웨어로 현재 30개국에서 450여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국내에

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서도 1998년부터 NOAA, SeaWIFS 자료를 수신/처리하

기 위하여 본 시스템을 갖추어 GOCI의 기본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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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eraSCAN Software는 Sun solaris와 Redhat Linux 두 가지 OS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며, UNIX에서 구동되는 TeraSCAN은 다음의 구성을 가짐(표 3)

Unix

특화한 데이터파일 포맷 : TeraSCAN Data Format(TDF)

500개 이상의 위성자료 수신 처리용 command-line funcions

TeraSCAN의 자동운용을 관리하는 데몬 프로그램 세트

데이터 베이스 및 참고 파일 세트

TeraSCAN 운영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UI 세트

자료 Viewing기능 3가지: TeraVision, XVu, Satellite TV

표 2.2.3. UNIX용 TeraSCAN

극궤도 위성

(X-Band Data)

MODIS direct broadcast data from the Terra and Aqua EOS
satellites (optional module)
OCM data from Oceansat-1 (optional module)
SAR data (capture only) from Radarsat-1 and ERS-2

극궤도 위성

( L - / S - B a n d
Data)

AVHRR, TOVS, ATOVS, and DCS data from the NOAA
TIROS-N satellites
SeaWiFS data from OrbView-2 (optional module)
OLS and Special Sensor data (SSM/I, SSM/T1, and SSM/T2)
from the DMSP satellites
MVISR data from FY-1C and FY-1D (optional module)

정지궤도 위성

(L-Band Data)

Imager and Sounder data from GOES
HRI data from Meteosat (optional module)
Imager data from GMS and FY-2
WEFAX data from GOES, Meteosat, and GMS

기타
MODIS EOS HDF from IMAPP
NESDIS
Archived data from SIO, Dundee, and ESA

표 2.2.4. TeraSCAN Software 에서 수신 처리가 가능한 위성자료

④ TeraSCAN에서 이미지 처리는 그림 24에서와 같이 L1B 데이터가 입력되면, Lac 또

는 Gac 보정이 유무를 판단하고, 보정이 되어 있는 경우 fastreg라는 이미지 등록단계

를 거쳐 TDF 파일을 생성함

⑤ 보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Raw data를 호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정을 거친 뒤

에 fastreg과정을 거쳐 TDF파일을 생성하며, 이후 TDF 파일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와 분석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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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TeraSCAN의 AHVRR 프로세싱 단계.

⑥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영상 강조, 영상 Overlay 기능, 영상 애니메이션 및 결합

(Combining), 노이즈 제거, 데이터 값 및 정보 보기, Vertical sounding 찾기, 프린팅,

툴바, GUI 환경설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함

그림 2.2.25. TeraSCAN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나) SeaDAS(미국)

① SeaDAS(SeaWIFS Data Analysis System)는 해색관측센서 위성영상을 처리하기 위

해 미국 NASA에서 1994년부터 개발한 소프트웨어임

② 각각의 위성관측자료 특성에 맞게 자료 포맷을 지원하고 있어 SeaWiFS, MO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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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S, CZCS 센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하고, 2014년 현재 SeaDAS 7.0.2까지 개발되

어 무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되고 있음

③ SeaDAS는 사용자 처리 화면은 IDL, 자료의 변환 및 분석 기능은 C, Fortran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④ 지원되는 플랫폼은 PC Worksations, Mac, SUN UltraSPARC, SGI O2 workstation

등이며, 운영체제는 Linux, Mac OS X10, Sun Solaris, IRIX 6.5 등임

SeaWiFS

L1A, L1B, L2, L3, and SMI (Standard Mapped Image) processing
Map projection of L1, L2, and L3 files
L1 and L2 Browse product generation
L1A to L0 program for renavigation
Interactive L1 coastline registration and L2 QC
L1 subscene extraction

MODIS

L0 to L1A Direct Broadcast processing
L1A Geolocation processing
L1A subscene extraction
L1A to L1B processing
L1B to L2 processing
L2 and L3 binning
SMI processing
Map projection of L2 and L3 files

CZCZ

L1A to L1B processing
L1 to L2 processing
L2 and L3 binning
SMI processing

OCTS

L1A to L1B processing
L1B to L2 processing
L2 and L3 binning
SMI processing

표 2.2.5. SeaDAS에서 지원하는 위성 종류와 위성자료별 지원 기능

⑤ 그림 2.2.26에서 보이는 SeaDAS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영상의 축소 및 확대, 여러

개의 위성영상 동시 디스플레이 기능, 히스토그램 분석기능, Annotation 기능,

Bathmetry 생성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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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SeaDAS 사용자 인터페이스.

⑥ 그림 2.2.26는 SeaDAS에서 NOAA위성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실시간으로 수신된

원시자료로부터 Level 0, Level 1A를 1차 생성하고, 이중 해양자료만 추출하여 HDF

파일 포맷으로 별도 저장함

⑦ 예측된 고도데이터와 천체위치 정보로부터 GEO location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Level 1A 자료에 적용하여 L1B 파일 생성

⑧ 이때 Level 1B 생성에 필요한 LUT(Look Up Table)을 사용하여 L1B 파일과 GEO파

일을 생성함

⑨ 생성된 L1B 파일은 위성영상 분석 도구인 MSL의 입력자료로 사용되어 Level2 자료

를 생성하는데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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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SeaDAS의 NOAA 영상 처리과정.

(다) BEAM(독일)

① BEAM은 ENVISAT의 기본적인 자료처리 시스템으로 처음 개발되었고, ENVISAT

MERIS, AATSR and ASAR 위성영상의 분석, 처리, 디스플레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s)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음

② 하지만 점차 기능이 확장되어 MODIS, AVNIR, PRISM, CHRIS/Proba 등의 위성영상

처리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NetCDF와 같은 파일포맷 또한 지원이 가능

하도록 기능이 향상되었음

③ VISAT-지구관측자료의 가시화, 분석 처리를 위한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

Command 라인 또는 VISAT에 의해 요청되는 위성자료처리를 위한 시스템 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Java™ API를 지원함(원격탐사와 관련된 컴포넌트나 모듈의 개발,

기능 확장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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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8. 지구관측자료 분석을 위한 BEAM의 VISAT 사용자 인터페이스

④ 표 2.2.6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종류 목록은 BEAM의 기본설치 모듈을 설치하였을 때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들의 목록이며, 이와는 별도로 표 2.2.7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데

이터 포맷을 지원하고 있음

Instrument Platform Formats
MERIS L1b/L2 Envisat Envisat N1
MERIS L3 Envisat netCDF

AATSR L1b/L2 Envisat Envisat N1
ASAR Envisat Envisat N1

ATSR L1b/L2 ERS Envisat N1, ERS
SAR ERS Envisat N1

CHRIS L1 Proba HDF4
AVNIR-2 L1/L2 ALOS CEOS
PRISM L1/L2 ALOS CEOS
MODIS L2 Aqua, Terra HDF4
AVHRR/3 L1b NOAA-KLM NOAA, METOP

TM Landsat 5 FAST

표 2.2.6. 해외위성 및 플랫폼의 자료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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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 Support Description

BEAM-DIMA
P

read +
write

BEAM의 표준 입출력자료 포맷으로 SpotImage/CNES
DIMAP 구조를 기반으로 XML 헤더를 가지고 있음

GeoTIFF
read +
write

Quickbird, LANDSAT, SPOT 위성 영상 등에서
사용되는 널리 사용되는 자료 형식

NetCDF read
지구관측위성 영상에 널리 사용되는 포맷으로 NetCDF
CF Metadata Convention기능을 통해 BEAM에서 읽기

가능

표 2.2.7. 해외위성 처리 S/W 지원 체계 및 설명

⑤ BEAM은 GNU public license를 가지는 소스코드를 가지며, 전체적인 Source Code를

공개하고 있음

⑥ 운영체제는 Windows, Linux, Unix 등의 OS를 지원하며 향후 Mac 에서도 이용 가능

하도록 할 계획임

(라) ODESA(프랑스)

① ODESA(Optical Data processor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시스템은 MERIS의

Level 2자료에 대한 완벽한 프로세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② ODESA는 2011년 바이너리 코드 배포, 2012년 소스코드와 3차 MERIS 재처리 영상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ESA의 광학 센서인 OLCI와 SLSTR(Sentinel 3에 탑재)에 대

한 처리 코드 또한 제공 예정임

③ 주요 기능으로는 매치 업 프로세싱과 분석을 포함한 실증 장치, 데이터 셋 선택과 분

석, Level 3 자료 생성과 분석, 대규모 영상의 원격탐사적인 분석 등의 기능, 구성을

가지고 있음

C (nominal code)와 Fortran/C++ 등의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ESA documentation (DPM)과 코드간의 완벽한 호환

빠른 컴파일을 위한 Make 제공

온라인에서 지원되는 빠른 시작 가이드와 튜토리얼 지원

디버깅을 위한 팁 제공

새로운 코드 추가를 위한 예시 제공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포럼

표 2.2.8. ODESA 주요 특징

④ 또한, ODESA는 온라인 프로세싱을 지원을 하고, MERMAID 데이터 베이스와의 호

환성을 가지고 있음

⑤ ODESA에서 산출되는 자료는 Envisat 포맷, NetCDF 포맷을 가지며, 레일리 대기 보

정 값과 에어로졸 반사도 값, 트랜스미턴스, 프래그 값 등 또한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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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한된 영역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며 저장된 파일은 최신버전의 BEAM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가짐

그림 2.2.29. ODESA S/W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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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제1절. 자료처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1. 요구사항 분석 및 기본 설계

- 시스템 기본설계 주요내용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념 정립 및 요구사항 분석
‣ 자료처리시스템 개념설계도 작성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분석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기본설계
‣ 내외부 인터페이스 분석
‣ 운영흐름 분석 및 시나리오 정의

‣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서브시스템별 주요기능 도출
•지상국 인프라 기본설계
‣ 지상국 인프라 최소 요구사항 도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전력/항온항습, 면적)

그림 3.1.7. GOCI-II 통합자료처리시스템 외부인터페이스.

요구사항분석서 개념설계도 시스템구성도
지상국인프라

구축계획서

표 3.1.1. 기본설계 산출물 표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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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GOCI-II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구성도.

그림 3.1.6. GOCI-II 자료처리 개념도(슬롯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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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GOCI-II 통합자료처리시스템 내부인터페이스.

그림 3.1.9. GOCI-II_SCN-010 실시간수신처리배포_Normal(운영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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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GOCI-II 통합자료처리시스템 아키텍쳐 - 레이어 방식.

그림 3.1.11. 서버의 구성. 그림 3.1.12. 자료 저장 관리 정책.

- 위성자료처리 알고리즘 공통테스트베드 설계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도구의 성격이 있어서 2차년도에 개발 추진 예정
•공통테스트베드는 알고리즘 개발 및 현업화 지원을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
•공통테스트베드는 현업용 시스템과 유사한 실행 환경을 제공

그림 3.1.13. 공통테스트베드 운영개념-알고리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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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시스템 상세 설계 및 구현/시험 개요

가. 과업 배경

- 천리안위성(COMS)의 후속으로 정지궤도복합위성 2A, 2B호가 2018년 12월 2020년 2월

에 각각 발사되었음.

-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에는 해양탑재체(GOCI-I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II)

와 환경탑재체(GEMS,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가 탑재되

어 초기운영을 수행하고 있음.

- 본 과업은 정지궤도복합위성 2B 해양탑재체(GOCI-II) 운영을 위한 지상시스템 개발 및

설치/시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GOCI-II는 GOCI-I과 비교하여 공간 해상도, 관측영역, 광

학적 성능 등의 요구사항이 대폭 향상되어 위성자료 수신대역의 변경, 전송속도의 증가,

위성자료 처리용량의 증가 등의 사유로 신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였음.

- GK2B/GOCI-II의 지상운영을 위한 지상시스템 필요

Ÿ 천리안위성의 해양관측 임무 연속성을 위해 GOCI-II 탑재체를 장착한 정지궤도복

합위성 2B 호가 2020년 2월 발사

Ÿ GOCI-II 관측데이터를 수신, 보정, 처리 및 배포하는 임무 수행 필요

- 해양 관측을 위한 높은 성능의 탑재체 장착

Ÿ 천리안위성 GOCI 탑재체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GOCI-II 탑재체가 장착됨

Ÿ GOCI-II 탑재체의 성능 향상으로 자료 처리 용량의 증가와 신규 산출물 생산을 위

한 알고리즘 추가

- GK2B 위성의 지상 운영 및 활용성 최대화 필요

Ÿ 궤도상 시험은 위성 성능 검증 및 운영에 중요한 단계로 많은 자원과 비용 필요

Ÿ 시험 운영에서 정상 운영으로의 빠른 전환은 정지궤도 위성 운영의 경제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임

그림 3.1.15. GOCI-I 대비 향상된 성능.

그림 3.1.14. 공통테스트베드 운영개념-현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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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GOCI-II 지상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의 확보로 정지궤도 해양위성분야의 선도적 지위 확보

Ÿ 세계 수준의 독자 지상국 확보 가능

Ÿ 26종 산출물별 생산 알고리즘 및 검증방안 마련으로 위성활용연구의 근거자료 제공

Ÿ 첨단 IT를 이용한 자료처리 최적화 기술 적용으로 분석시간 단축

Ÿ 품질관리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정확도 높은 해양위성자료 공개로 해양위성분석정보 활용성 증대

Ÿ 해양위성자료의 대국민 활용 확대 및 신뢰도 높은 분석자료 생산·제공

Ÿ 공공기관과의 현업활용 협조체계 구성으로 적시에 위성정보 제공

Ÿ 누적자료 분석으로 중장기 기후변동성, 한반도 주변 해역 계절적 변동성 연구 지원

나. 과업내용 및 범위

- 지상시스템 상세 설계 및 구현

- 지상시스템 설치/시험

- 사업 진도 관리

그림 3.1.16. 과업 범위.

다. 과업추진경과

- 과업기간: 2016년 8월 16일 ~ 2020년 12월 31일

구분 기간 내용

1차년도 2016년 8월 ~ 12월
상세설계 수행
상세설계검토회의 1차 수행
요구정의단계 감리 수행

2차년도 2017년 1월 ~ 12월

1단계 구현 수행
알고리즘 개발 환경(ADE) 개발 및
설치/시험
상세설계검토회의 2차 수행
개발진도점검회의 수행

표 3.1.2. 과업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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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회의

설계단계 감리 수행

3차년도 2018년 1월 ~ 12월
2단계 구현 수행
개발진도점검회의 수행
개발1차, 2차 감리 수행

4차년도 2019년 1월 ~ 12월
3단계 구현 수행
개발진도점검회의 수행
개발 3차 감리 수행

5차년도 2020년 1월 ~ 12월

위성발사 후 초기운영 지원 및 시스템
안정화 수행
최종완료보고회의 수행
발사준비, 안정화, 검수지원 감리 수행

구분 내용 비고

착수회의
일시: 2016년 8월 16일
장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목적: 사업 수행계획 검토

상세설계검토회의 1차
일시: 2016년 12월 7일
장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목적: 상세설계 산출물의 검토

상세설계검토회의 2차
일시: 2017년 7월 19일
장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목적: 상세설계 산출물의 검토

개발진도점검회의

일시: 2017년 11월 24일
장소: 부산역 회의실
목적: 2차년도 개발내용 및
향후계획 검토

표 3.1.3. 보고회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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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도점검회의

일시: 2018년 12월 13일
장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목적: 3차년도 개발내용 및
향후계획 검토

개발진도점검회의

일시: 2020년 1월 21일
장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목적: 4차년도 개발내용 및
향후계획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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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

- 감리

일시 내용 비고

2017년 2월 14일 ~
2월 16일

상세설계문서 검토

2018년 1월 18일 ~
1월 19일

2018년 계획
L2 알고리즘 현업화 방안
환경별 인수시험 계획

-

2019년 1월 10일 ~
1월 11일

2019년 계획
시험 계획(장기운영시험, 통합시험,
접속시험)
운영자 교육
IOT 지원 방안 협의

2019년 8월 30일
장기운영시험 결과 검토
추가 운영개념 협의

-

2020년 1월 21일 ~
1월 22일

L2 자료 처리 협의
비기능 시험방안 협의

-

표 3.1.4. 워크샵 추진경과

구분 기간 수행내용

요구정의 2016년 11월 28일 ~ 12월 2일
계약문서의 과업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

설계 2017년 6월 26일 ~ 6월 30일

과업대비표가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 확인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개발 1차 2018년 1월 29일 ~ 2월 2일 단계별로 개발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개발 2차 2018년 8월 20일 ~ 8월 24일
개발 3차 2019년 8월 19일 ~ 8월 23일
발사준비지원 2020년 3월 23일 ~ 3월 27일 궤도상시험(IOT) 준비 상태 점검

안정화 2020년 11월 16일 ~ 11월 20일
시험 할동, 운영환경 이관 및 안정화,
과업이행 여부 점검

검수지원 2020년 12월 14일 ~ 12월 18일 과업이행 여부 점검

표 3.1.5. 감리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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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시험/성능검증

구분 항목 일정 결과 비고

소프트웨어 시험 1단계
ADE 기능 시험 2017-10-18 성공 8개 절차

SOE 기능 시험 2017-11-15 ~ 16 성공 14개 절차

소프트웨어 시험 2단계
DSE 기능 시험 2018-06-26 성공 7개 절차
SOE 기능 시험 2018-11-29 성공 11개 절차

안정화 시험 1단계
SOE 기능, 비기능 시험 2019-03-15 성공 6개 절차
SOE 기능, 비기능 시험 2019-04-26 성공 3개 절차
SOE 기능, 비기능 시험 2019-07-04 성공 2개 절차

고도화 시험 SOE 기능, 비기능 시험
2019-10-24(1차)
2019-11-01(2차)
2019-11-15(3차)

성공 8개 절차

통합시험 1단계 소프트웨어 통합 시험 2020-03-18 성공 5개 절차

통합시험 1단계 소프트웨어 통합 시험
2020-09-17(1차)
2020-11-06(2차)

성공 8개 절차

안정화 시험 2단계 장기운영 시험, 성능 시험 2020-11-27 ~ 12-17 성공 1개 절차

표 3.1.6. 시험 추진경과

구분 내용 일정 결과 비고

자료 조회 및
웹 페이지
검색 성능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
- 자료조회 질의 요청 시
1초 이내에 응답
- 웹 인터페이스 기반의
사용자 질의 요청에 3초
이내로 응답

2020-10-07(1차)
2020-12-04(2차)

만족 - 대상: ADE, SOE, DSE

DSE 웹 보안
안정성

일반 망에 연결된 DSE가
알려진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

2020-10-07(1차)
2020-12-04(2차)

만족
OWASP ZAP을
사용하여 검사
- 대상: DSE

일괄처리 성능
1일 기준으로 10일치
분량의 L2 산출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2020-12-15~17 만족

- 시험환경:
SOE일괄처리
클러스터(4대)

- 입력자료: 2020-11-11
~ 20 (10일치, L1B LA)
- 소요시간: 21시간 27분

55초

표 3.1.7 소프트웨어 성능분석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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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CI-II 지상시스템 설계 및 구현

가. 개발 방법론

-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정의한 표준 정보 시스템 엔지니어링 절차(System

Engineering V-Diagram model(ISO/IEC 15288:2008))는 아래와 같이 모두 다섯 단계로

정의됨.

- 본 과업은 이들 중 2, 3단계와 4단계의 일부를 포함하며,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세부 활

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2, 3단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요구사항 대비 검증 결과의 추적성임.

단계 활동 설명

2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기획 단계에서 정의한 운영 개념에 일치하도록
시스템 수준 요구사항을 정의

상위 수준 설계
서브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을 서브시스템으로 구분하고, 각
서브시스템들에게 시스템 수준 요구사항들을
분배

상세 설계

서브시스템들을 좀 더 작은 단위(컴포넌트)
수준으로 분해하고 서브시스템 수준
요구사항들을 분배시켜, 모듈, 컴포넌트 수준
요구사항과, 해당 요구사항을 달성시킬 방안을
결정

3

소프트웨어 코딩
하드웨어 구성

모듈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또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클래스들을 구현하고, 이를 시험할 수
있는 하드웨어 환경을 구성

단위 시험
클래스, 컴포넌트, 모듈 별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시험

서브시스템 검사
서브시스템 통합

컴포넌트들을 통합하여 서브시스템을 구성하고,
해당 단위의 요구사항이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

시스템 검사
시스템 통합

서브시스템들을 통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시스템 단위의 요구사항이 모두 만족되는지
확인

4

시스템 검증
초기 배포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모두 만족하는지 사용자와
함께 확인하고, 확인된 버전을 운영 환경에
설치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운영 시간이 지나도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정리

변경 및 업그레이드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된 업무 목적이나 업무
수행 방식을 시스템에 반영

표 3.1.9. 표준 정보 시스템 엔지니어링 단계 별 활동

단계 절차
-1 계획 및 국지적 아키텍처 접속
0 개념 탐색 및 이익 분석
1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개념 개발
2 시스템 정의 및 설계
3 시스템 개발 및 구현
4 검증, 운영, 유지보수, 변경 및 업그레이드
5 시스템 개선 / 교체

표 3.1.8. 표준 정보 시스템 엔지니어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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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서브시스템, 모듈, 컴포넌트, 클래스 단위로 요구사항이 정의되는데,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요구사항이

만족하였는지 검사되어야 하며. 그 검사는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수행되었다는 완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적 자료를 갖춰야 함.

- 사업 초기에 정의된 요구사항이 완벽할 수 없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이 발견되는 지

식과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사업 기간 동안 발전되는 기술에 대해 적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 중 요구사항 변경은 필연적으로 예고됨.

- 이러한 요구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개발 방식만을 고수할 수 없

음.

-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변경 가능성이 적고, 명시적인 요구사항과 짧은 개발 기간에는 매

우 적합하지만, 기 사업기간을 가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이를 위해 구조적 개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되, 애자일 요소를 추가한 변형된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Component Based Development)을 채택하였음.

- 본 과제에 적용된 방법론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시스템을 분석, 설계하는 기본 틀은 종

전의 구조적인 방식을 사용하되, 실제 사용자에게 빠른 피드백을 받기 위해 프로토타입

전달을 우선으로 하고, 점진적인 탐색과 개선을 반복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적어도 월별 진도점검 시점마다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연차 별로 최소 1회

사용자가 참여하는 시험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아래 표는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상세

단계 별 수행하는 활동에 적용할 기술, 원칙을 정리한 것임.

나. 설계

(1) 시스템 구성도

- GOCI-II 지상시스템은 배포 환경과 사용자에 따라 다음의 3가지 환경으로 구분되어 제

공됨.

- ADE: 알고리즘 개발 환경, Algorithm Development Environment

- SOE: 서비스 운영 환경, Service Operation Environment

- DSE: 자료 서비스 환경, Data Service Environment

단계 활동 적용 기술 또는 원칙

2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나리오 기반 원칙
BPMN

서브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유스케이스

상세 설계
UML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OOAD)
디자인 패턴

3

소프트웨어 코딩
단위 시험

시험 주도 개발(TDD)
지속적 통합(CI)

서브시스템 검사
시스템 검증

인수 시험
탐색적 시험

표 3.1.10. 단계별 활동 및 기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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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시스템 구성도

(2)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컴포넌트 상세설계를 기반으로

시험을 수행함.

그림 3.1.18. 시스템 계층 구성

- 각 환경별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목록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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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그램 식별자 프로그램 이름 역할
1 PG-AMM-00020 ADE-WEB ADE 서버
2 PG-AMM-00030 ADE-CLI ADE 클라이언트
3 PG-OIM-00090 Sendmail 알림 메일 전송기
4 PG-OIM-00010 OpenLDAP LDAP 서버(인증 정보 저장)
5 PG-DMM-00050 Alfresco 파일 관리자
6 PG-AMM-00060 Git 버전 관리 시스템
7 PG-AMM-00050 Gitlab Git 저장소
8 PG-AMM-00010 Jenkins 알고리즘 패키지 빌드
9 PG-OIM-00040 Grafana 시스템 상태 확인 UI
10 PG-DMM-00010 MariaDB DBMS
11 PG-OIM-00070 Docker 반가상화
12 PG-OIM-00080 Docker Registry 반가상화 저장소
13 PG-DMM-00020 LogStash 로그 수집
14 PG-DMM-00020 FileBeat 로그 파일 감시, 로그 전달

표 3.1.11. ADE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

번호 프로그램 식별자 프로그램 이름 역할
1 PG-OIM-00060 SOE-WEB SOE 서버
2 PG-PPM-00020 G2GS SOE WorkExecutor 작업 실행기
3 PG-PPM-00040 G2GS SOE WorkMonitor 작업 감시기

4 PG-PPM-00050
G2GS SOE
PeriodicJobServer

주기 작업 관리기

5 PG-PPM-00030 G2GS SOE FileWatcher 파일 감시기
6 PG-DDM-00050 G2GS SOE FileTransporter 파일 전송기
7 PG-DMM-00070 G2GS SOE FileIndexer 파일 인덱싱기
8 PG-PPM-00060 G2GS SOE ProcessMarker 처리 전용 디렉토리 마커

9 PG-PPM-00070
G2GS SOE
TransportMarker

전송 전용 디렉토리 마커

10 PG-OIM-00050 Apache Kafka 메시지 큐
11 PG-DMM-00010 MariaDB DBMS
12 PG-DMM-00030 InfluxDB 로그 기록

13 PG-DMM-00030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14 PG-OIM-00040 Grafana
상태 전시기(DB 및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최신
정보 수집 및 전시)

15 PG-DMM-00060 ElasticSearch 검색 인덱서
16 PG-OIM-00070 Docker 반가상화

17 PG-OIM-00080 Docker Registry
고속 반가상화 이미지 변환
및 저장

18 PG-OIM-00100 Shifter
HPC 전용 컨테이너 이미지
등록 등 서비스 제공

19 PG-OIM-00110 Shifter Repository
Shifter 전용 이미지 관리
서비스 제공

20 PG-OIM-00010 OpenLDAP LDAP 서버(인증 정보 저장)

표 3.1.12. SOE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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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그램 식별자 프로그램 이름 역할
1 PG-DDM-00040 DSE-WEB DSE 서버
2 PG-DDM-00010 TDS 데이터 서버
3 PG-DMM-00010 MariaDB DBMS
4 PG-OIM-00010 OpenLDAP LDAP 서버(인증 정보 저장)
5 PG-DDM-00020 GOPT GOCI-II 데이터 처리기
6 PG-DMM-00060 ElasticSearch 검색 인덱서
7 PG-OIM-00070 Docker 반가상화

표 3.1.13. DSE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

(3) 하드웨어 구성도

- 다음은 GOCI-II 지상시스템과 함께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 설치/운영중인 하드웨

어의 구성도를 나타냄.

그림 3.1.19. 하드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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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개념

- GOCI-II 지상시스템의 주요 운영개념인 임무 관리, 자료처리, 자료 관리에 대해 기술

- GOCI-II 임무 관리

Ÿ GK2B 위성의 GOCI-II 탑재체는 주간의 한반도 근해 촬영을 중심 업무로, 남는 시

간에 전구 촬영

Ÿ GOCI-II 탑재체 임무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하 설명에서 사용하는

기준 시간대는 모두 UTC임

- GOCI-II 관측 시간: 하루 관측 스케줄은 20:15에서 시작하여 다음 날 10:45분에 종료되

며, 하루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됨.

Ÿ 20:15 ~ 22:45, FD(Full Disk) 관측

Ÿ 23:15 ~ 08:45, LA(Local Area) 관측 및 FD 관측

Ÿ 09:15 ~ 10:45, FD 관측 및 LA 관측

- GOCI-II LA 관측 순서: LA 모드는 한반도 근해를 12개의 슬롯으로 나누어 촬영하는

것으로, 지역 별로 슬롯 식별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촬영 순서가 정해져 있음. 아래 그

림은 슬롯 식별자를 지도상에 표시한 것으로 1번부터 12번까지의 순서로 촬영됨. 추가

적으로 지구 영역 슬롯을 촬영하기 전후로 위성의 위치, 자세 정보를 추정하기 위한 입

력 자료로 별자리를 촬영하게 됨. 이 촬영 모드를 ST(Star Target)라고 하고, 일반적으

로 지구 관측 전에 수행됨.

그림 3.1.20. LA 모드 슬롯 위치 및 촬영 순서.

- GOCI-II FD 관측 순서: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축을 기준으로 기울어진 탓에 지구상 지

역 별 일조량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음. 때문에 전구를 촬영하는 모드는 이러한 일조

량들을 계산하여, 최대한 가장 많은 일조량을 받는 시간대를 결정하여 촬영이 이루어져

야 함. FD 모드 관측 순서는 이를 위해 지역(슬롯) 별 일조량을 10년치 미리 계산하여

선정해두었음.

- 임무 계획은 임무 스케줄 계산, 정리를 위한 입력 자료로, 운영자에 의해 생성됨.

- 임무 계획은 하나의 파일로 24시간 분량의 촬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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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계획은 슬롯 파라미터와 비디오 파라미터 파일과 함께 위성에 전송되어 세부 촬

영을 위한 설정으로 사용됨.

- 위성으로의 전송은 위성 운영 센터(SOC)에서 수행되고, 임무 계획의 작성은 수요처인

KOSC에서 수행함.

- KOSC로부터 SOC까지의 임무 계획 자료 흐름은 아래와 같음.

그림 3.1.21. 임무 계획 관련 자료 흐름도.

- 간단히 그림을 요약하자면, KOSC 운영자에 의해 임무 계획이 만들어지고, SOC의

EDS로 전송되면, 이후 MPS에서 임무 요청을 입력으로 임무 스케줄을 생성하게 됨. 이

러한 임무 스케줄은 다시 KOSC로 전달되어짐. 위성에서 촬영된 영상이 적절히 보정되

기 위해서는 임무 스케줄 외 각종 천문역학(위성체, 달, 지구, 태양 등 지구 천체의 상

세 위치 정보) 관련 자료가 필요함. 이하 각 절에서는 자료들에 대해 설명함.

Ÿ 임무 요청 파일: SOC의 임무 계획 서브시스템인 MPS가 임무 스케줄 파일을 생성

하기 위해서는 최소 다음날 임무 요청 파일이 입력으로 제공되어야 함. 추가적으로

임무 스케줄을 결정할 때에는 지구 관측 중 별 촬영 시각도 미리 계획되어야 하는

데, 이는 STAR_TIME 파일 형태로 입력되어야 함. 이 STAR_TIME 파일에는 3일

치의 별 촬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G2GS는 자동으로 3일치의 별 촬영 정보를 수

집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이를 SOC의 EDS에 전송시킴. 임무 요청 파일에는

슬롯 별 촬영 계획들이 다수 들어 있음. 각 촬영 계획은 슬롯 파라미터를 참조함.

슬롯 파라미터에서는 비디오 파라미터를 참조함.

Ÿ 슬롯 파라미터 파일: 슬롯 파라미터 파일에는 탑재체가 촬영할 지역에 맞게 FWM

위치와 취득 시간을 정하는 비디오 파라미터 인덱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아래는

슬롯 파라미터 파일의 주요 속성들을 설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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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Slot_Para_Index 탑재체에 저장될 슬롯 파라미터 인덱스
Modified_Index 수정 여부
Mission_Type 촬영 타입(LA, FD, SP, ST, MN, SD..)
Band_Num_Per_Slot 하나의 슬롯 파라미터 인덱스에 포함된 밴드 수
Band_Index 슬롯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밴드를 구분하기 위한 인덱스
FWM_Position 밴드별 FWM 위치
Video_Para_Set 해당 슬롯/밴드에 사용될 비디오 파라미터 인덱스

표 3.1.14. 슬롯 파라미터의 주요 속성

Ÿ 비디오 파라미터 파일: 비디오 파라미터 파일에는 인덱스 별로 고이득에서의 디텍

터 취득 시간, 저이득에서의 디텍터 취득 시간 및 총 누적 노출 횟수 정보가 포함

됨.

Ÿ 아래는 비디오 파라미터 파일의 주요 속성들을 나타냄.

구분 설명
Video_Para_Index 탑재체에 저장될 비디오 파라미터 인덱스
Modified_Index 변경 유무
HG_Integration_Time High Gain Mode에서의 Detector Integration Time
LG_Integration_Time Low Gain Mode에서의 Detector Integration Time
Acc_Num 총 누적 노출 횟수

표 3.1.15. 비디오 파라미터의 주요 속성

- GOCI-II L2 자료처리

Ÿ GOCI-II L2 자료처리는 크게 실시간 처리, 정기 일괄 처리, 일괄 처리로 구분됨.

Ÿ L2 실시간 처리는 기하보정모듈(INR)이 생성한 L1B를 최초 입력으로, 26종의 산출

물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작업임.

Ÿ 실시간 처리 시 사용되는 보조 자료(기후 자료)는 예측 자료이며, 예측 자료 확보가

안 되어있을 경우 고정 기후 자료(임의 날짜 데이터)를 사용하여 처리하게 됨.

Ÿ L2 실시간 처리는 L2 알고리즘 별로 필요한 입력 데이터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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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L2 입출력 흐름도.

Ÿ L2 실시간 처리에 대한 작업 관리는 SOE_Master에서 수행됨.

Ÿ SOE_Master는 파일 감지, 작업 실행자, 자원 관리자 등을 통해서 작업을 관리하고

수행시키며, 실제 작업의 수행은 각 처라 서버에서 수행됨.

Ÿ 수행 시 생성된 산출물 및 입력값 등의 데이터는 main_storage라는 저장소를 통해

관리됨.

그림 3.1.23. SOE 작업 관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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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L2 정기 일괄 처리는 지정된 일정 기간마다 일괄 처리(재처리)를 수행하는 작업임.

Ÿ 알고리즘별로 사용되는 보조 자료(기후 자료)를 재분석 자료(1달)로 사용하여 정확

한 결과를 얻기 위해 수행되며 기본 처리 주기는 1개월이고, 주기는 SOE를 통해

수정 가능함.

Ÿ 보조 자료(기후 자료)에 대한 재분석 자료는 ECMWF에서 제공함.

Ÿ DSE는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고, SOE에 전달하며, SOE는 DSE로 부터 ECMWF

보조 자료를 수신받아 L2 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변환 한고, 정기 일괄

처리에 사용됨.

그림 3.1.24. 정기 일괄처리 흐름도.

Ÿ L2 일괄 처리는 임의의 날짜, 데이터에 대해 재처리를 수행하는 작업으로 특정 날

짜에 대한 재처리나 업데이트 된 알고리즘으로 과거 데이터 재처리 등의 목적으로

수행됨.

Ÿ 일괄 처리는 수행하려는 일괄 처리 작업에 맞게 xml파일로 조건을 작성한 뒤 SOE

의 일괄 처리 메뉴를 통해 수행됨.

Ÿ 입력 데이터는 해당 일자의 실시간 처리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되며, 산출물 구분

은 일괄 처리 작업 등록 시 작성되는 버전 명에 의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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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

Ÿ GOCI-II 지상시스템의 저장소는 주 저장소, 영구 저장소, 배포 저장소로 구분되며

각 저장소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음.

Ÿ 주 저장소: DPS, SOE가 공유하는 작업용 저장소. 모든 산출물(RAW, L1A, L1B,

L2)을 저장하고 그 외 외부 수집 자료, 임무 및 기타 관제 자료, L2 생성기 이미지

(Container Images), 작업 로그등이 저장됨. 보관 기한이 벗어난 자료는 자동 삭제

Ÿ 영구 저장소: 산출물 생성물의 영구 저장을 위한 공간으로 기본(전처리) 산출물(

RAW, L1A, L1B을 저장

Ÿ 배포 저장소: 배포 대상 산출물의 저장을 위한 공간으로 L1B, L2를 저장

그림 3.1.25. 자료 저장소 구성도.

Ÿ 저장소에 자료가 저장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음.

Ÿ GK2B_P, GK2B_S

DPS, INR의 작업 경로

Primary, Secondary 서버 생성 제품 별로 저장

Ÿ odps_product

DPS, INR 산출물에 대한 링크

L2 산출물 저장 경로

Ÿ home/keds/KEDS

KEDS와 공유하는 경로

KEDS 내 파일 전송기를 통해 SEDS와 연결

SEDS에서 전송되는 관제 관련 파일 저장

Ÿ G2GS

SOE가 관리하는 작업 로그 저장

임무 계획 및 기타 관제 관련 파일 저장

Ÿ 자료 배포를 위한 배포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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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KEDS(KIOST/KOSC External Data Server)

관제 자료 파일 전송 및 수신(with SOC-EDS)

DCPF, MR, VP, SP, STAR_TIME 등 전송

Ÿ KEIS(KIOST/KOSC External Image Server)

SOC, NMSC, ESC 등에 전처리 영상 자료 제공

각 기관에서 수신을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 (필요한 기관에서 자료 다운로드)

RAW, L1B 자료만 업로드

Ÿ KEIS4NOSC(EIS for National Oceanographic Satellite Center)

NOSC의 해양 자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함

임무 계획, L1A(Moon), INR L1B, L1B Composite, L2 산출물 배포

Ÿ DSE(G2GS Data Service Environment)

전문 과학자를 위한 자료 서비스를 위함

L1B, L2 및 재처리를 위한 기타 자료 배포

그림 3.1.26. 자료 배포 모형도.

(5) 자료 인터페이스

- GOCI-II 지상시스템은 GOCI-II 탑재체가 관측한 자료에 대한 수신, 전처리(복사보정,

기하보정), 후처리를 위해 관제 자료, 기상/환경 자료 등을 활용함.

- 관제 자료에는 임무 계획과 스케줄, 이벤트를 포함하여 세부 촬영 관련 설정 정보(예:

비디오 파라미터), 천문역학 자료 등이 포함됨.

- 기상/환경 자료에는 해양 온도, 풍향, 풍속, 지리 정보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자료는

USGS, NASA, GEBCO 등의 자료원천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함.

- 아래 그림은 자료가 흐르는 인터페이스를 운영 환경 중심으로 묘사하면 아래 그림과

같으며, 여기서 O형으로 표시되는 것은 인터페이스 분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위에 다

양한 인터페이스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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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G2GS 인터페이스(운영 환경 중심)

- 아래 표는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 환경 및 외부 운영 기간 사이의 발신

과 수신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음.

인터페이스
분류

인터페이스 이름 전송 대상 전송방식 발신자 수신자

관제 자료
전달

GK2B별 벡터
텔레메트리 저장

GK2B별 벡터
텔레메트리 파일

SFTP SOC DSE

GK2B 별 벡터
텔레메트리 전달

GK2B별 벡터
텔레메트리 파일

SMB DSE SOE

GK2B OBT 표류시간
저장

GK2B OBT 표류시간
파일

SFTP SOC DSE

GK2B OBT 표류시간
전달

GK2B OBT 표류시간
파일

SMB DSE SOE

채널 파라미터 전달 채널 파라미터 파일 SFTP SOE DSE

산출물
전달

L2 영상 저장 L2 영상제품 SMB SOE DSE

배포 영상 기관 전달 배포 영상 파일 SFTP DSE
SOC,
NMSC

배포 영상 일반 전달 배포 영상 파일 HTTP DSE
일반
사용자

자료 요청 저장 자료 요청 파일 SFTP
SOC,
ESC

DSE

전송 추가 자료 전송 추가 자료 파일 SFTP DSE
SOC,
NMSC

알고리즘
패키지
전달

알고리즘 패키지 수신 알고리즘 패키지 파일 HTTP
알고리즘
개발자

ADE

알고리즘 패키지 적용 알고리즘 패키지 파일 SMB ADE SOE

표 3.1.16. 외부 인터페이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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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료
수집 및
전달

대기 수증기 농도 수신 대기 수증기 농도 파일 HTTP NASA DSE
대기 수증기 농도 전달 대기 수증기 농도 파일 SMB DSE SOE

대기압 수신 대기압 파일 HTTP NASA DSE
대기압 전달 대기압 파일 SMB DSE SOE
풍속 수신 풍속 파일 HTTP NASA DSE
풍속 전달 풍속 파일 SMB DSE SOE
풍향 수신 풍향 파일 HTTP NASA DSE
풍향 전달 풍향 파일 SMB DSE SOE
오존농도 수신 오존농도 파일 HTTP NASA DSE
오존농도 전달 오존농도 파일 SMB DSE SOE
수온 수신 표층 수온 파일 HTTP NASA DSE
수온 전달 표층 수온 파일 SMB DSE SOE

광합성 유효광(PAR)
수신

광합성 유효광(PAR)
파일

HTTP NASA DSE

광합성 유효광(PAR)
전달

광합성 유효광(PAR)
파일

SMB DSE SOE

해수면 이상 수신 해수면 이상 파일 HTTP USGS DSE
해수면 이상 전달 해수면 이상 파일 SMB DSE SOE
수심 수신 수심 파일 HTTP GEBCO DSE
수심 전달 수심 파일 SMB DSE SOE
해발고도 수신 해발고도 파일 HTTP GEBCO DSE
해발고도 전달 해발고도 파일 SMB DSE SOE

관제 자료
전달

GOCI-II 탑재체
시야오차 저장

GOCI-II 탑재체
시야오차 파일

SMB SOE DSE

GOCI-II 탑재체
시야오차 전달

GOCI-II 탑재체
시야오차 파일

SFTP DSE SOC

GK2B 별 촬영 목록
저장

GK2B 별 촬영 목록
파일

SMB SOE DSE

GK2B 별 촬영 목록
전달

GK2B 별 촬영 목록
파일

SFTP DSE SOC

GOCI-II 별 촬영 시각
정보 저장

GOCI-II 별 촬영 시각
파일

SMB SOE DSE

GOCI-II 별 촬영 시각
정보 전달

GOCI-II 별 촬영 시각
파일

SMB
SFTP

DSE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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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 설계

- GOCI-II 지상시스템이 다루는 자료 중 영속성이 있는 자료들은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며,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되는 자료 유형에 따라 관계형 및 비관계형 데이터베

이스로 구분됨.

- 관계형 자료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인 MySQL(MariaDB

호환)를 사용하여 관리함. 비관계형 자료 중 문서형 자료는 NoSQL DBMS인

ElasticSearch를 사용하여 관리하며, 이하에서는 각 자료 유형에 포함되는 자료들에 대

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음.

그림 3.1.28.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관계형 자료를 간략히 설명하면 테이블 형태로 저장 관리 될 수 있는 자료이며,

GOCI-II 지상시스템의 자료의 대부분은 관계형 자료에 속함.

- 대표적인 예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계정 정보는 관계형 정보이며, GOCI-II 지상시스템

에는 85개의 테이블이 존재함.

- 이 테이블들은 서비스 운영 환경에 따라 구분되는데, ADE, DSE, SOE에 모두 포함되

거나, 일부에만 해당되는 테이블들로 나뉠 수 있음.

- 아래 표는 기능 별로 관계되는 테이블들을 정리한 것임.

환경 기능 이름

공통 계정(사용자) 관리

COM_ACCOUNT_T
COM_ACCOUNT_SESSION_T
COM_ACCOUNT_ROLE_T
COM_ROUTE_CATEGORY_T
COM_ROLE_CATEGORY_MAP_T
COM_ACCESS_TOKEN_T

표 3.1.17. G2GS 관계형 자료들의 테이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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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능 이름
COM_AUTH_CODE_T
COM_SIGNUP_REQ_T
COM_OAUTH_CLIENT_T

계정(사용자) 활동 기록
COM_LOG_T
COM_LOGIN_LOG_T
COM_RESOURCE_HISTORY_T

운영 정보 관리

COM_OPERATION_NOTICE_T
COM_OPERATION_STATUS_T
COM_OPERATION_LOG_T
COM_PROPERTY_T

자료 관리

COM_CREDENTIAL_T
COM_END_POINT_T
COM_FILE_TRANSMISSION_CONDITION_T
COM_FILE_TRANSMISSION_T
COM_ORGANIZATION_T
COM_TRANSPORT_LOG_T

계정(사용자) 관리 COM_ROLE_CATEGORY_V
자료 관리 COM_TRANSPORT_LOG_V

ADE

알고리즘 관리

ADE_ALGO_LOAD_LIMIT_T
ADE_ALGORITHM_T
ADE_ALGORITHM_VALIDATION_MAP_T
ADE_ATBD_T
ADE_ATBD_TEMPLATE_T
ADE_CODE_T
ADE_ITEM_CODE_MAP_T
ADE_NOTIFY_POLICY_T

프로젝트 관리

ADE_PROJECT_T
ADE_PROJECT_STATUS_T
ADE_VALIDATION_T
ADE_VALIDATION_ITEM_MAP_T
ADE_VALIDATION_CONDITION_T

SOE

산출물 관리

SOE_PRODUCT_EVENT_T
SOE_PRODUCT_QUALITY_T
SOE_PRODUCT_TYPES_T
SOE_PRODUCTION_RULES_T

작업 관리

SOE_PROGRAM_T
SOE_FAILED_WORKS_T
SOE_WORK_EVENT_T
SOE_WORK_INSTANCE_T
SOE_WORK_STATUS_BY_MS_T
SOE_WORK_T
SOE_WORK_TRANS_LOG_T
SOE_WORK_TRIGGER_T
SOE_REPROCESSING_LOG_T

임무 관리

SOE_MISSION_ITEM_T
SOE_MISSION_REQUEST_T
SOE_MISSION_REQUEST_ITEM_MAP_T
SOE_MISSION_SCHEDULE_T
SOE_MISSION_SCHEDULE_ITEM_MAP_T
SOE_MISSION_STATUS_CONDITION_T
SOE_SCENE_T
SOE_SCENE_MISSION_ITEM_MAP_T

클러스터 관리
SOE_CLUSTER_T
SOE_NODE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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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CI-II 지상시스템에서 다루는 비관계형 자료는 모두 산출물 파일이며, 이 파일들은

대부분 NetCDF 형식이고, 일부 사용자 정의 형식이 있음.

- 이러한 자료들은 운영자, 사용자가 검색 할 수 있도록 인덱싱하기 위해 문서 기반 데이

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ElasticSearch를 사용함.

- 특히 위성 산출물의 경우 촬영 일시, 시간 등 관측 자료의 메타 정보를 통해 검색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덱싱 되어야 함.

- 아래 표는 시스템에서 인덱싱하는 L2 NetCDF 파일의 인덱스 정보를 일부 보여주고 있

음.

환경 기능 이름
SOE_NODE_CLUSTER_MAP_T
SOE_NODE_SPEC_HISTORY_T
SOE_FAULT_NODES_T

저장소 관리
SOE_BACKUP_ITEM_T
SOE_REPOSITORY_T

자료 관리
SOE_RESOURCE_FILE_T
SOE_DSE_TRANSMISSION_STATUS_T

산출물 관리

SOE_QUALITY_V
SOE_PRD_WORK_BY_SCENE_V
SOE_RP_PRD_STATUS_OVERALL_V
SOE_RT_PRD_LAST_STATUS_V
SOE_RT_PRD_STATUS_OVERALL_V
SOE_RT_PRD_STATUS_V

작업 관리

SOE_ALL_WORKS_V
SOE_WORK_GROUP_V
SOE_WORK_INFO_V
SOE_WORK_STATUS_BY_MS_V
SOE_LAST_STATUS_PRD_WORK_BY_SCENE_V
SOE_LAST_STATUS_WORK_INFO_V

임무 관리
SOE_MISSION_SCHEDULE_SCENE_V
SOE_MISSION_SCHEDULE_V

클러스터 관리
SOE_NODE_SPEC_HISTORY_V
SOE_NODE_STATUS_V

자료 관리 SOE_RESOURCE_FILE_V

DSE
통계 관리

DSE_STAT_TOTAL_T
DSE_STAT_DAILY_T

자료 배포 관리
DSE_DOWNLOAD_LIMIT_T
DSE_DOWNLOAD_LOG_T

이름 설명 자료 유형
SceneStartDT 촬영 시작 일시 Datetime
SceneEndDT 촬영 종료 일시 Datetime
IngestStartDT 수신 시작 일시 Datetime
IngestEndDT 수신 종료 일시 Datetime
CenterLat 촬영 영역 중앙 위도 Float
CenterLon 촬영 영역 중앙 경도 Float
UpperLeftLat 촬영 영역 좌측 상단 위도 Float
UpperLeftLon 촬영 영역 좌측 상단 경도 Float

표 3.1.18. 비관계형 자료(NetCDF 파일)의 인덱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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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에게 시스템에 대한 높은 가독성과 일관된 UI/UX를 제공하고 심미적, 정서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쳐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수행함.

그림 3.1.29.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 및 산출물.

- 사용자 분석 및 디자인 방향성 설정을 수행하여 사이트별(ADE, SOE, DSE) 아이덴터

티 컬러를 정의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레이아웃 및 항목 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의

하였음.

그림 3.1.30. 사이트별 아이덴터티 컬러 예시.

UpperRightLat 촬영 영역 우측 상단 위도 Float
UpperRightLon 촬영 영역 우측 상단 경도 Float
LowerLeftLat 촬영 영역 좌측 하단 위도 Float
LowerLeftLon 촬영 영역 좌측 하단 경도 Float
LowerRightLat 촬영 영역 우측 하단 위도 Float
LowerRightLon 촬영 영역 우측 하단 경도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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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가이드가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시는 다음과 같음.

ADE 메인 화면 SOE 임무계획 화면

SOE 자료처리 화면 DSE 자료검색 화면

표 3.1.20.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예시

표 3.1.19.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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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현

(1) 환경 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 ADE

- ADE의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1단계 2단계 설명

메인
알고리즘 개발 환경(ADE: Algorithm Development
Environment) G2GS 시스템의 홈 화면

프로젝트
로그인한 사용자의 프로젝트 목록과 프로젝트의 정보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알고리즘

알고리즘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알고리즘의 목록을 검색하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검증항목 관리
알고리즘의 검증이 수행된 기록을 검색하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검증함수 관리
알고리즘을 검증할 함수 목록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자료
자료 관리

저장소에 저장된 자료를 검색 조건에 따라 필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휴지통 저장소에 저장된 자료 중 삭제된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계정

계정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화면

역할 관리
시스템 사용자에게 부여할 역할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

권한 관리
시스템 사용자 별 화면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화면

설정
알고리즘 설정 ATBD 템플릿을 문서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

환경설정
시스템에 대한 알고리즘 설정을 저장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

내 계정 나의 정보
시스템에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대한 정보와 계정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

표 3.1.21. ADE의 메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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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 프로젝트 기능은 로그인한 사용자의 프로젝트 목록과 프로젝트의 정보 구성 요소를 확

인할 수 있음.

그림 3.1.39. ADE-프로젝트 관리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프로젝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프로젝트 목록 – 프로젝트 목록을 전시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프로젝트 등록 – 신규 프로젝트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프로젝트 삭제 – 선택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 124 -

[알고리즘]

- 알고리즘 관리 기능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알고리즘의 목록을 검색하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40. ADE-알고리즘 관리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알고리즘 > 알고리즘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알고리즘 목록 – 알고리즘 목록을 전시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알고리즘 등록 – 신규 알고리즘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알고리즘 삭제 – 선택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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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항목 관리 기능은 알고리즘의 검증이 수행된 기록을 검색하고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41. ADE-검증항목 관리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알고리즘 > 검증항목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증항목 목록 – 검증항목 목록을 전시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검증항목 등록 – 신규 검증항목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검증항목 삭제 – 선택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 검증함수 관리 기능은 알고리즘을 검증할 함수 목록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42. ADE-검증함수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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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알고리즘 > 검증함수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증함수 목록 – 검증함수 목록을 전시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검증함수 등록 – 신규 검증함수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검증함수 삭제 – 선택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자료]

- 자료 관리 기능은 저장소에 저장된 자료를 검색 조건에 따라 필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43. ADE-자료 관리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자료 > 자료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타입’, ‘태그’, ‘파일 이름’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자료 등록 – 신규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자료 목록 – 자료 목록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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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통 기능은 저장소에 저장된 자료 중 삭제된 항목을 관리할 수 있음.

그림 3.1.44. ADE-휴지통 관리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자료 > 자료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항목 전체 선택 / 전시 개수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휴지통 비우기 – 선택 항목 영구 삭제를 수행한다.

⑤ 휴지통 자료 목록 – 휴지통 자료 목록을 전시한다.

[계정]

- 계정 관리 기능은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및 삭제를 수행함.

그림 3.1.45. ADE-계정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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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계정 > 계정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③ 계정 등록 – 신규 사용자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④ 공지메일 전송 – 사용자에게 공지 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입력 양식 화면이 전시된

다.

⑤ 계정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계정 목록을 전시한다.

⑥ 활성 상태 – 선택한 계정의 활성화 여부를 설정한다.

⑦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수정,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 역할 관리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에게 부여할 역할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

그림 3.1.46. ADE-역할 관리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계정 > 역할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조회 – 역할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역할 추가 – 신규 역할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④ 멤버 수정 –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편집 팝업이 뜨며 역할을 부여한 멤버를

설정할 수 있다.

⑤ 역할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역할 목록을 전시한다.

⑥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 권한 관리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 별 화면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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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ADE-권한 관리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계정 > 권한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조회 – 권한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권한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권한 목록을 전시한다.

④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설정]

- 알고리즘 설정 기능은 ATBD 템플릿 버전을 확인하고, 문서 형태로 다운로드, 삭제,

등록을 수행함.

그림 3.1.48. ADE-알고리즘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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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알고리즘 설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버전 / 삭제 / 등록 – ATBD 템플릿 버전을 확인하고, 삭제, 등록을 수행한다.

③ ATBD 템플릿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알고리즘(ATBD 템플릿) 목록을 전시한다.

- 환경 설정 기능은 시스템에 대한 알고리즘 설정을 저장하고, 이력 관리를 수행함.

그림 3.1.49. ADE-환경 설정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환경 설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지난 설정 목록 – 지난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한 이력을 전시하는 팝업이 전시된다.

③ 설정 정보 저장 - 현재 시스템 환경 설정의 정보를 코멘트와 함께 저장하는 팝업이

전시된다.

④ 현재 버전 – 현재 시스템의 환경 설정의 정보를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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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 SOE

- SOE의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

임무

임무

임무 요청 관리
임무 요청 목록 확인 및 신규 등록, 수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화면

임무 요청 템플릿 임무 요청 등록 시 사용할 템플릿을 관리하는 화면

임무 요청 검증
설정

임무 요청 등록 시 검증할 조건 목록 및 적용 여부를
설정하는 화면

슬롯 파라미터

슬롯 파라미터
관리

슬롯 파라미터 목록 확인 및 신규 등록, 수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화면

슬롯 파라미터
템플릿

슬롯 파라미터 등록 시 사용할 템플릿을 관리하는
화면

비디오 파라미터

비디오 파라미터
관리

비디오 파라미터 목록 확인 및 신규 등록, 수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화면

비디오 파라미터
템플릿

비디오 파라미터 등록 시 사용할 템플릿을 관리하는
화면

임무 스케줄 임무 스케줄 관리
SOC에서 전달한 임무 스케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임무 처리현황

임무스케줄 대비
처리현황

임무 스케줄 대비 산출물 처리 현황(L1A, L1B, L2
처리 및 배포)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임무스케줄 대비
산출물현황

임무 스케줄 대비 산출물을 캘린더 형태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작업

작업

작업 캘린더
일별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캘릭더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작업 목록
L2 산출물 처리 작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산출물 설정
L2 산출물의 처리 입/출력 관계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일괄처리 작업
일괄처리 목록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정기 일괄처리
정기 일괄처리 목록을 확인하고 등록, 삭제 및
즉시실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실시간 처리현황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실시간 처리현황을 영상(12 슬롯의 묶음)별로 L1B
Composite, L1B Complete,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실시간 처리현황
상세

실시간 처리현황을 슬롯별로 L1B Composite, L1B
Complete,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일괄처리현황

일괄처리현황
요약

일괄 처리현황을 영상(12 슬롯의 묶음)별로 L1B
Composite, L1B Complete,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일괄처리현황
상세

일괄 처리현황을 슬롯별로 L1B Composite, L1B
Complete,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표 3.1.22. SOE의 메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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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료

전체
시스템에 등록된 산출물 목록을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L1A
시스템에 등록된 L1A 산출물 목록을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L1B
시스템에 등록된 L1B 산출물 목록을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L2
시스템에 등록된 L2 산출물 목록을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제자료
시스템에 등록된 관제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고서 운영보고서
매일 생성되는 운영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장소 저장소
마운트

주 저장소, 영구 저장소, 백업 저장소의 마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백업
주 저장소에서 영구 저장소로 이동하는 백업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소프트
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패키지
ADE에 등록된 알고리즘 패키지의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하드웨
어

하드웨어

노드
시스템에 등록된 노드(서버)의 목록 및 사양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할 작업을 할당할
클러스터(서버군)을 확인하고 등록 및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변경 이력
하드웨어의 변경이력을 확인하고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결함 노드
결함이 발생한 노드를 확인하고 해결됨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계정 계정
계정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역할 관리
시스템 사용자에게 부여할 역할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배포/수
집

배포/수집

전송 설정
외부기관으로의 전송(배포/수집) 설정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 및 즉시실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관
배포/수집시 대상이 되는 전송 기관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인증
배포/수집시 사용되는 인증 조건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접속점
배포/수집시 사용되는 접속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전송 조건
전송 기관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배포 기록
외부기관으로 배포한 작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수집 기록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작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알림 더보기
시스템 로그에 대한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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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 임무 요청 기능은 임무 요청 목록 확인 및 신규 등록, 수정을 수행하고 임무 요청 등

록 시 사용할 템플릿을 관리 및 검증할 조건 목록 및 적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음.

-

그림 3.1.50. SOE-임무 요청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임무 > 임무 요청 > 임무 요청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색할 기간을 입력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전송, 수정, 다운로드,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⑤ 임무 요청 목록 – 임무 요청 목록을 전시한다.

⑥ 임무 요청 등록/수정 – 임무 요청을 등록하고, 수정한다.

⑦ 임무 요청 템플릿 목록– 임무 요청 템플릿 목록을 전시한다.

⑧ 임무 요청 템플릿 등록/수정 – 임무 요청 파일 작성 시 기반이 되는 템플릿을 등록

하고, 수정한다.

⑨ 임무 요청 검증 설정 – 임무 요청 검증 조건 목록을 전시하고, 적용 여부를 설정하

는 화면이다.

내 계정 나의 정보
현재 접속된 사용자의 대한 정보와 로그인 정보
시스템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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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 파라미터 기능은 슬롯 파라미터 목록 확인 및 신규 등록, 수정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3.1.51. SOE-슬롯 파라미터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임무 > 슬롯 파라미터 > 슬롯 파라미터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슬롯 파라미터 ‘적용 시간’, ‘생성 시간’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전송, 수정, 삭제, 다운로드 기능을 수행한다.

⑤ 슬롯 파라미터 목록– 슬롯 파라미터 목록을 전시한다.

⑥ 슬롯 파라미터 등록/수정 – 슬롯 파라미터를 등록하고, 수정한다.

⑦ 슬롯 파라미터 템플릿 목록 – 슬롯 파라미터 템플릿 목록을 전시한다.

⑧ 슬롯 파라미터 템플릿 등록/수정 – 슬롯 파라미터 템플릿을 등록하고, 수정한다.

- 비디오 파라미터 기능은 비디오 파라미터 목록 확인 및 신규 등록, 수정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3.1.52. SOE-비디오 파라미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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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임무 > 비디오 파라미터 > 비디오 파라미터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비디오 파라미터 ‘적용 시간’, ‘생성 시간’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 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전송, 수정, 삭제, 다운로드 기능을 수행한다.

⑤ 비디오 파라미터 목록– 슬롯 파라미터 목록을 전시한다.

⑥ 비디오 파라미터 등록/수정 – 비디오 파라미터를 등록하고, 수정한다.

⑦ 비디오 파라미터 템플릿 – 비디오 파라미터 템플릿 목록을 전시한다.

⑧ 비디오 파라미터 템플릿 등록/수정 – 비디오 파라미터 템플릿을 등록하고, 수정한다.

- 임무 스케줄 기능은 SOC에서 전달한 임무 스케줄 촬영 타입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다

운로드 할 수 있음.

그림 3.1.53. SOE-임무 스케줄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임무 > 임무 스케줄 > 임무 스케줄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임무 스케줄 ‘날짜’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SOC에서 전달한 임무 스케줄 차트가 전시된다.

④ 임무 스케줄 촬영 타입 상세 정보를 확인한다.

⑤ 임무 스케줄 촬영 타입의 임무, 작업 별 상세 정보를 확인한다.

⑥ 임무 스케줄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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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스케줄 대비 처리현황 기능은 임무 스케줄 대비 산출물 처리 현황(L1A, L1B, L2

처리 및 배포)을 슬롯에 따른 상태 값으로 전시함.

그림 3.1.54. SOE-임무스케줄 대비 처리현황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임무 > 임무 처리 현황 > 임무 스케줄 대비 처리현황 페이지로 이동한

다.

② 임무 스케줄 대비 처리 현황 ‘촬영 식별자’, ‘촬영 타입’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임무 스케줄 대비 처리현황 목록–임무 스케줄 대비 처리현황 목록을 전시한다.

⑤ 검색 결과 중 한 항목을 클릭하면 확장된 화면이 전시된다.

- 임무스케줄 대비 산출물 현황 기능은 임무 스케줄대로 산출물이 나왔는지 캘린더 형식

으로 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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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 SOE-임무스케줄 대비 산출물현황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임무 > 임무 처리 현황 > 임무 스케줄 대비 산출물현황 페이지로 이동

한다.

② 임무 스케줄 대비 처리 현황 ‘날짜’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캘린더 기능 – 달 / 목록 리스트 형식으로 전시한다.

④ 캘린더 페이지 이동 – 산출물 현황을 '달' 단위로 페이지 이동하고, '오늘' 버튼을

클릭하면 오늘 날짜에 파란색 배경이 지정되며 선택된다.

[자료]

- 자료 기능은 시스템에 등록된 산출물(L1A, L1B, L2, 관제자료) 목록을 확인 및 신규

등록, 수정을 수행하고 산출물의 개요, 메타데이터, 자료의 썸네일 및 밴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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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SOE-자료(전체) 목록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자료 > 전체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산출물 자료 전체 ‘이름’, ‘메타데이터’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자료 목록 – 산출물 자료 목록을 전시한다.

⑤ 자료 등록 - 위성 자료 파일을 수동으로 등록하여 저장한다.

⑥ 자료 상세 – 산출물의 개요, 메타데이터, 자료의 썸네일 및 밴드 이미지를 확인한다.

⑦ 보고서 – 매일 생성되는 운영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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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 저장소 기능은 주 저장소, 영구 저장소, 백업 저장소의 마운트 정보를 목록으로 전시

함.

그림 3.1.57. SOE-마운트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저장소 > 저장소 > 마운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저장소 목록 - 저장소 마운트 정보 목록을 전시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 백업 기능은 주 저장소에서 영구 저장소로 이동하는 백업을 관리하고 목록으로 전시

그림 3.1.58. SOE-백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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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저장소 > 저장소 > 백업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③ 백업 목록 - 저장소 마운트 및 백업 정보 목록을 전시한다.

④ 백업 등록 – 백업할 대상의 원본, 목적 저장소, 대상 경로 및 압축 유무 등의 정보

를 기반으로 신규 백업 데이터를 등록한다.

[배포/수집]

- 전송 설정 기능은 외부기관으로의 전송(배포/수집) 설정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

및 즉시 실행을 수행함.

그림 3.1.59. SOE-전송 설정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배포/수집 > 전송 설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③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즉시 실행, 수정,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 전송 설정 목록 – 전송 설정 목록을 전시한다.

⑤ 전송 설정 등록 – 신규 전송 설정을 등록한다.

- 기관의 기능은 배포/수집시 대상이 되는 전송 기관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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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0. SOE-기관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배포/수집 > 기관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③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수정,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 기관 목록 – 기관 목록을 전시한다.

⑤ 기관 등록/수정 – 신규 기관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한다.

- 인증의 기능은 배포/수집시 사용되는 인증 조건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

그림 3.1.61. SOE-인증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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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 선택 – 배포/수집 > 인증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③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수정,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인증 목록 – 인증 목록을 전시

한다.

④ 인증 목록 – 인증 목록을 전시한다.

⑤ 인증 등록 – 신규 인증 정보를 등록한다.

- 접속점의 기능은 배포/수집시 사용되는 접속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

그림 3.1.62. SOE-접속점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배포/수집 > 접속점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③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수정,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 접속점 목록 – 접속점 목록을 전시한다.

⑤ 접속점 등록/수정 – 신규 접속점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한다.

- 전송 조건의 기능은 전송 기관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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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SOE-전송 조건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배포/수집 > 전송 조건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③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수정,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 전송 조건 목록 – 전송 조건 목록을 전시한다.

⑤ 전송 조건 등록 – 신규 전송 조건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한다.

- 배포 기록의 기능은 외부기관으로 배포한 작업의 기록을 확인을 수행

그림 3.1.64. SOE-배포 기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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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배포/수집 > 배포 기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배포 기록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배포 기록 목록 – 배포 기록 목록을 전시한다.

- 수집 기록의 기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작업의 기록을 확인을 수행

그림 3.1.65. SOE-수집 기록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배포/수집 > 수집 기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수집 기록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수집 기록 목록 – 수집 기록 목록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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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알고리즘 패키지 기능은 ADE에 등록된 알고리즘 패키지의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 버

전 설치를 수행

그림 3.1.66. SOE-알고리즘 패키지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소프트웨어 > 알고리즘 패키지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알고리즘 이름’, ‘패키지 이름’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버전 확인, 최신버전 설치 기능을 수행한다.

⑤ 알고리즘 패키지 목록 – 알고리즘 패키지 목록을 전시한다.

⑥ 알고리즘 패키지 목록 갱신 – 검색 결과 목록이 새로고침 되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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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 노드 기능은 시스템에 등록된 노드(서버)의 목록 및 사양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

를 수행

그림 3.1.67. SOE-노드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하드웨어 > 노드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노드 ‘이름’, ‘아이피’, ‘메시지’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⑤ 노드 목록 – 노드(서버) 목록을 전시한다.

⑥ 노드 갱신 – 검색 결과 노드 사양 목록이 새로고침 되어 전시된다.

⑦ 노드 등록 – 신규 노드(서버)의 목록 및 사양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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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기능은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할 작업을 할당할 클러스터(서버군)을 확인하고

등록 및 삭제를 수행

그림 3.1.68. SOE-클러스터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하드웨어 > 클러스터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색 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③ 클러스터 ‘이름’, ‘고유식별자’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④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⑤ 클러스터 목록 – 클러스터(서버군) 목록을 전시한다.

⑥ 클러스터 등록 –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할 작업을 할당할 클러스터(서버군)를 신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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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이력 기능은 하드웨어의 변경이력을 확인하고 수정 및 삭제를 수행

그림 3.1.69. SOE-변경 이력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하드웨어 > 변경 이력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변경 이력 ‘이름’, ‘IP 주소’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 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수정,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⑤ 변경 이력 목록 – 변경 이력 목록을 전시한다.

- 결함 노드 기능은 결함이 발생한 노드를 확인하고 해결됨 여부 설정을 수행한다.

그림 3.1.70. SOE-결함 노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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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하드웨어 > 결함 노드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검색 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③ 결함 노드 ‘노드 이름’, ‘해결됨 여부’,‘메시지’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④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해결됨 여부 상태값이 '해결안됨' 경우에만 '더보기' 항목

내용이 표출 된다.

⑤ 결함 노드 목록 – 결함 노드 목록을 전시한다.

[계정]

- 계정 관리 기능은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및 삭제를 수행.

그림 3.1.71. SOE-계정 관리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계정 > 계정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활성 여부 - 해당 계정의 활성화 여부를 설정한다.

③ 역할 설정 -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역할 편집 팝업이 뜨며, 해당 계정의 역할

Tag로 설정을 수행한다.

④ 계정 목록 – 결함 노드 목록을 전시한다.

⑤ 계정 등록 –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규 계정을 시스템

에 저장하여 등록한다.

⑥ 계정 상세 – 사용자의 계정 정보,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 로그인 정보, 권한을 확인

한다.

- 역할 관리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에게 부여할 역할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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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 SOE-역할 관리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계정 > 역할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역할 이름’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계정 설정 -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역할 편집 팝업이 뜨며, 해당 역할의 계정

Tag로 설정을 수행한다.

④ 권한 설정 -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권한 편집 팝업이 뜨며, 해당 역할의 권한

Tag로 설정을 수행한다.

⑤ 검색 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⑥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수정,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⑦ 역할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의 역할 목록을 전시한다.

⑧ 역할 등록 –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신규 역할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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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 작업 캘린더 기능은 일별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캘린더 형태로 전시

그림 3.1.73. SOE-작업 캘린더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작업 > 작업 캘린더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작업 명', '작업 상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작업 캘린더 ‘날짜’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④ 캘린더 페이지 이동 –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달' 단위로 페이지 이동하고, '오늘'

버튼을 클릭하면 오늘 날짜에 파란색 배경이 지정되며 선택된다.

⑤ 캘린더 기능 – L2 산출물 처리 현황 작업 캘린더를 달력 / 목록 리스트 / 첫째날 형

식으로 전시한다.

⑥ 캘린더 결과 -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선택한 형식으로 전시하고,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팝업된다.

⑦ 작업 등록 – 타이머 기반의 반복성 작업을 신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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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목록 기능은 L2 산출물 처리 작업 정보를 목록으로 확인

그림 3.1.74. SOE-작업 목록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작업 > 작업 목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작업 명', '작업 상태', '전송 시간'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 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작업 목록 – 작업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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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설정 기능은 L2 산출물의 처리 입/출력 관계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

행

그림 3.1.75. SOE-산출물 설정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작업 > 작업 > 산출물 설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후보 산출물 선택 - 드롭다운으로 후보 산출물을 선택하면 우측에 상세 페이지가 전

시된다.

③ 후보 산출물 수정 - 선택한 후보 산출물의 입/출력 관계를 선택하여 '추가', ‘취소’를

수행한다.

④ 산출물 입력 관계 – 좌측 산출물 구조도를 마우스 휠을 사용해 확대, 줌하여 전시

방식을 변경 한다.

⑤ 편집 취소 / 적용하기 – 산출물 정보를 수정하던 내용을 취소하거나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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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처리 작업 기능은 일괄처리 목록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삭제’를 수행

그림 3.1.76. SOE-일괄처리 작업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작업 > 작업 > 일괄처리 작업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일괄 처리 작업 ‘적용 시간’, ‘생성 시간’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일괄처리 작업 목록– 슬롯 파라미터 템플릿 목록을 전시한다.

⑤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⑥ 일괄 처리 작업 등록 – 신규 일괄처리 작업을 등록한다.

- 정기 일괄처리 기능은 정기 일괄처리 목록을 확인하고 등록, 삭제 및 즉시실행을 수행한

다.



- 155 -

그림 3.1.77. SOE-정기 일괄처리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작업 > 작업 > 일괄처리 작업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정기 일괄처리 ‘상태’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정기 일괄처리 목록– 정기 일괄처리 목록을 전시한다.

⑤ 더보기 – 선택한 항목의 즉시실행, 삭제 기능을 수행한다.

-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기능은 실시간 처리현황을 영상(12 슬롯의 묶음)별로 L1B

Composite, L1B Complete, L2 산출물 처리 현황 정보를 확인

그림 3.1.78. SOE-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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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작업 > 실시간 처리현황 >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영상 식별자’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목록–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목록을 전시한다.

- 실시간 처리현황 상세 기능은 실시간 처리현황을 슬롯별로 L1B Composite, L1B

Complete,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확인

그림 3.1.79. SOE-실시간 처리현황 상세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작업 > 실시간 처리현황 > 실시간 처리현황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영상 식별자’,‘슬롯 번호’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최적화 뷰 - Toggle 버튼 상태를 변경하면, 각 색상별 상태 설명이 나타나고, 산출물

의 컬럼이 사라지며 실시간 처리현황 상태를 최적화 화면으로 전시된다.

④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⑤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목록–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목록을 전시한다.

- 일괄처리현황 요약 기능은 일괄 처리현황을 영상(12 슬롯의 묶음)별로 L1B Composite,

L1B Complete,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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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0. SOE-일괄처리현황 요약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작업 > 일괄처리현황 > 일괄 처리현황 요약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일괄처리현황 요약 ‘일괄처리 이름’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목록– 실시간 처리현황 요약 목록을 전시한다.

- 일괄처리현황 상세 기능은 일괄 처리현황을 슬롯별로 L1B Composite, L1B Complete,

L2 산출물 처리 현황을 확인

그림 3.1.81. SOE-일괄처리현황 상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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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작업 > 일괄처리현황 > 일괄 처리현황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일괄처리현황 상세 ‘영상 식별자’,‘슬롯 번호’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일괄처리현황 상세 목록– 일괄처리현황 상세 목록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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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 DSE

- DSE의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

자료

자료

GOCI-ALL GOCI-I 과 GOCI-II의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GOCI
한국의 정지궤도위성 GK2A의 해색 영상기 1호(GOCI)의
자료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GOCI-II
한국의 정지궤도위성 GK2B의 해색 영상기 2호(GOCI-II)의
자료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MODIS-A
QUA

미국 NASA에서 운영중인 극궤도 위성 중 AQUA 위성에
탑재된 센서의 자료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MODIS-T
ERRA

미국 NASA에서 운영중인 극궤도 위성 중 TERRA 위성에 
탑재된 센서의 자료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조 MET
NCEP Noaa에서 보내주는 기후 자료 중 5가지 정보를 MET
파일로 만든 자료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문서
ATBD

L2 산출물 생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문서(ATBD) 자료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API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REST API를 문서화 해놓은 화면입니다.

GTBX GTBX 정보 GOCI Toolbox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GOCI GOCI 정보
GK2A의 해색 영상기 1호(GOCI)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GOCI-II GOCI-II 정보
GK2B의 해색 영상기 2호(GOCI-II)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표 3.1.23. DSE의 메인 메뉴트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설명

설정

계정 계정

계정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및 삭제, 활성 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역할
시스템 사용자에게 부여할 역할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시스템 시스템

플러그인
시스템의 SNAP 플러그인을 확인하고 등록,
다운로드. 수정 ,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장소
시스템의 저장소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카탈로그
시스템의 관측 자료를 위성, 센서, 촬영일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카탈로그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전송 전송

요약
시스템에서 연결된 타 자료 수요처에 지정한
자료를 제한 시간내에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기관
배포/수집시 대상이 되는 전송 기관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격
배포/수집시 사용되는 자격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접속점
배포/수집시 사용되는 접속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표 3.1.24. DSE의 서브 메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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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GOCI-ALL 기능은 GOCI-I 과 GOCI-II의 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음.

그림 3.1.82. DSE-자료(GOCI-ALL)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조건
전송 기관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대역폭
외부기관으로 배포할 작업의 IP 대역폭을 차단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배포 기록
외부기관으로 배포한 작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수집 기록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작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현황 현황

저장소
저장소의 확장자별 자료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운로드
아이피별 다운로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접속
계정 및 아이피 별 접속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일일
운영보고

아이피 , 자료 종류 별 배포 현황, 스토리지 사용
, 스토리지 파일 현황, 계정 접속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알림 더보기
시스템 로그에 대한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내 계정

나의 정보
현재 접속 된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비밀번호 재설정, 언어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로그아웃
현재 접속된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되는 화면입니다.

계정 등록 새로운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암호
초기화

현재 접속된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언어 설정
현재 접속된 계정의 시스템 화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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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 선택 – 자료 > GOCI-ALL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태그’, '속성', '키워드', '촬영 시작일시',‘공간 범위’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검색 모드 컬럼 변경 – 목록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한다.

④ 자료 목록 – 작업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⑤ 자료 등록 – 자료를 시스템에 신규 등록한다.

- API의 기능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REST API를 문서로 조회할 수 있음.

그림 3.1.83. DSE-문서(API)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자료 > 문서 > API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API 목록 – DSE REST API를 문서화하여 목록으로 전시한다.

[GTBX]

- GTBX 정보의 기능은 GOCI Toolbox에 대한 설명을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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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4. DSE-GTBX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GTBX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GTBX 플러그인 목록 – GTBX 플러그인의 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를 수행한다.

[GOCI]

- GOCI 정보의 기능은 GK2A의 해색 영상기 1호(GOCI)에 대한 설명을 조회할 수 있음.

그림 3.1.85. DSE-GOCI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GOCI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GOCI 정보 – GK2A의 해색 영상기 1호(GOCI)에 대한 설명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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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I-II]

- GOCI-II 정보의 기능은 GK2B의 해색 영상기 2호(GOCI-II)에 대한 설명을 조회할 수

있음.

그림 3.1.86. DSE-GOCI-II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GOCI-II 페이지로 이동한다.

① GOCI-II 정보 – GK2B의 해색 영상기 2호(GOCI-II)에 대한 설명이 전시된다.

[설정 – 계정]]

- 계정의 기능은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및 삭제, 활성 메일 전

송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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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7. DSE-계정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계정 > 계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활성화 여부 – 해당 계정의 활성화 여부를 Toggle 버튼으로 설정합니다.

③ 계정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④ 계정 등록 – 계정을 시스템에 신규 등록한다.

⑤ '태그’, '속성', '키워드', '촬영 시작일시',‘공간 범위’ 기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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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의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에게 부여할 역할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

그림 3.1.88. DSE-역할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역할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역할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역할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③ 역할 등록 – 역할을 시스템에 신규 등록한다.

[설정 – 시스템]

- 플러그인의 기능은 시스템의 SNAP 플러그인을 확인하고 등록, 다운로드, 수정, 삭제를

수행

그림 3.1.89. DSE-플러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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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시스템 > 플러그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플러그인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플러그인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③ 플러그인 등록 – GTBX 플러그인을 시스템에 신규 등록한다.

- 저장소의 기능은 시스템의 저장소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

그림 3.1.90. DSE-저장소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시스템 > 저장소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저장소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③ 저장소 등록 – 저장소를 시스템에 신규 등록한다.

- 카탈로그의 기능은 시스템의 관측 자료를 위성, 센서, 촬영일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카탈로그를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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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1. DSE-카탈로그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시스템 > 카탈로그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카탈로그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카탈로그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③ 카탈로그 등록 – 카탈로그를 시스템에 신규 등록한다.

[설정 – 전송]

- 요약의 기능은 시스템에서 연결된 타 자료 수요처에 지정한 자료를 제한 시간 내에 전

송

그림 3.1.92. DSE-요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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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전송 > 요약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요약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요약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③ 캘린더 페이지 이동– 전송 요약 현황 캘린더를 '달' 단위로 이동하며 조회할 수 있

고, ‘오늘’ 버튼을 클릭하면 오늘 날에 파란색 배경이 지정되며 선택됩니다.

④ 전송 요약 캘린더 – 전송 요약 현황 캘린더를 달력/주간/목록 리스트 형식으로 조회

할 수 있다.

⑤ 요약 등록 – 신규 전송 요약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 기관의 기능은 배포/수집 시 대상이 되는 전송 기관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

행

그림 3.1.93. DSE-기관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전송 > 요약 > 기관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액션 – 해당 항목의 수정, 삭제를 수행한다.

③ 기관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전송 기관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④ 기관 등록 – 신규 전송 기관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 자격의 기능은 배포/수집시 사용되는 자격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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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4. DSE-자격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전송 > 요약 > 자격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액션 – 해당 항목의 수정, 삭제를 수행한다.

③ 자격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전송 자격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④ 자격 등록 – 신규 전송 자격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 접속점의 기능은 배포/수집시 사용되는 접속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

그림 3.1.95. DSE-접속점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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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 선택 – 설정 > 전송 > 요약 > 접속점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액션 – 해당 항목의 수정, 삭제를 수행한다.

③ 접속점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전송 관련 접속점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④ 접속점 등록 – 신규 전송 관련 접속점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 171 -

- 조건의 기능은 전송 기관을 조회하고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

그림 3.1.96. DSE-조건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전송 > 요약 > 조건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액션 – 해당 항목의 수정, 삭제를 수행한다.

③ 조건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전송 관련 조건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④ 조건 등록 – 신규 전송 관련 조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 대역폭의 기능은 외부기관으로 배포할 작업의 IP 대역폭 차단을 수행

그림 3.1.97. DSE-대역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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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전송 > 대역폭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대역폭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전송 관련 대역폭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③ 대역폭 등록 – 신규 전송 관련 대역폭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 배포 기록의 기능은 외부기관으로 배포한 작업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음

그림 3.1.98. DSE-배포 기록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전송 > 배포 기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배포 기록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배포 기록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배포 기록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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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기록의 기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작업의 기록 조회를 수행

그림 3.1.99. DSE-수집 기록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전송 > 수집 기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수집 기록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③ 수집 기록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수집 기록 목록 화면을 전시한다.

[설정 – 현황]

- 저장소의 기능은 저장소의 확장자별 자료 통계 확인을 수행

그림 3.1.100. DSE-현황 - 저장소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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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 선택 – 설정 > 현황 > 저장소 기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① 확장자 별 자료 목록 – 저장소의 확장자별 자료 목록을 전시한다.

- 다운로드의 기능은 아이피별 다운로드 통계를 조회할 수 있음.

그림 3.1.101. DSE-현황 - 다운로드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현황 > 다운로드 기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다운로드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다운로드 목록을 전시한다.

- 접속의 기능은 계정 및 아이피 별 접속 통계 조회를 수행

그림 3.1.102. DSE-현황 - 접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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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현황 > 접속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접속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계정 및 아이피별 접속 목록을 전시한다.

- 일일 운영 보고의 기능은 아이피 자료 종류 별 배포 현황, 스토리지 사용, 스토리지 파

일 현황 조회를 수행

그림 3.1.103. DSE-현황 – 일일 운영 보고 화면.

-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① 메뉴 선택 – 설정 > 현황 > 일일 운영보고 페이지로 이동한다.

① 일일 운영 보고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일일 운영 보고 목록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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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2TB(GTBX)/G2OB(GOBX)

- G2TB(GOCI-II Tool Box for Product User, GTBX라고도 부름)는 GOCI-II L2 산출물

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임.

- GTBX는 ESA가 Sentinel 프로그램의 위성 산출물 사용자들을 위해 개발한

SNAP(Sentinel Application Platform)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

- 그 배경에는 GOCI-II 산출물이 국제 과학 표준인 NetCDF를 기반 형식으로 하고 있고,

이미 다양한 사용자 층으로부터 검증된 기본 기능들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 GTBX가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원격에 있는 GOCI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산출물 목록

(카탈로그)을 전달 받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임.

- 사용자는 카탈로그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자료의 전체 혹은 부분을 OPeNDAP 으로 요

청하여 전달 받을 수 있음.

- GTBX는 기본적으로 GOCI-II 산출물(전처리, 후처리 포함)들을 로드하여 사용자에게

전시할 수 있음.

- 또, 후처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는 GOCI-II 지상시스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함.

- 아래 그림은 GTBX 가 제공하는 기능을 요약한 것임.

- 다음은 GTX를 사용하여 기능을 수행한 화면의 예시임.

- 원격 자료 접근 및 GOCI-II 산출물 전시

그림 3.1.104. G2TB(GTBX) GOCI-II 산출물 전시 예시.

기능 설명
원격 자료 카탈로그 접근 THREDDS 규약 기반 카탈로그 요청 및 응답 처리

원격 자료 다운로드
OPeNDAP 규약 기반 원격 데이터 세트의 전체 또는 부분
다운로드

GOCI-II 산출물 전시 GOCI-II L1B, L2 산출물 로드 및 전시

도커 기반 작업 흐름 처리
도커 기반으로 작성된 L2 산출물 생성기들의 입출력을
연결하여 작업 흐름화된 일련의 산출물들을 생성(예: L2AC,
L2CHL, L2TSS, L2CDOM 등 26종)

표 3.1.25. G2GS G2TB(GTBX) 기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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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커 기반 작업 흐름 처리(L2AC, L2IOP, L2KD 산출물 생성) 예시

그림 3.1.105. G2TB(GTBX) 도커 기반 작업 흐름 처리 기능 예시.

- GOBX(GOCI-II Operators’ Tool Box)는 GOCI-II 탑재체 성능 및 특성을 분석하는 기

능들을 탑재한 것으로, 운영자들을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임.

- GOBX도 GTBX와 같이 ESA의 SNAP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었음.

- GOBX는 탑재체의 검보정, 탑재체 관련 파라미터 설정 관리, 탑재체 성능 관리의 기능

을 제공함.

- 아래 표는 G2OB가 제공하는 기능을 요약한 것임.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GTBX와 GOBX는 모두 ESA의 SNAP에 의존하고 있음.

기능 설명
GOCI-II 산출물 전시 GOCI-II 산출물 로드 및 전시

DCPF 생성 DCPF(DPS Channel Parameter File) 생성

DCC 수행 암전류(Dark Current) 촬영 자료를 입력으로 Linearity 및 Offset 계산

ROLO 수행
월광면(Moon Reflectance) 촬영 자료를 입력으로 ROLO(Robotic Lunar
Observatory) 방식 탑재체 감광 성능 분석

MTF 필터 입력 영상에 MTF 커널 적용

SNR 측정 입력 영상에서 SNR 측정

표 3.1.26. G2GS G2OB(GOBX) 기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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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에서는 고속 전시, 투영 변환, 밴드 연산, 필터 등의 기능을 제공함.

- SNAP은 JVM(Java Virtual Machine, 자바 가상 머신) 기반에서 동작하며, 크게

SNAP-Engine과 SNAP-Desktop 으로 구분됨.

- 아래 그림은 SNAP과 GTBX, GOBX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3.1.106. GTBX, GOBX와 SNAP 간 관계.

(5) GOCI-II 산출물

- GOCI-II 산출물은 DAS(자료수신시스템)에서 RAW 데이터 수신을 시작으로 DPS(자료

전처리 시스템), INR(기하보정모듈), SOE를 거쳐 산출물을 생성함.

- DAS : 위성 신호를 복호화하여 네트워크 스트림으로 변환

- DPS : DAS로 연결하여 스트림을 전송 원시 파일로 변환(RAW)

Ÿ 전송 원시 파일로부터 원본 영상 데이터 및 영상 보정에 ㅅ용될 파라미터 추출(L0)

Ÿ 원본 영상 데이터를 복사보정 처리(L1A)

- INR : 복사보정 영상과 천체 이벤트, 촬영 스케줄 정보를 조합하여 기하보정(L1B)

- SOE : 파생 산출물 생성을 위한 L1B 변환(L1B Composite)

Ÿ L1B Composite을 기반으로 파생 산출물 26종 생성(L2)

그림 3.1.107. 산출물 생성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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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CI-II 지구 관측 영상 데이터는 Scene > Gain > Slot > Band로 구성되어 있음.

- Scene은 촬영 단위를 말하며 이때 생성되는 Gain과 Slot은 촬영 스케쥴에 따라 달라짐.

그림 3.1.108. 영상 구조.

- LA는 1Scene에 12slot이 촬영되며, HG, LG까지 포함하여 24개의 산출물이 생성됨.

- 12Slot 촬영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1개의 Slot은 12개의 Band를 포함하고 있으며,

Band는 파일로 나뉘지는 않고 1개의 Slot 파일에 12개 Band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3.1.109. LA 촬영 시 슬롯 구성.

- GOCI-II 산출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RAW Product

Ÿ CDAS HDR로부터 수신한 Raw Data 형태 그대로 저장한 영상 제품

Ÿ GK2B GOCI-II 탑재체의 관측 구간 단위로 디렉터리 별로 구분되어 저장

Ÿ 1개 파일은 관측 구간마다 10분 단위로 구분하여 저장

- L0 Product

Ÿ GK2B 위성의 지구 관측 영상과 Telemetry 정보를 Raw Data로부터 추출하여 저장

한 영상 제품

Ÿ Raw Data로부터 원본영상과 Telemetry가 추출된 후 영상제품 생성



- 180 -

- L0C Product

Ÿ GK2B 위성의 Calibration 관측 영상과 Telemetry 정보를 Raw Data로부터 추출하

여 저장한 영상 제품

Ÿ Raw Data로부터 Calibration 관측 영상과 Telemetry가 추출된 후 영상제품 생성

- L1A Product

Ÿ GK2B 위성의 지구 관측 영상을 복사보정하고 Telemetry 및 복사 보정 보조 정보

를 저장한 영상 제품

Ÿ Raw Data로부터 원본영상과 Telemetry 추출 후 복사보정 처리를 거쳐 영상제품

생성

Ÿ 영상제품 생성 시 기본적으로 로컬 저장소에 저장 후 INR로 영상제품을 전송

- L1B Product

Ÿ INR L1B: GK2B 위성의 지구 관측 영상을 기하보정하여 저장한 영상 제품

Ÿ L1B Composite: INR L1B High Gain, Low Gain 영상을 합성하고 위치 정보를 저

장한 영상 제품

- L2 Product

Ÿ L1B Composite을 최초 입력으로 사용하여 흐름대로 산출한 총 26종의 L2 산출물

- 추가적으로 GOCI-II 촬영 시 LA(Local Area) 타입은 한반도 부근을 촬영하고, FD(Full

Disk) 타입은 전지구를 촬영하며, 타입별 특장은 다음과 같음.

- GOCI-II 산출물 파일 이름은 촬영 일시, 슬롯 번호, 촬영 타입 등의 정보를 포함

- Date : 촬영 날짜. yymmdd 형식

- Time : 촬영 시간. yymmdd 형식

- Scene : 촬영 타입. LA(RLA) 혹은 FD

- SlotNum : 촬영 순서 슬롯 번호

- GeoSlot : 지리 슬롯 번호(LA의 경우 SlotNum과 동일하여 생략됨)

- Product : L2 산출물 약어

산출물 파일 이름 규칙 및 예시 파일 개수

INR L1B
GK2_GOCI2_L1B_[Date]_[Time]_[Scene]_[SlotNum]_[Gain.nc

24
GK2_GOCI2_L1B_20201027_041500_RLA_S0000_HG.nc

L1B Composite

GK2_GOCI2_L1B_[Date]_[Time]_[Scene]_[SlotNum].nc

12
GK2_GOCI2_L1B_20201027_041530_LA_S000.nc
GK2_GOCI2_L1B_[Date]_[Time]_[Scene]_[SlotNum]_[GeoSlot].nc
GK2_GOCI2_L1B_20201021_201900_FD_S161_G007.nc

표 3.1.28. GOCI-II 산출물 이름 규칙

LA(Local Area) FD(Full Disk)
촬영 범위 한반도 부근 전지구

4코너 위치 고정 O X
영상 크기 2780 * 2780 3100 * 3100
슬롯 수 12개 임무 스케줄에 따라 다름(최대 235개)

표 3.1.27. LA, FD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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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OCI-II L2 고속처리 방안

- GOCI-II 지상시스템은 전처리 산출물(L1B)을 입력으로 하여 26종(기초 산출물 4종, 응

용 산출물 22종)의 후처리 산출물을 제한된 시간(영상 신호 수신 후 3600초) 내 생성,

배포해야 하며, 이러한 제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

Ÿ 시스템이 수신한 영상 신호는 3,600초 내 배포가 완료되어야 함.

Ÿ 시스템은 1일 기준으로 10일치 분량의 L2 산출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함.

Ÿ 시스템은 4종의 기초 산출물과 22종의 응용 산출물을 생성해야 함.

Ÿ 시스템은 입력 산출물이 생성되는 것을 감지하여, 산출물 생성 규칙에 따라 출력해

번호 분류 국문명 영문명 약어
1 기초 대기분자산란보정반사도 Rayleigh Corrected Reflectance Rrc
2 기초 원격반사도 Remote Sensing Reflectance Rrs
3 해양 총 흡광계수 Absorption Coefficients a
4 해양 총 후방산란계수 Backscattering Coefficients bb

5 해양 하향확산 감쇠계수
Diffuse Attenuation
Coefficients

Kd

6 해양 세키 디스크 깊이 Secchi Depth Zsd
7 해양 엽록소농도 Chlorophyll Concentration Chl

8 해양 용존유기물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9 해양 총부유물질농도 Total Suspended Sediments TSS
10 해양 부유조류 Floating Algae FA
11 해양 해양일차생산력 Primary Production PP
12 해양 해양전선 Chlorophyll Front CF
13 해양 표층해류 흐름 Sea Surface Flow SSF
14 해양 저염분수 판별 Low Sea Surface Salinity LSSS
15 해양 해빙 Sea Ice SI
16 해양 적조지수 Red Tide Index RI
17 해양 어장지수 Fishing Ground Index FGI
18 해양 해무 Marine Fog MF
19 대기 황사 Yellow Dust YD
20 대기 에어로졸 타입 Aerosol Type AT
21 대기 에어로졸광학두께 Aerosol Optical Depth AOD
22 육상 육상지표반사도 Surface Reflectance over Land SRL
23 육상 육상알베도 Land Surface Albedo LSA

24 육상 정규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25 육상 향상식생지수 Enhanced Vegetation Index EVI
26 육상 토지피복 Land Cover Classification LCC

표 3.1.29. GOCI-II L2 26종 산출물 목록

L1B Complete
GK2_GOCI2_L1B_[Date]_[Time]_[Scene].nc

1
GK2_GOCI2_L1B_20201027_041530_LA.nc

L2

GK2B_GOCI2_L2_[Date]_[Time]_[Scene]_[SlotNum]_[Product].nc

312
(12*26)

GK2B_GOCI2_L2_20201027_041530_LA_S000_AC.nc
GK2B_GOCI2_L2_[Date]_[Time]_[Scene]_[SlotNum]_[GeoSlot]_[Pr
oduct].nc
GK2B_GOCI2_L2_20201021_201900_FD_S161_G007_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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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산출물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해당 산출물의 생산을 시작해야 함.

Ÿ 시스템은 운영자가 지정한 산출물 간 입출력 흐름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야 함.

Ÿ 시스템은 생성된 L2 자료를 자동으로 파일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메타 데이터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Ÿ 시스템은 기초 산출물을 L1B 자료 생성 완료 후 15분 이내에 생성할 수 있어야 함.

Ÿ 시스템은 응용 산출물을 기초산출물 생성 완료 후 5분 이내에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GOCI-II L2 입출력 관계 정의

Ÿ 위에서 기술한 높은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1차 적으로 L2 산출물 26

종에 대한 입출력 관계도를 기반한 처리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그림 3.1.110. GOCI-II L2 산출물 입출력 관계도.

- 분산 파일 시스템(Lustre) 채택

Ÿ GOCI-II 자료 처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파일들이 다수의 서버에서 동시에 접

근하는 입출력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음.

Ÿ 이러한 특성 때문에 GOCI-II 지상시스템은 러스터(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을 채

택하였음.

Ÿ 러스터 분산 파일 시스템은 고성능 파일 입출력 특히 여러 파일을 다수의 클라이언

트가 동시에 접근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메타데이터 교환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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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 Lutre 구성도 예시.

- 분산 처리 매커니즘 적용

Ÿ GOCI-II는 하나의 L1B(LA 모드) 파일을 입력으로 하여 약 22-23개의 파일을 생성

함.

Ÿ 각 파일의 크기는 평균 255MB이고, 하루에 약 2.5 TB 정도 용량의 자료들을 생성

함.

Ÿ 이렇게 많은 양의 파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산 처리가 필요함.

Ÿ GOCI-II 지상시스템는 필요한 작업을 생성하고, 이를 분산 처리 클러스터 관리자

(slurm, 스케줄러)에게 전달하고 스케줄러는 노드의 부하 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을

할당함.

Ÿ 각 처리 노드에서는 로컬 자원과 원격지에 있는 자료 저장소에 접근하여 파일 입출

력을 처리하며. 처리 흐름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파일 시스템 감시기(FileWatcher)가 원격 저장소에서 파일의 생성 여부를 확인

한다.

§ 파일이 생성되면 해당 파일을 입력으로 하여 처리해야 하는 알고리즘을 식별한

다.

§ 만약 식별된 알고리즘이 있다면 이를 작업으로 실행하도록 요청한다.

§ 이 요청은 작업 실행기(WorkExecutor)가 수행하고, 분산 처리 클러스터 관리자

(slurm)에게 산출물 생성을 위한 명령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 분산 처리 클러스터 관리자는 작업을 각 계산 노드들에 설치된 에이전트

(slurmd)를 통해 수행하게 된다. 각 에이전트는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처리 환경을 반가상화 기술(Docker)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 작업의 처리 상태는 작업 감시기(WorkMonitor)에 의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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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2. 분산처리 매커니즘.

- 하나의 입력 산출물을 기준으로 자료 특성을 정리하면, 모든 자료가 기본적으로 2차원

공간 상에 존재하는 영상 자료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영상 자료는 매 픽셀에 적용되는 연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병렬처리를 통해 빠르게 처

리할 수 있다. GOCI-II 지상시스템은 각 계산 노드에 GPU를 설치되어 있고, 이를 활용

하여 GOCI-II의 12개의 slot을 다음과 같이 병렬 처리함.

Ÿ 작업 요청에 명시된 수행 기대 파워(서버 수) 만큼 프로세스 생성

Ÿ 전체 작업을 분할한 인자 전달. MPI 스타일을 단순화(표준 입력만으로 처리)

그림 3.1.113. 병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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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통해 모든 L2 산출물들의 처리 시간을 조사해본 것으로

모두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 시킴을 확인할 수 있음.

번호 산출물 명 영문 약어 평균처리시간(초)
1 대기분자산란보정반사도 Rrc 135.1
2 원격반사도 Rrs 135.1
3 총 흡광계수 a 7.2
4 총 후방산란계수 bb 7.2
5 하향확산 감쇠계수 Kd 6.2
6 세키 디스크 깊이 Zsd 4.1
7 엽록소농도 Chl 2.8
8 용존유기물 CDOM 2.7
9 총부유물질농도 TSS 2.7
10 부유조류 FA 119.9
11 해양일차생산력 PP 6.5
12 해양전선 CF 5.6
13 표층해류 흐름 SSF 12.0
14 저염분수 판별 LSSS 11.2
15 해빙 SI 4.2
16 적조지수 RI 17.78
17 어장지수 FGI 7.8
18 해무 MF 7.1
19 황사 YD 31.8
20 에어로졸 타입 AT 31.8
21 에어로졸광학두께 AOD 31.8
22 육상지표반사도 SRL 34.17

23
육상알베도 LSA 20.67
육상정규화반사도 FVBAR 320.90

24 정규식생지수 NDVI 3.07
25 향상식생지수 EVI 3.07
26 토지피복 LCC 24.01

표 3.1.30. GOCI-II L2 산출물 평균 처리시간

(7) GOCI-II L2 산출물 알고리즘 구현 S/W 검증 결과

- GOCI-II L2 산출물 알고리즘은 각 대학/해양위성센터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토타입을

쎄트렉아이 개발자들이 구현, 검증함. 이 때, 구현 코드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코드 검증과 함께 각 산출물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

- 26종 산출물에 대해 h5diff 를 통해 완전 동일함을 확인하였고(R2 값: 1), 결과에서 약간

의 픽셀 차이가 있을 경우 별도의 python 코드로 R2 계산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확인함.

* 구현 S/W 검증 결과 예시(용존유기물(CDOM))

[root@ADE_WORKER1   cdom-kosc]#   h5diff -r -p 0.00001 OCA_CDOM.nc CDOM.nc 
/geophysical_data/CDOM

dataset:   </geophysical_data/CDOM> and </geophysical_data/CDOM>
0 differences found
attribute:   <DIMENSION_LIST of </geophysical_data/CDOM>> and   <DIMENSION_LIST of 
</geophysical_data/CDOM>>
0 differences found
attribute:   <_FillValue of </geophysical_data/CDOM>> and <_FillValue of   
</geophysical_data/C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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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국문명 알고리즘 출력 R2 값

1
기초

대기분자산란보정반사도
AC

RhoC 1.00
2 원격반사도 Rrs 1.00

3 해양 총 흡광계수 IOP

a_total _??? 12band
bb_total _??? 12band
a_dg_443, a_chl_443
bb_p_555

1.00

4 해양 하향확산 감쇄계수 Kd Kd _??? 12band 1.00
5 해양 세키 디스크 깊이 Zsd Zsd 1.00
6 해양 엽록소농도 Chl Chl 1.00
7 해양 용존유기물 CDOM CDOM 1.00
8 해양 총부유물질농도 TSS TSS 1.00
9 해양 부유조류 FA FA 0.99
10 해양 해양일차생산력 PP PP 0.99
11 해양 해양전선 CF CF 1.00

12 해양 표층해류 흐름 SSC

SSC_u
SSC_v
SSC_speed
SSC_direction

1.00

13 해양 저염분수 판별 LSSS sss 0.99
14 해양 해빙 SI sea_ice 1.00
15 해양 적조지수 RI RI 1.00

16 해양 어장지수 FGI

FGI
SI_SST
SI_CHL
SI_PP

0.99

17 해양 해무 MF MF 1.00
18 대기 황사

AOD

Aerosol_type
Aerosol_Optical_Depth
Angstrom_Exponent
Fine_Mode_Fraction
Single_Scattering_Albedo

1.00
19 대기 에어로졸타입 1.00
20 대기 에어로졸광학두께 1.00

21 대기 에어로졸 타입 1.00

22 육상 육상지표반사도 SRL SFC_REF_LAND_BAND _??? 12band 1.00

23
육상 협대역육상알베도 LSAN

BLACKSKY_NAL_BAND_??? 12band
WHITESKY_NAL_BAND_??? 12band

1.00

육상 광대역육상알베도 LSAB
BLACKSKY_BROADBAND_ALBEDO
WHITESKY_BROADBAND_ALBEDO

1.00

24 육상 육상식생지수
VI

NDVI 1.00
25 육상 개량식생지수 EVI 1.00
26 육상 토지피복 LCC LC 1.00

R2 평균 1.00

표 3.1.32. GOCI-II 26종 산출물 알고리즘 구현 S/W 검증 결과(R2)

0 differences found
--------------------------------
Some objects are   not comparable
--------------------------------
Use -c for a list of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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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OCI-II 지상시스템 설치 및 시험

가. 설치

- GOCI-II 지상시스템의 세 개의 운영환경에 설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DE(알고리즘 개발 환경)

- 시스템 운영 환경

Ÿ ADE의 하드웨어 구성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114. ADE 하드웨어 구성도.

- 서버 별 프로그램 설치 내역

Ÿ ADE 구성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 내역은 다음과 같음.

서버 OS CPU Memory 설치위치

ADE-MASTER CentOS 7.2
Intel(R) Xeon(R) CPU
E5-2640(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ADE-LOG CentOS 7.2
Intel(R) Xeon(R) CPU
E5-2600(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ADE-WORKER1 CentOS 7.2
Intel(R) Xeon(R) CPU　
E5-2630- V3(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ADE-WORKER2 CentOS 7.2
Intel(R) Xeon(R) CPU　
E5-2630- V3(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ADE-MDS-P CentOS 7.2
Intel(R) Xeon(R) CPU
E5-2600(2EA)

32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ADE-MDS-S CentOS 7.2
Intel(R) Xeon(R) CPU
E5-2600(2EA)

32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ADE-OSS1 CentOS 7.2
Intel(R) Xeon(R) CPU
E5-2600(2EA)

196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ADE-OSS2 CentOS 7.2
Intel(R) Xeon(R) CPU
E5-2600(2EA)

196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표 3.1.33. ADE 서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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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프로그램 설명

ADE-MASTER

ADE Server ADE 서버
ADE Client ADE 클라이언트
Sendmail 알림 메일 전송기
OpenLDAP LDAP 서버(인증 정보 저장)
Git 버전 관리 시스템
Gitlab Git 저장소
Jenkins 알고리즘 패키지 빌드
Grafana 시스템 상태 확인 UI
MariaDB DBMS

Docker Registry 반가상화 저장소
FileBeat 로그 파일 감시, 로그 전달
TopBeat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ADE-LOG

ADE Client ADE 클라이언트
ElasticSearch 검색 인덱서
LogStash 로그 수집
FileBeat 로그 파일 감시, 로그 전달
TopBeat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ADE-WORKER1 Docker 반가상화
ADE-WORKER2 Docker 반가상화
ADE-MDS-P Luster 분산 파일 시스템
ADE-MDS-S Luster 분산 파일 시스템
ADE-OSS1 Luster 분산 파일 시스템
ADE-OSS2 Luster 분산 파일 시스템

표 3.1.34. ADE 구성 서버 별 프로그램 설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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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E(서비스 운영 환경)

- 시스템 운영 환경

Ÿ SOE의 하드웨어 구성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115. SOE 하드웨어 구성도.

서버 OS CPU Memory 설치위치

SOE-MASTER1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42(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MASTER2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42(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HA-PROXY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42(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MNG1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42(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MNG2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42(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CN-GPU1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34(4EA)

128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CN-GPU2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34(4EA)

128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CN-GPU3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34(4EA)

128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CN-GPU4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34(4EA)

128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CN-GPU5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34(4EA)

128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CN-GPU6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34(4EA)

128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CN-GPU7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34(4EA)

128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CN-GPU8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34(4EA)

128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CN-CPU1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34(4EA)

128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CN-CPU2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34(4EA)

128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표 3.1.35. SOE 서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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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별 프로그램 설치 내역

Ÿ SOE 구성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 내역은 다음과 같음.

SOE-DB1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42(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B2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42(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LOG1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42(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LOG2 CentOS 7.4
Intel(R) Xeon(R) CPU
Gold 6142(4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S-ARCH-
MDS1

CentOS 7.6
Intel(R) Xeon(R) CPU
Gold 6142(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S-ARCH-
MDS2

CentOS 7.6
Intel(R) Xeon(R) CPU
Gold 6142(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S-ARCH-
OSS1

CentOS 7.6
Intel(R) Xeon(R) CPU
Gold 6142(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S-ARCH-
OSS2

CentOS 7.6
Intel(R) Xeon(R) CPU
Gold 6142(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S-MAIN-
MDS1

CentOS 7.6
Intel(R) Xeon(R) CPU
Gold 6142(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S-MAIN-
MDS2

CentOS 7.6
Intel(R) Xeon(R) CPU
Gold 6142(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S-MAIN-
OSS1

CentOS 7.6
Intel(R) Xeon(R) CPU
Gold 6142(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S-MAIN-
OSS2

CentOS 7.6
Intel(R) Xeon(R) CPU
Gold 6142(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S-MAIN-
OSS3

CentOS 7.6
Intel(R) Xeon(R) CPU
Gold 6142(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SOE-DS-MAIN-
OSS4

CentOS 7.6
Intel(R) Xeon(R) CPU
Gold 6142(2EA)

64GB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운영동 전산실

서버 프로그램 설명

SOE-MASTER

Apache Tomcat (Bootstrap) 서블릿 컨테이너
G2GS SOE WorkExecutor 작업 실행기
G2GS SOE WrokMonitor 작업 감시기

G2GS SOE PeriodicJobServer 주기 작업 관리기
G2GS SOE FileWatcher 파일 감시기
G2GS SOE FileTransporter 파일 전송기
G2GS SOE FileIndexer 파일 인덱싱기
G2GS SOE ProcessMarker 처리 전용 디렉토리 마커
G2GS SOE TransportMarker 전송 전용 디렉토리 마커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HA-PROXY
Apache Kafka 메시지 큐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MNG1
Apache Kafka 메시지 큐
ElasticSearch 검색 인덱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표 3.1.36. SOE 구성 서버 별 프로그램 설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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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DB에 저장)

SOE-MNG2

Apache Kafka 메시지 큐
ElasticSearch 검색 인덱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CN-GPU1

Docker/Shifter 반가상화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CN-GPU2

Docker/Shifter 반가상화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CN-GPU3

Docker/Shifter 반가상화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CN-GPU4

Docker/Shifter 반가상화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CN-GPU5

Docker/Shifter 반가상화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CN-GPU6

Docker/Shifter 반가상화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CN-GPU7

Docker/Shifter 반가상화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CN-GPU8

Docker/Shifter 반가상화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CN-CPU1

Docker/Shifter 반가상화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CN-CPU2

Docker/Shifter 반가상화
Slurm 작업 스케쥴러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B1

MariaDB DBMS

Docker/Shifter Repository
고속 반가상화 이미지 변환 및
저장

OpenLDAP LDAP 서버(인증 정보 저장)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B2

MariaDB DBMS

Docker/Shifter Repository
고속 반가상화 이미지 변환 및
저장

OpenLDAP LDAP 서버(인증 정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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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LOG1

InfluxDB 로그 기록

Grafana
상태 전시기(DB 및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최신 정보
수집 및 전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LOG2

InfluxDB 로그 기록

Grafana
상태 전시기(DB 및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최신 정보
수집 및 전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S-MAIN1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S-MAIN2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S-MAIN-OSS1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S-MAIN-OSS2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S-MAIN-OSS3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S-MAIN-OSS4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S-ARCH-MDS1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S-ARCH-MDS2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S-ARCH-OSS1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SOE-DS-ARCH-OSS2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Telegraf
로그 수집기(각 서버 상태 수집
및 DB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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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SE(자료 서비스 환경)

- 시스템 운영 환경

Ÿ DSE의 하드웨어 구성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116. DSE 하드웨어 구성도.

- 서버 별 프로그램 설치 내역

Ÿ DSE 구성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 내역은 다음과 같음.

서버 OS CPU Memory 설치위치

DSE-MASTER CentOS 7.8
Intel(R) Xeon(R) CPU
E5-2640(4EA)

64GB IDC

DSE-LOG CentOS 7.8
Intel(R) Xeon(R) CPU
E5-2640(4EA)

64GB IDC

DSE-MDS-P CentOS 7.8
Intel(R) Xeon(R) CPU
E5-2640(2EA)

64GB IDC

DSE-MDS-S CentOS 7.8
Intel(R) Xeon(R) CPU
E5-2640(4EA)

32GB IDC

DSE-OSS1 CentOS 7.8
Intel(R) Xeon(R) CPU
E5-2640(4EA)

24GB IDC

DSE-OSS2 CentOS 7.8
Intel(R) Xeon(R) CPU
E5-2640(4EA)

24GB IDC

표 3.1.37. DSE 서버 사양

서버 프로그램 설명

DSE-MASTER

Apache Tomcat(Bootstrap) 서블릿 컨테이너
Thredds 데이터 서버
MariaDB DBMS
OpenLDAP LDAP 서버(인증 정보 저장)
GOPT GOCI-II 데이터 처리기

ElasticSearch 검색 인덱서

표 3.1.38. DSE 구성 서버 별 프로그램 설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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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er 반가상화
DSE-LOG Docker 반가상화
DSE-MDS-P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DSE-MDS-S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DSE-MDS-OSS1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DSE-MDS-OSS2 Lustre 분산 파일 시스템



- 195 -

나. 검증

(1) 검증 계획

- GOCI-II 지상시스템 검증의 대상은 세 개의 운영 환경임.

- 각 운영환경에서 GOCI-II 지상시스템의 서비스가 실행되며 다음 표는 각 운영 환경의

역할과 특징을 요약하고 있음.

- 검증은 다양한 역할들의 효과적인 협업이 있을 때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는 검증에 참

여하는 역할과 담당자를 기술하고 있음.

운영 환경 설명 주요 컴포넌트

알고리즘 개발 환경
(ADE)

L2 생성기의 소스코드와 빌드 된 실행 파일들이
관리되는 환경
소스코드 관리 및 빌드, 시험에 필요한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음

ADE-WEB

자료 서비스 환경
(DSE)

GOCI 및 GOCI-II 산출물을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환경
위성 영상 자료에 대한 검색 및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제공함

DSE-WEB

서비스 운영 환경
(SOE)

L1A, L1B 생성 처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L2
산출물을 처리하는 환경
위성운영센터(Satellite Operation Center, SOC)로부터
위성과 관련된 자료를 전송 받아 영상 산출물을
생성하고, 이를 자료 서비스 환경에 전달함

SOE-WEB
GTBX
GOBX

표 3.1.39. 검증 대상(운영 환경)

역할 설명 담당자 비고

관리팀 시험 계획
㈜쎄트렉아이 GSD
PMO

시험팀
시험 절차서 검토
시험 수행
시험 결과 보고

㈜쎄트렉아이 GT3

환경구축팀 시험 환경 구성 ㈜쎄트렉아이 GT3
개발팀 시험 절차서 작성 ㈜쎄트렉아이 GT3

주관기관 시험 참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G2GS 운영 기관
수신서브시스템(DAS
) 개발 기관

협력기관
시험 수행
(접속 시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시스템 개발팀

GK2B 위성 주관제
운영 기관
수신/보정/배포 백업
운영 기관
보정서브시스템(DCS)
개발 기관

표 3.1.40. 검증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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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표준적이며, 아래 표

는 그 네 가지 검증 방법을 정의하고 있음.

- 이하 각 장에서는 검증 방법 별 계획을 설명함.

- 분석

Ÿ GOCI-II 지상시스템 요구사항 중 분석 대상이 되는 항목은 성능, 보안에 관련된 것

들임.

Ÿ 이러한 항목들은 잠재적인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시험,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함.

Ÿ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의 양이 얼만큼 늘어났을 때, 응답 속도가 떨어지는지 확인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Ÿ 이러한 시스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증가시키면서 응답 속

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해석하여, 예상치를 얻어내는 방법을 사용함.

Ÿ 분석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나열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시험

Ÿ GOCI-II 지상시스템 요구사항 중 시험 대상이 되는 항목은 기능, 인터페이스에 관

련된 것들임.

Ÿ 추가적으로 비기능 요구사항 중에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은 시험 수행 시

동시 수행할 수 있음.

검증 방법 설명
시연

(Demonstration)
특정한 시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수행시켜서 요구사항이
만족되는지를 확인

분석
(Analysis)

품질 검사 방법, 도구를 사용해서 획득한 자료를 가공하여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확인

검사
(Inspection)

기능을 수행하는 항목, 관련 문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확인

시험
(Test)

적절한 조건 및 자료를 사용하여 실제로 기능을 수행시켜서 요구사항이
만족되는지 확인

표 3.1.41. 검증 방법

항목 설명
자료 조회 성능 자료조회 질의 요청 시 1초 이내에 응답하는지 확인

웹 페이지 검색 성능 웹 인터페이스 기반의 사용자 질의 요청에 3초 이내로 응답하는지 확인

자료 처리 성능
시스템이 수신한 영상 신호를 처리하여 3600초 내 배포가 완료되는지
확인
1일 기준으로 10일치 분량의 L2 산출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DSE 웹 보안 안전성 일반 망에 연결된 DSE가 알려진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안전한지 판단

표 3.1.42. 분석 대상 항목

시험 유형 설명

기능 시험
서브시스템 소프트웨어 모듈을 통합한 후 수행
시험 지원 도구 및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능/성능 시험 및 결과분석
수행

접속 시험 서브시스템 기능/성능 시험 완료 후, 서브시스템간의 접속 구성을 한 후

표 3.1.43. 시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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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험은 아래 표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걸쳐 진행됨.

Ÿ 각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요구 문서와 단계 별로 수행

된 결과는 산출 문서로 정리되어야 함.

수행
서브시스템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형식, 내용, 주기) 시험 및 결과 분석
수행

통합 시험

서브시스템 기능/성능 시험 및 접속 시험 완료 후 수행
DRS(수신, 해양위성센터), DCS(보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한
포함한 지상시스템 전체적인 통합 수행의 기능/성능 시험 및 결과분석
수행

접속 시험

서브시스템 간 접속시험 완료 후 수행
GOCI-II 지상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상위성센터,
환경위성센터와의 데이터 인터페이스(형식, 내용, 주기) 시험 및 결과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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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항목 설명 요구 문서 산출 문서

1 시험 계획 수립
시험 대상, 목적, 범위 정의

시험 일정 수립
검사 기준서 시험 계획서

2 시험 절차 수립

시험 대상, 목적에 따라 시험
케이스 설계

시험 케이스 별 요구되는 자료
식별, 상세 절차 정의

시험 계획서 시험 절차서

3 시험 환경 구축

시험 자료(입력 데이터 및 검증
데이터) 구축

시험 및 검증을 위한 지원 도구
구축

시험 수행을 위한 장비 구축
시험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시험 절차서
시험 환경 구축
결과 보고서

4
시험 준비 검토

회의

시험 절차서 검토 및 승인
시험 환경 검토 및 승인
시험 일정 최종 확정

시험 절차서
시험 환경 구축
결과 보고서

시험 준비 검토
회의록

5 시험 수행

시험 절차서에 따라 시험 수행
및 기록

(불일치 발생 시)
시험 불일치 보고서 작성

시험 절차서

시험 기록지
시험 불일치
보고서

시험 결과서

6
시험 결과 보고

회의

시험 결과 보고
(불일치 발생 시)

시험 불일치 항목 처리 계획
보고

시험 기록지
시험 불일치
보고서

시험 결과서

시험 결과 보고
회의록

7
시험 불일치
항목 조치

(불일치 발생 시)
조치 계획 적용
조치 결과 보고

시험 절차서
시험 환경 구축
결과 보고서
시험 불일치
보고서

시험 불일치 처리
보고서

8 시험 결과 승인
시험 수행 기록 최종 검토
불일치 항목 처리 결과 검토

시험 절차서
시험 기록지
시험 불일치
보고서

시험 불일치 처리
보고서

시험 결과 보고서

표 3.1.44. 시험 수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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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결과

- GOCI-II 지상시스템의 시험계획에 따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Ÿ G2GS는 ADE, SOE, DSE로 불리는 세 가지 운영 환경으로 구성됨.

Ÿ 각 운영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발 되었고, 총 11 단계의 시험을 통해 모든 운영 시

스템의 개발 내용에 대해 검증하였음.

- 자료 조회 및 웹 페이지 검색 성능

Ÿ ADE, SOE, DSE의 기능을 대상으로 자료 조회 및 웹 페이지 검색 성능을 2차례에

걸쳐 확인 결과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였음.

Ÿ 확인 일정: 2020-10-07(1차), 2020-12-04(2차)

Ÿ 분석 항목 및 결과

번호 URL 성능 시험 분류
응답 시간
(ms)

제한 시간
(ms)

만족 여부 비고

1-1 /ade/projects 자료 조회 4600 1000 불만족

1-2 /ade/projects 자료 조회 283 1000 만족
수정 후
재확인(12/04)

2 /ade/algorithms 자료 조회 320 1000 만족
3 /ade/validations 자료 조회 310 1000 만족

4
/ade/validations/cod
es

자료 조회 450 1000 만족

5 /ade/resources 웹 페이지 검색 490 3000 만족
6 /ade/trashcan 자료 조회 420 1000 만족
7 /ade/accounts 자료 조회 600 1000 만족

8
/ade/accounts/page
/roles

웹 페이지 검색 950 3000 만족

9 /ade/permissions 웹 페이지 검색 1000 3000 만족

10
/ade/settings/algori
thm

자료 조회 320 1000 만족

11 /ade/configurations 자료 조회 340 1000 만족
12-1 /ade/utils/status 자료 조회 응답없음 1000 불만족

12-2 /ade/utils/status 자료 조회 670 1000 만족
수정 후
재확인(12/04)

13
/ade/accounts/myIn
fo/admin

자료 조회 370 1000 만족

표 3.1.45. ADE 자료조회 및 웹 페이지 검색 성능 분석 결과

번호 URL 성능 시험 분류
응답 시간
(ms)

제한 시간
(ms)

만족 여부 비고

1
/soe/mission-reque
st

웹 페이지 검색 2800 3000 만족

2 /soe/mrTemplate 웹 페이지 검색 80 3000 만족

3
/soe/mrValidationC
onfig

웹 페이지 검색 83 3000 만족

4 /soe/sp 웹 페이지 검색 70 3000 만족
5 /soe/spTemplate 웹 페이지 검색 83 3000 만족
6 /soe/vp 웹 페이지 검색 80 3000 만족
7 /soe/vpTemplate 웹 페이지 검색 70 3000 만족

8
/soe/mission-sched
ule

웹 페이지 검색 1600 3000 만족

표 3.1.46. SOE 자료조회 및 웹 페이지 검색 성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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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oe/work-status-b
y-ms

웹 페이지 검색 900 3000 만족

10-1
/soe/work-status-b
y-output

웹 페이지 검색 7100 3000 불만족

10-2
/soe/work-status-b
y-output

웹 페이지 검색 140 3000 만족
수정 후

재확인(12/04)

11
/soe/resource/produ
ct/All

웹 페이지 검색 240 3000 만족

12
/soe/resource/produ
ct/L1A

웹 페이지 검색 110 3000 만족

13
/soe/resource/produ
ct/L1B

웹 페이지 검색 125 3000 만족

14
/soe/resource/produ
ct/L2

웹 페이지 검색 130 3000 만족

15
/soe/resource/produ
ct/CONTROL

웹 페이지 검색 160 3000 만족

16
/soe/resource/repor
t

웹 페이지 검색 70 3000 만족

17
/soe/repository/mou
nt

자료 조회 250 1000 만족

18
/soe/repository/bac
kup

자료 조회 228 1000 만족

19
/soe/setting/transm
ission

자료 조회 270 1000 만족

20
/soe/setting/organiz
ation

자료 조회 226 1000 만족

21
/soe/setting/credent
ial

자료 조회 235 1000 만족

22
/soe/setting/endPoi
nt

자료 조회 265 1000 만족

23
/soe/setting/transm
ission-condition

자료 조회 240 1000 만족

24
/soe/setting/distrib
ution-log

웹 페이지 검색 1000 3000 만족

25
/soe/setting/collecti
on-log

웹 페이지 검색 2150 3000 만족

26
/soe/algorithmPack
age

웹 페이지 검색 70 3000 만족

27 /soe/node 웹 페이지 검색 260 3000 만족
28 /soe/cluster 웹 페이지 검색 93 3000 만족
29 /soe/spec_history 웹 페이지 검색 230 3000 만족
30 /soe/fault-node 웹 페이지 검색 83 1000 만족
31 /soe/account 자료 조회 360 3000 만족
32 /soe/role 웹 페이지 검색 135 3000 만족
33 /soe/work 웹 페이지 검색 440 3000 만족
34 /soe/work-table 웹 페이지 검색 450 3000 만족
35 /soe/product 웹 페이지 검색 1800 3000 만족
36 /soe/reprocessing 웹 페이지 검색 270 3000 만족

37
/soe/regular-reproc
essing

웹 페이지 검색 110 3000 만족

38
/soe/processed-pro
duct-overall

웹 페이지 검색 70 3000 만족

39
/soe/processed-pro
duct

웹 페이지 검색 530 3000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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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URL 성능 시험 분류
응답 시간
(ms)

제한 시간
(ms)

만족 여부 비고

1
/dse/resource/goci-
all

웹 페이지 검색 550 3000 만족

2 /dse/resource/goci 웹 페이지 검색 440 3000 만족

3
/dse/resource/goci-
ii

웹 페이지 검색 450 3000 만족

4 /dse/resource/aqua 웹 페이지 검색 520 3000 만족
5 /dse/resource/terra 웹 페이지 검색 500 3000 만족
6 /dse/resource/met 웹 페이지 검색 560 3000 만족
7 /dse/resource/atbd 웹 페이지 검색 600 3000 만족
8 /dse/api 자료 조회 362 1000 만족
9 /dse/info/gtbx 자료 조회 313 1000 만족
10 /dse/info/coms 자료 조회 100 1000 만족
11 /dse/info/g2gs 자료 조회 100 1000 만족

12
/dse/setting/accoun
t

웹 페이지 검색 210 3000 만족

13
/dse/setting/accoun
t/role

자료 조회 560 1000 만족

14
/dse/setting/system
/plugin

자료 조회 530 1000 만족

15
/dse/setting/system
/storage-configurat
ion

자료 조회 800 1000 만족

16
/dse/setting/system
/tds

자료 조회 850 1000 만족

17-1
/dse/setting/transm
ission

자료 조회 3500 1000 불만족

17-2
/dse/setting/transm
ission

자료 조회 215 1000 만족
수정 후

재확인(12/04)

18
/dse/setting/transm
ission/organization

자료 조회 770 1000 만족

19
/dse/setting/transm
ission/credential

자료 조회 790 1000 만족

20-1
/dse/setting/transm
ission/endPoint

자료 조회 1200 1000 불만족

20-2
/dse/setting/transm
ission/endPoint

자료 조회 190 1000 만족
수정 후

재확인(12/04)

21-1
/dse/setting/transm
ission/transmission
-condition

자료 조회 4600 1000 불만족

21-2
/dse/setting/transm
ission/transmission
-condition

자료 조회 215 1000 만족
수정 후

재확인(12/04)

22
/dse/setting/transm
ission/bandwidth

자료 조회 760 1000 만족

표 3.1.47. DSE 자료조회 및 웹 페이지 검색 성능 분석 결과

40
/soe/reprocessing-s
tatus-overall

웹 페이지 검색 350 3000 만족

41
/soe/reprocessing-s
tatus

웹 페이지 검색 510 1000 만족

42 /soe/myinfo/admin 자료 조회 230 3000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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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처리 성능

Ÿ 4대의 GPU 기반 계산 노드에서 10일치 자료에 대한 GOCI-II L2 일괄처리를 수행

한 결과 기초, 대기, 해양 20 종은 15시간 58분 7초, 육상 산출물 6종은 5시간 29분

48초가 소요되었음.

Ÿ 총 26종을 일괄처리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총 21시간 27분 55초으로 10일치 자료를

24시간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음.

Ÿ 또한 실제 성능 분석은 총 8대의 GPU 계산 노드를 모두 사용하여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실시간 처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50%에 해당하는 4대의 계산

노드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의 성능 목표를 상회하여 달성하였다고 판단

됨.

Ÿ 확인 일정: 2020-12-1, 2020-12-17

Ÿ 시험 환경: SOE 계산 노드 중 일괄처리 클러스터로 할당된 4대

그림 3.1.2.117. 일괄처리 성능분석 환경.

Ÿ 입력 자료: 10일치 L1B

23
/dse/setting/transm
ission/distribution-l
og

웹 페이지 검색 130 3000 만족

24
/dse/setting/transm
ission/collection-lo
g

웹 페이지 검색 2400 3000 만족

25
/dse/setting/statisti
cs/file

자료 조회 390 1000 만족

26
/dse/setting/statisti
cs/download

자료 조회 400 1000 만족

27
/dse/setting/statisti
cs/connection

자료 조회 420 1000 만족

28
/dse/setting/statisti
cs/daily

자료 조회 900 1000 만족

29 /dse/myinfo/admin 자료 조회 1230 1000 만족
30 /dse/set_language 자료 조회 15 1000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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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확인 방법: GOCI-II L2의 경우 기초, 대기, 해양 산출물의 경우 매 촬영 시 마다 모

두 처리되지만 육상 산출물 6종(육상 지표반사도, 협대역 육상 알베도, 광대역 육상

알베도, 정규식생지수, 향상식생지수, 토지피복)의 경우 육상 지표 반사도를 제외한

산출물은 일정 기간의 입력 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 촬영이 아닌 일 또는

연 단위로 처리함. 따라서 10일 자료에 대한 일괄처리 성능을 분석 시에는 아래 두

경우를 나눠 측정

Ÿ 분석 결과

- DSE 웹 보안 안정성

Ÿ DSE의 웹 보안 안정성을 OWASP ZAP을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하였음.

Ÿ 1차 검사에서 2차례에 걸쳐 확인 결과 High, Medium에 해당하는 항목이 발견되어

모두 조치 후 2차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Ÿ 확인 일정: 2020-10-07(1차), 2020-12-04(2차)

Ÿ 분석 항목 및 결과

구분 처리시간 시험 결과 비고
기초, 대기, 해양
산출물 20종

2020-12-15 14:35:26 ~
2020-12-16 06:33:33

15시간 58분 7초 -

육상 산출물 6종
2020-12-17 04:08:54 ~
2020-12-17 09:38:42

5시간 29분 48초 -

총합 21시간 27분 55초 성공

표 3.1.49 일괄처리 성능 분석 결과

구분 내용
기간 2020-11-11 00:15:30 ~ 2020-11-20 23:15:30 (UTC)
레벨 L1B

파일 개수 12 slot x 2(HG/LG) x 10회 촬영 x 10일 = 2400개

파일 이름

GK2_GOCI2_L1B_20201111_001500_RLA_S0000_LG.nc
GK2_GOCI2_L1B_20201111_001500_RLA_S0000_HG.nc
…
GK2_GOCI2_L1B_20201120_231500_RLA_S0011_LG.nc
GK2_GOCI2_L1B_20201120_231500_RLA_S0011_HG.nc

표 3.1.48. 일괄처리 성능 분석 입력 자료

취약점 이름 위험도 취약점 설명
유효성
검증 결과

세부 설명
조치 후
재확인결과

Pll Disclosure High 민감 정보 노출 오탐

신용 카드 주요 정보
패턴과 숫자 패턴이
일치하여 탐지된 오탐,
탐지 정보 확인 결과
민감 정보가 아님을
확인

미탐지

Source Code
Disclosure – File

Inclusion
High

웹 서버 코드
노출

오탐
/dse/resources/advanc
ed_search API 검색
항목(리스트로 표기)을

미탐지

표 3.1.50 DSE 웹 보안 안정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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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 기능 시험

Ÿ 시험 일정: 2017-10-18

Ÿ 시험 항목 및 결과

내부 소스 코드로
인식하여 탐지된 오탐

SQL Injection High
SQL Injection
가능성 확인

취약점

로그인 페이지 “id”
필드에 특정 쿼리 입력
시 응답이 19초
소요되는 현상 확인

미탐지
(조치완료)

SQL Injection High
SQL Injection
가능성 확인

취약점

/dse/resources/advanc
ed_search API에 특정
쿼리 입력 시 응답이
1초 가량 지연되는
현상 확인

미탐지
(조치완료)

HTTP Only Site Medium HTTPS 미적용 취약점
HTTPS 프로토콜이
미적용됨

미탐지
(조치완료)

Cross-Domain
Misconfiguration

Medium
HTTP Header
CORS 설정
취약점

취약점
데이터 업로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API
목록이 존재함

미탐지
(조치완료)

Apache Range
Header Docs

Medium
Apache Web
Server Header
설정 취약점

오탐

DSE는 웹 서버로
Apache Server가 아닌
Nginx Server를 사용
중이므로, 본 취약점은
오탐

미탐지

Integer Overflow
Error

Medium
입력 값 범위
제한 없음

취약점

/dse/resources/advanc
ed_search API “page”,
“key”, “rows” 검색
조건 숫자 범위 입력
제한 없음
/dse/resources/list/adv
anced_count API 모든
검색 조건 숫자 범위
입력 제한 없음

미탐지
(조치완료)

Application Error
Disclosure

Medium
오류 정보 노출
데이터 탐지

오탐

내부 코드가 아닌
vendor.bundle.js
파일에서 오류 로깅이
탐지된 오탐

미탐지

X-Frame Options
Header Not Set

Medium
ClickJacking

취약점 공격 가능
취약점

링크 변조로 클릭을
유도하는 ClickJacking
취약점을 방어하는
HTTP Header
X-Frame Option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미탐지
(조치완료)

Format String
Error

Medium
입력 값에 대한
오류 로그 노출

취약점

긴 문자열 입력
예외처리 부재로 인해
Stack Trace 로그
노출됨

미탐지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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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E 1단계 인수 시험

Ÿ 시험 일정: 2017-11-15 ~ 16

Ÿ 시험 항목 및 결과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목적
시험
결과

비고

TC-ADE-00010 계정 관리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는 계정
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
인증하는 기능을 검증한다.

성공

TC-ADE-00020
역할 및 권한

관리

시스템 내 역할과 역할 별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
삭제하는 기능을 검증한다.

성공

TC-ADE-00030 시스템 설정
시스템 주요 설정 정보를 확인,
수정, 변경 추적 하는 기능을
검증한다.

성공

TC-ADE-00040 시스템 상태 전시
시스템 내 각종 감시 대상
지표와 그 통계들이 자동으로
갱신, 전시되는지 검증한다.

성공

TC-ADE-00050 알고리즘 관리

알고리즘 정보 관리 기능을
검증한다. 알고리즘 정보에는
기본 메타 정보, 검증 정보 등이
포함된다.

성공

TC-ADE-00060 자료 관리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고, 기
등록된 자료를 검색, 조회, 삭제
하는 기능을 검증한다.

성공

1차 수행 시
저장공간 부족으로
실패하여 공간 확보
후 재시험

TC-ADE-00070 프로젝트 관리

알고리즘 개발자가 생성한
프로젝트 정보의 관리 기능(등록,
수정, 삭제, 빌드, 검증)을
검증한다.

성공

TC-ADE-00080 소스코드 관리
프로젝트에 넣을 소스코드를
작성, 등록, 수정하는 기능을
검증한다.

성공

표 3.1.51. ADE 기능 시험 결과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PCS-00010 L0 영상 생성
RAW를 입력으로 하여 L0
산출물 생성하는 기능 검증

성공

TC-PCS-00020 L1A영상 생성
L0를 입력 받아 L1A 영상을
생성하는 기능 검증

성공

TC-PCS-00030 DCC 검정
암전류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암전류 보정 계수 산출하는 기능
검증

성공

TC-PCS-00040 월광 검정
달 관측 자료를 입력 받아 월광
보정 계수를 생성하는 기능 검증

성공

TC-ODPS-00010 자료 분석-기본

플러그인 관리, 카탈로그 확인 및
다운로드, GOCI RAW, L0, L1A,
L1B 로드 및 전시, 파일 형식
변환, 모자이크 영상 생성 및

성공

표 3.1.52 SOE 1단계 인수 시험 결과



- 206 -

- DSE 1단계 인수 시험

Ÿ 시험 일정: 2018-06-26

Ÿ 시험 항목 및 결과

- SOE 2단계 인수시험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전시, 벡터 자료 중첩 전시 기능
검증

TC-ODPS-00020 자료 분석-고급
영상 필터 처리, 지표 분석,
군집화 기능 검증

성공

TC-ODPS-00030
자료 분석-GOCI
L2 생성

L2 산출물 생성 기록 확인 및
대기보정 처리 기능 검증

성공

TC-ODPS-00040
실시간

처리-GOCI L2
생성

RAW, L0, L1A, L1B 산출물
생성 감시 및 L2 산출물 생성
기능 검증

성공

TC-ODPS-00050
실시간

처리-작업 부하
분산

분산 처리 및 이벤트 처리 기능
검증

성공

TC-DMS-00010 자료 관리
단일/다중 자료 등록, 검색, 자료
카탈로그 전시 기능 검증

성공

TC-DMS-00020 외부 자료 수집
외부 자료 수집 접속 주소, 저장
위치 설정 및 HTTP/FTP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 검증

성공

TC-OQMS-00010
작업 등록 및

수정
프로그램 등록, 작업 등록 및
수행 기능 검증

성공

TC-OQMS-00020
시스템 상태
확인

분산 저장소 상태 및 이벤트
버스(메신저 서버) 상태 확인
기능 검증

성공

TC-OQMS-00030 작업 상태 확인
작업 흐름 및 로그 확인 기능
검증

성공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DSE-00010 자료 관리
카탈로그 등록, 설정, 삭제, 확인
및 파일 다운로드 기능 검증

성공

TC-DSE-00020 계정 관리
계정 등록, 삭제, 암호 변경, 역할
설정, 개인화 서비스 기능을 검증

성공

TC-DSE-00030
자료 검색 및

활용
산출물에 대한 접근, 기본 검색,
고급 검색 기능에 대해 검증

성공

TC-DSE-00040 배포 현황 관리
전송 기록 확인, 접속 기록 확인,
저장소 현황 확인 기능 검증

성공

TC-DSE-00050
자료 수집 및

배포
전송 작업 설정 및 결과 확인
기능 검증

성공

TC-DSE-00060 시스템 설정 상태 및 대역폭 설정 기능 검증 성공

TC-DSE-00070
플러그인 저장소

관리
플러그인 검색, 다운로드, 배포
기록 확인 기능에 대한 검증

성공

표 3.1.53. DSE 1단계 인수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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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험 일정: 2018-11-29

Ÿ 시험 항목 및 결과

- SOE 안정화 1단계 시험

Ÿ 시험 일정: 2019-03-15

Ÿ 시험 항목 및 결과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SOE-00010 알고리즘 관리
알고리즘 패키지의 설치, 실행,
업데이트 기능에 대한 검증

성공

TC-SOE-00020 자원 관리

자료 처리를 위한 클러스터 및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의
등록, 변경, 삭제 관련 기능에
대한 검증

성공

TC-SOE-00030 임무 관리
임무 계획 및 임무 스케줄 관리
기능 검증

성공

TC-SOE-00040 품질 관리
공통 품질 측정 및 품질 전시
기능 검증

성공

TC-SOE-00050 작업 관리
실시간 처리되는 작업의 현황
전시, 처리 완료된 작업에 대한
검색 기능에 대한 검증

성공

TC-SOE-00060 자료 관리
SOC, NMSC, ESC 등 외부
기관과의 자료 동기화 기능에
대한 검증

성공

TC-SOE-00070 L2 실시간 처리
실시간 생성되는 L1B를 입력으로
하여 L2 산출물이 생성되는 기능
검증

성공

TC-SOE-00080 L2 재처리

처리 완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L1B를 입력으로 하여 L2
산출물이 생성되는 기능에 대한
검증

성공

TC-SOE-00090 저장소 관리
저장소 간 백업 및 복원 기능에
대한 검증

성공

TC-SOE-00100 복사보정 후처리
L1A 산출물과 보정 커널을 입력
받아 영상 보정을 수행하는 기능
검증

성공

TC-SOE-00110
영상 정밀 품질

계산

L0, L0C 등의 산출물을 입력
받아 SNR, MTF를 측정하는
기능을 검증

성공

표 3.1.54. SOE 2단계 인수시험 결과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SST-00010 계정 관리
계정 정보 등록, 수정, 삭제, 인증
기능 검증

성공

TC-SST-00020
역할 및 권한

관리
시스템 내 역할과 역할 별 권한에
대한 추가, 삭제 기능 검증

성공

표 3.1.55. SOE 안정화 1단계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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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E 안정화 2단계 시험

Ÿ 시험 일정: 2019-04-26

Ÿ 시험 항목 및 결과

- SOE 안정화 1단계 시험

Ÿ 시험 일정: 2019-07-04

Ÿ 시험 항목 및 결과

- SOE 고도화 단계 시험

Ÿ 시험 일정: 2019-10-24(1차), 2019-11-01(2차), 2019-11-15(3차)

Ÿ 시험 항목 및 결과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SST-00030
L2 오프라인
처리

GTBX를 사용하여 L2 산출물
생성하는 기능 검증

성공

TC-SST-00040 L2 온라인 처리
실시간 생성되는 L1B를 입력으로
하여 L2 산출물이 생성되는지
검증

성공

TC-SST-00050 L2 재처리
처리 완료되어 저장된 L1B 들을
입력으로 하여 L2 산출물을
생성하는 기능 검증

성공

TC-SST-00060
재난

대응-DBMS
실패

DBMS프로세스의 비정상적
종료에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

성공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SST-00110
시스템 권한
관리

보안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URL 별로
설정된 권한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지 검증

성공

TC-SST-00120 산출물 설정
산출물 설정을 통해 자료 처리
흐림 변경하는 기능 검증

성공

TC-SST-00130 실패 작업 복구
산출물 처리가 실패했을 때 이를
복구하는 기능에 대한 검증

성공

표 3.1.56. SOE 안정화 2단계 시험 결과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SST-00210
기반 서비스
실패 대응 – 웹
응용 서버

이중화된 웹 응용 서버 중 일부가
비정상 종료되었을 때, 시스템이
정상 기능하는지 검증

성공

TC-SST-00220
기반 서비스
실패 대응 –
메신저 서버

메신저 서버가 이중화된 상태에서
하나의 서버가 비정상
종료되더라도 시스템이 정상
기능하는지 검증

성공

표 3.1.57. SOE 안정화 3단계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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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E 통합 1단계 시험

Ÿ 시험 일정: 2020-03-18

Ÿ 시험 항목 및 결과

- SOE 통합 2단계 시험

Ÿ 시험 일정: 2020-09-17(1차), 2020-11-06(2차)

Ÿ 시험 항목 및 결과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SIT-00010
관제 자료 전송

감시
임무 스케줄 및 관제 자료 감시,
수신, 전송, 전시 기능 확인

성공

TC-SIT-00020
수신 시스템
감시

수신 서브시스템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 수집, 전시 기능
확인

성공

TC-SIT-00030
실시간 DPS
처리 감시

RAW, L0, L0C, L1A 산출물
생성 감시 기능 확인

성공

TC-SIT-00040
실시간 INR
처리 감시

L1B 산출물 감시 기능 확인 성공
초기화 후

재시작하여 성공

TC-SIT-00050
오프라인 L2
처리

L1B 산출물을 입력으로 하여
GTBX에서 L2 산출물이
생성되는지 확인

성공

표 3.1.59. SOE 통합 1단계 시험 결과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SST-00310
L1B 실시간
생성

실시간 생성되는 L1A 입력을
처리하여 L1B 산출물을 생성하는
기능에 대한 검증

성공

TC-SST-00320 L1B 일괄 생성
미리 생성된 L1A들을
입력으로하여 L1B 산출물을
생성하는 기능에 대한 검증

성공
1차 수행 실패
3차 수행 성공

TC-SST-00330
수신 시스템
연동

수신 서브시스템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 수집, 전시 기능
확인

성공

TC-SST-00340
비디오 파라미터

관리
비디오 파라미터 및 템플릿의
생성, 수정, 전송, 삭제 기능 검증

성공

TC-SST-00350
슬롯 파라미터

관리
슬롯 파라미터 및 템플릿의 생성,
수정, 전송, 삭제 기능 검증

성공
1차 수행 실패
2차 수행 성공

TC-SST-00360
임무요청 템플릿

관리
임무요청 템플릿의 생성, 수정
기능 검증

성공

TC-SST-00370 임무요청 관리
임무요청 생성, 수정, 전송, 전시
기능 검증

성공

TC-SST-00380 정기 일괄처리
재분석 자료 수집 및 정기 일괄
처리의 설정, 실행, 결과 확인
기능 검증

성공

표 3.1.58. SOE 고도화 단계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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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E, DSE 통합시험/완료시험에 서브시스템 6개(기능별)가 모두 포함되었는가?
모든 기능들은 2016년부터 수행한 시험의 합으로 모두 커버가 되는 것이고 통합시험은
전체적인 시스템 통합 차원에서의 시험을 의미함.
시스템 통합 차원에서 “수신-자료보정(전처리)-자료처리-자료 저장 및 배포-운영 및
품질관리-정밀보정”의 연동은 확인되었음.

- SOE 장기운영시험

Ÿ 시험 일정: 2020-11-27 ~ 2020-12-18

Ÿ 시험 항목 및 결과

* 장기 운영 시험 중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는가?
시스템의 물리적인 장애는 없었음.
다만, SK로 인한 촬영 취소(12/3), 전처리에서 처리 실패(12/10) 사례는 확인됨.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FIT-00010
처리 전 상태

확인
이하 시험 케이스 수행에 필요한
가정 확인

성공

TC-FIT-00110 임무 관리

임무 요청 생성, 검증, 전시, 전송
기능 확인
임무 스케줄 로드 및 전시 기능
확인

성공

TC-FIT-00210
수신 시스템
감시

수신 시스템(DAS)에 설치된
장비의 로그 수집, 전시 기능
확인

성공

TC-FIT-00220
실시간 DPS
처리 감시

RAW, L0, L0C, L1A 산출물
생성 감시 기능 확인

성공
1차 시험 실패,
2차 재시험 통과

TC-FIT-00230
실시간 INR
처리 감시

L1B 산출물 감시 기능 확인 성공
1차 시험 실패,
2차 재시험 통과

TC-FIT-00310 L2 실시간 처리
L1B 산출물을 입력으로 하여
L1B 컴포지트, L2 산출물이
생성되는지 확인

성공

TC-FIT-00320 품질 관리
L1A, L1B, L2 산출물들의 품질을
측정, 등록, 전시하는 기능 확인

성공
1차 시험 실패,
2차 재시험 통과

TC-FIT-00320
자료 분석 -
L1B 전시

GOCI-II L1B 카탈로그 확인 및
다운로드, 산출물 로드 및 전시
기능 확인

성공

표 3.1.60. SOE 통합 2단계 시험 결과

시험 식별자 시험 이름 시험 케이스 개요
시험
결과

비고

TC-SST-00410 장기 운영

임무계획 전송 성공률 확인
L1A 산출물 등록 성공률 확인
L1B 산출물 등록 성공률 확인
L1B 산출물 배포 성공률 확인
L2 산출물 등록 성공률 확인

성공

표 3.1.61. SOE 장기운영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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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감리 결과

- 종합의견

- 과업이행여부 점검대상 상세 이행내역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모두 완료)

L2 산출물 배포 성공률 확인
L2 산출물 처리 시간 확인
L2 산출물 배포 시간 확인



- 212 -



- 213 -



- 214 -



- 215 -



- 216 -



- 217 -



- 218 -



- 219 -



- 220 -

- 산출물 문서 및 시정조치 모두 적정하게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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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개발 결과 요약

- GOCI-II 지상시스템은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 GOCI-II의 지상 운영을 위하여 알고리

즘 개발 환경, 서비스 운영 환경, 자료 서비스 환경을 개발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서 구축한 자료 수신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자료 전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임.

- 알고리즘 개발 환경은 알고리즘 개발자에게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절차와 규칙뿐 아니

라 실행에 필요한 자료와 플랫폼을 제공함.

- 이를 통하여 알고리즘의 관리 자동화, 개발 지원, 협업화 지원의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알고리즘 개발 업무의 분석과 처리에 필요한 메시지 중심 구조, 서비스 지향 구

조, HPC(Hight Performance Computing)의 개념의 정의에 기반이 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음.

- 서비스 운영 환경은 운영자에게 임무관리, 자료처리 자료 관리, 운영 및 품질 모니터링

등의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GOCI-II 산출물의 정밀 보정

을 위한 SNAP의 플러그인 기반으로 GOBX와 GOCI-II 산출물의 사용자 증대를 위한

GTBX 기능도 함께 개발하였음.

- 또한 L2 산출물 처리에 GPU 기반의 분산, 병렬처리 개념을 적용하여 10일 자료를 1일

에 재처리해야 한다는 성능 요구사항을 계획대비 50% 정도 사양의 환경에서도 처리

요구사항을 50% 단축하는 쾌거를 이루었음.

- 자료 서비스 환경은 자료 사용자에게 GOCI-II 지상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서비스

하는 기능을 제공함.

- 자료의 제공은 웹 기반의 UI 뿐 아니라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snfer) API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료 제공의 용이성과 확장성을 높였음.

- 전체적인 과업 수행 관리 측면에서는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총 11번의 시험을 통하여

시스템의 모든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검증하였음.

- 또한 과업 이행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외부 감리 기관을 통해 총 6회의 정규 감리와

2회의 지원 감리를 통해 점검을 수행하였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본 과업을 통해 구축된 GOCI-II 지상시스템 운영을 통해 정지궤

도 해양위성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정확도 높은 해양위성자료 공개로 해양위

성분석정보 활용성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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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처리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연구
1. 추진 일정

가.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계획 (1차년도 과제평가 의견 반영)

(1) 알고리즘 검증

- 현장자료 및 기타 위성 (천리안 및 국외 해색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알고리즘 성능 도

출

- 고유광특성 및 핵심수질변수의 경우 2차년도, 응용해양환경 산출물은 3차년도에 수행

- 모의자료를 이용한 성능 도출

- 모든 산출물에 대해 4차년도에 수행

(2) 알고리즘 코드 구현

- 알고리즘개발환경을 이용하여 산출물 알고리즘을 위한 현업용 코드 구현

- 버그 테스트 및 구현 정확도 테스트

- 고유광특성 및 핵심수질변수의 경우 3차년도, 응용해양환경 산출물은 4차년도에 수행

(3) 참여기관 간 소통 및 협력

- SW 개발업체와 매월 월례회의 개최

- 산출물 워크샵 총 4회(‘17년 2회, ’18년 2회) 개최: 알고리즘 개발 결과를 SW 개발업체

에 발표, 공유

- 현업화회의 5회(‘18년) 개최: SW 개발업체에서 알고리즘 개발자에게 공통프레임워크

교육 및 현업 코드 개발 지원

월
주요 활동

시스템 L2 산출물 알고리즘

1
G2GS 개발 워크숍

- 2018년 일정 및 업무 범위 확정
- L2 산출물 알고리즘 현업화 계획 검토

2 개발단계 1차 감리 G2GS 위탁과제 산출물 워크샵 3차
3 G2GS 위탁과제 산출물 현업화 회의 1차
4

5
개발단계 1차 감리 시정조치 확인

DSE SAT TRR
G2GS 위탁과제 산출물 현업화 회의 2차

6 DSE SAT, TRB

7
G2GS 위탁과제 산출물 현업화 회의 3차
G2GS 위탁과제 산출물 워크샵 4차

8 개발단계 2차 감리
9 스토리지(Lustre) 구축 지원 G2GS 위탁과제 산출물 현업화 회의 4차

10
스토리지(Lustre) 구축 지원

개발단계 2차 감리
G2GS 위탁과제 산출물 현업화 회의 5차

11 SOE SAT 2단계 TRR, SOE SAT 2단계 국외 위탁과제 산출물 최종보고회(ARL)

12
SOE SAT 2단계 TRB

2018년 개발 진도 점검 회의

표 3.2.1. L2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관련 회의(2018년 4차년도 개발일정/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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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GOCI-II 지상시스템 산출물 워크숍.

그림 3.2.2. 산출물 리스트 및 산출물간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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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물 목록

자체 개발 산출물 13종과 위탁 개발 산출물 13종은 아래와 같음.

No. 산출물 Page

1 정규수출광량 (원격반사도) 225

2 대기산란보정반사도 225

3 하향확산감쇠계수 228

4 수중가시거리(세키깊이) 230

5 해류벡터(표층해류흐름) 232

6 흡광계수 238

7 역산란계수(후방산란계수) 238

8 해양전선 243

9 저염분수 판별(저염분수) 248

10 해빙 259

11 엽록소농도 270

12 적조지수 273

13 어장지수(어장환경지수) 277

14 해양일차생산력 295

15 부유조류(녹조) 297

16 용존유기물 303

17 총부유물질농도 306

18 해무 309

19 황사 312

20 에어로졸 타입 312

21 에어로졸 광학두께 312

22 정규식생지수(NDVI) 342

23 향상된식생지수(개량식생지수, EVI) 342

24 육상지표반사도 361

25 육상 알베도 342

26 토지피복도 447

표 3.2.2. GOCI-II 26종 산출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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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분자산란보정반사도, 원격반사도

가. 개요

- 위성 분광영상인 level-1B자료는 대기상층(Top-Of-Atmosphere: TOA)의 복사휘도

(LTOA)이며 해양영역 기준 LTOA의 90% 이상은 대기 광산란에서 오는 복사신호임

(그림 3.2.3).

- 해색위성으로 해양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기신호가 없는 해수만의 분광영상이 필

요하며, LTOA에서 해수분광반사도 영상을 추정해나가는 과정을 대기보정이라고 함

(그림 3.2.4).

그림 3.2.3. 파장별로 LTOA에서 대기
(aerosol+molecule) 및 해양의 radiance가 차

지하는 정도의 예시 (해양 기준).
그림 3.2.4. 대기보정 이전인 TOA 반사도(a)
와 대기보정 이후인 해수 반사도(b).

- 대기보정을 위해 보정해주어야 하는 대기 산란광은 대기분자에 의한 광산란

(Rayleigh)휘도와 이보다 큰 에어로졸 입자에 의한 광산란 휘도로 크게 나누어지며

Rayleigh 광산란 신호를 제거한 TOA에서의 반사도를 대기분자산란보정반사도

(Rayleigh corrected reflectance: ρc)라고 함

- 일반적으로 반사도의 개념은 “상향확산조도(Eu)÷하향확산조도(Ed)”이지만 위성이나 센

서로 Eu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향확산조도(Eu)대신 상향복사휘도

(Lu)를 사용하며 이를 원격반사도라고 함.

- 해색자료에서의 원격반사도(remote-sensing reflectance: Rrs)는 대기가 없거나 혹은

대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해수표면에 가까운 위치에서의 반사도이기 때문에 해수표

면에서의 “Lu÷Eu”가 됨

- TOA에서 획득한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해수표면에서의 Rr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ρc에

추가적으로 에어로졸의 광산란 신호를 제거하고 광원-관측자 방향성 보정모델(BRDF)

을 적용함

나. 알고리즘

- 대기보정 알고리즘의 특성상 구름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Rayleigh 광산란 정도는 복

사전달 시뮬레이션을 통해 1% 이내의 오차율로 계산이 가능

- 태양직접반사광(sun-glint)와 백파(whitecap)의 영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파장 λ에

대한 대기분자산란 보정 반사도(ρc)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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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

- 여기서 θs는 태양천정각, F0은 대기상층에서 태양광에 의한 하향조도(down-welling

irradiance)임. tgs와 tgv는 각각 순서대로 대기의 미세흡광가스(오존, 이산화질소, 수증기

등)에 의한 하향과 상향 흡광투과율임

- 대기분자 광산란 반사도(Rayleigh reflectance: ρr)의 경우 복사전달시뮬레이션에

Rayleigh 광두께 모델(Bodhaine, 1999 모델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태양-위성 기하

각, 바람장, 대기압, 해발고도, 중력, 구각대기, 편광, 다중산란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1% 이내의 오차율로 계산이 가능

- 좀 더 정밀한 보정을 위해 태양직접반사광과 백파에 의한 반사도 보정 또한 일반적으

로 적용되며, GOCI 와 GOCI-II의 경우 NASA의 해색자료처리시스템인 SeaDAS에 구

현된 것과 동일한 모델을 적용

- 원격반사도의 경우 다음 수식과 같이 에어로졸 광산란에 의한 반사도와 BRDF보정을

통해 계산

 







(여기서 ρam은 에어로졸 광산란에 의한 반사도이며, B는 BRDF 보정 함수, tds와 tdv는

각각 순서대로 대기의 분자 및 에어로졸 광산란에 의한 하향과 상향 확산투과율)

- 일반적인 해색자료 대기보정 알고리즘에서는 에어로졸 반사도 ρam의 추정을 위해 에

어로졸 유형와 농도, 에어로졸과 분자입자의 상호 광산란 영향을 모두 고려

- 맑은 해역에서는 두 NIR파장(GOCI, GOCI-II의 경우 745 nm, 865 nm)에서 복사전달

모델 기반 inversion 모델을 적용하여 최적의 에어로졸 유형과 농도를 추정하고 다시

복사전달모델 기반으로 가시광 파장대 ρam값을 계산 (Ahn et al., 2016; 2018)

-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는 탁수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GOCI-II의 경우 기존 두

NIR 파장대에 620 nm와 709 nm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반복적인 최적화 기법을 통

해 에어로졸 유형과 농도를 계산

- 최적화 기법의 적용을 위해 대기반사도 모델 뿐 아니라 해수반사도 모델이 필요하며,

GOCI-II의 경우 해수 고유광특성(IOP)과 외형적광특성(IOP) 변수들의 파장별 분광상

관관계 모델(Ahn et al., 2020)을 이용

- BRDF 보정 함수 B의 계산을 위해서는 해수 속 주요 입자들에 구성에 의한 산란함수

(Morel et al., 2002)와 해수표면에서의 Fresnel 투과모델이(Wang, 2006) 적용되었으며,

GOCI 및 GOCI-II에 맞게 수정됨 (Ahn et al., 2015)

- 대기확산투과율 tds와 tdv의 계산을 위해서는 대기구성성분의 유형 및 농도 뿐 아니라

해수표면에서의 BRDF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해수-대기 연동 복사전달모델을 통해

해당 변수를 계산 (BRDF보정 함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3.2.7. 고유광특성 (총

흡광계수, 총 후방산란계수) 부분에 좀 더 자세히 기술)

다. 정규수출광량(원격반사도) 검증

- 원격반사도의 기본적인 과정은 NASA 표준 자료 처리방법(Gordon and Wan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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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ey et al., 2010)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GOCI-II를 위해 부분적으로 성능을 향상

시킴

- 에어로졸 모델 선택 과정에서 아래 수식과 같은 Spectral Relationship of Aerosol

Multiple-Scattering Reflectance (SRAMS)의 원리를 적용해 정확도를 기존 방법보다

향상시킴(Ahn et al., 2016; 2018)

- 연안해역에서는 흡광계수(a) 및 역산란계수(bb)의 분광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탁도가 높

은 해역에서의 정확도를 기존보다 향상시킴. 현재 탁수 대기보정 비교 국제 모임

(ACIX-II)을 통한 검증 진행 중

그림 3.2.7. 적색~근적외 파장대(620~865 nm)에서의 흡광계수 및 역산란계수
분광 상관관계.

- Lee et al. (2011) 기반 탁수 BRDF모델 구현 및 테스트

- 대기압 및 흡광가스 추정 오차에 의한 불확도 분석 (NASA와의 공동연구) 및 풍속 추

정 오차 의한 불확도 분석 수행

라. 대기산란보정반사도 검증

- 대기분자산란의 경우 다양한 태양-위성 기하각, 풍속에 대하여 구각대기 기반 복사전

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 결과들을 조견표(look-up table: LUT)에 저장 후 보간하

여 사용

- 복사전달 시뮬레이션은 오존 및 수증기에 의한 흡광(tg)을 고려하지 않고, 1대기압 및

적도 중력을 기준으로 수행하였기에 아래의 수식을 통해 위성관측 radiance (LTOA)에

서 ρc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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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향확산감쇠계수

가. 개요

- 하향확산감쇠계수(Kd)는 해수에서 수심(z)에 따라 하향복사조도(Edz)가 빛의 흡광 또

는 산란되어(확산투과) 감쇠되는 정도를 e의 지수함수로 표현한 계수(그림 3.2.8)이며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 해수 구성 성분 및 농도에 따라 Kd 스펙트럼 및 값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며, a와 bb

에 의해 결정적으로 그 값이 좌우 됨 (그림 3.2.8~3.2.9)

- Kd는 해수의 투명도를 대표하는 외형적광특성(AOP) 변수이며, 해수표면 아래에 도달

하는 빛의 양 혹은 표층 아래에서의 광합성 정도를 유추하는 목적으로도 주로 사용

그림 3.2.8. 해수 구성성분 및 농도
에 따른 수심별 하향 복사조도의

감쇠 정도 (Kirk 2011).

  그림 3.2.9. South Florida 연안 및
Caribbean Sea에서 측정된 Kd(λ) 스펙트럼

예시 (Zhao et al., 2013).

- Kd는 모든 파장에 대하여 산출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흡광과 산란이 모두 많이 일

어나는 파장대인 490 nm의 Kd값을 대표적으로 사용

나. 알고리즘

- 지금까지 광학 위성 영상에서 산출되는 Kd 알고리즘은 a와 bb기반 광학적 모델에 이

론적 기반을 둔 분석적 알고리즘과, 단순히 밴드별 Rrs 비율과 Kd의 통계적 상관관계

를 이용하는 경험적 알고리즘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

- 본 GOCI-II를 위해 개발된 Kd 알고리즘은 분석적 알고리즘 Lee et al. (2005)을 바탕

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입력자료로 a와 bb값을 사용

- 엄밀하게 Kd는 해수의 광환경에 영향을주는 모든 변수들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a와

bb값 뿐 아니라 태양천정각, 대기광(에어로졸 종류 및 농도), 표층 바람장 등에도 영향

을 받을 수 있음. Lee et al. (2005)에서는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태양천정각(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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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려하였으며, GOCI-II Kd알고리즘도 이를 반영하여 다음의 수식과 같이 구현.

  


다. 검증 방법 및 결과

- Lee et al. (2005) 기반 반분석적 Kd 모델을 GOCI-II에 적용

- 태양고도각(θs) 및 흡광계수(a) 및 역산란계수(bb) 산출물을 기반 490 nm 파장대 Kd

산출

 ××××


- APD=19.7, RMSE=0.363, RPD=2.3, Bias=-6.844

- 현장자료를 이용한 알고리즘 검증: APD=19.7, RMSE=0.363

그림 3.2.10. 현장자료와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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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중가시거리(세키깊이)

가. 개요

- 세키 디스크 깊이 (Secchi Depth, Zsd)는 물의 맑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방

법으로 가장 오래전부터 측정되어온 AOP

- 그림 3.2.11과 같은 직경 30 cm의 흑/백 패턴이 있는 세키디스크를 물 속에 수직방향

으로 내려보내고 육안으로 더 이상 세키 디스크가 안보이기 시작하는 수심의 깊이를

세키 디스크 깊이라고 정의

그림 3.2.11. 세키 디스크 패턴(좌)과 세키 디스크 깊이 측정방법
(Kulshreshtha and Shanmugam, 2015) (우).

- 세키 디스크 깊이는 해수구성성분 뿐 아니라 대기광환경, 태양위치, 관측자에 따라 그 값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불확도가 높은 AOP 측정방법이지만, 매우 오래전부터

자료가 축적되어있고 매우 직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해양관측활동

에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해양환경변수임

나. 알고리즘

- GOCI-II의 수중가시거리(Z sd) 알고리즘은 Lee et al. (2015)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

음

- 여기에서 Z sd는 물체는 탐지하는 사람의 인지능력에 대한 함수, 그리고 해수의 구성성분

및 농도에 따른 빛의 하향 및 상향 확산투과율 대한 함수로 만들어짐

- 사람의 인지능력에 대한 함수는 물체와 배경의 대조능력을 의미하며 본 알고리즘에서는

오랜 연구를 통해 알려진 평균적인 값이 사용

- 상향 및 하향확산투과율은 결국 Kd(λ)에 의해 좌우되며 와는 Z sd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 Kd(λ)은 해수 구성물질 및 농도에 따라 가시광 파장대에서 스펙트럼이 달라지기 때문에

Lee et al. (2015)에서는 최소값을 가지는 파장의 Kd(λ)를 사용하여 Z sd를 다음의 식들과

같이 도출,

 

l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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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reflectance에서 인간 눈의 대비 임계 값이며 보통 3~4사이의 값을 가짐. λc

는 가장 작은 Kd(λ)값을 가진 파장 λ 임)

- GOCI-II에는 510, 620 nm 의 가시광 밴드가 새로이 추가되어서 좀 더 다양한 해수 광

환경에 대한 Kd(λ) 최소값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특히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는 녹색 파장 이후에서 Kd 최소값을 보이므로 620 nm 밴드

의 활용이 좀 더 정확한 Z sd 추정에 도움이 될 예정

다. 검증 방법 및 결과

- Lee et al. (2005) 기반 반분석적 Kd 모델을 GOCI-II에 적용

- 태양고도각(θs) 및 흡광계수(a) 및 역산란계수(bb) 산출물을 기반 490 nm 파장대 Kd

산출

 ××××


- 세키 깊이의 경우 해수표면 광특성의 90%를 기여하는 이론적인 수치인 1/Kd 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 (Lee et al., 2015)

- RPD=2.3, Bias=-6.844

- 현장자료를 이용한 알고리즘 검증: APD=22.8, RMSE=2.159, RPD=-5.3, Bias=-337.652

그림 3.2.12. 현장자료와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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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류벡터(표층해류흐름)

가. 연구개발 목적

(1)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를 위한 클로로필-a 농도 표층해류흐름 산출물 개발

- 표층해류흐름 산출물 원형 알고리즘 개발

- 표층해류흐름 알고리즘 최적화 및 산출과정 자동화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 천리안 해양위성 2호 (GOCI-II) 개발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최적화된 표

층 해류의 실시간 산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함

- 해류는 해양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특히 표층 해류는 해

수의 순환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및 대기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표층 해류에 대한 정확하

고, 연속적인 정보 생산이 필요함

다. 연구개발 범위

(1) 표층해류흐름 산출물 원형 알고리즘 개발

- 표층 해류 산출 국외 기술현황 분석

- GOCI-II 관측 해역 배경장 특성 분석

- 자료 전처리 및 품질관리 기법 개발

- 표층해류흐름 원형 알고리즘 개발

-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

(2) 표층해류흐름 알고리즘 최적화 및 산출과정 자동화

- 표층해류흐름 알고리즘 수정 보완 및 최적화

-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기술 개선

- 알고리즘 기술문서(ATBD)작성

라. 표층해류흐름 산출물 원형 알고리즘 개발

(1) 기존 해류 산출 알고리즘 비교

- 형상 추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Maximum Cross Correlation (MCC) 알고리즘이 지난

수 십년동안 가장 보편적인 표층 해류 산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Sum of Absolute Differences (SAD), Sum of Square

Differences (SSD) 알고리즘이 제시됨

그림 3.2.13. 각 알고리즘(MCC, SAD, SSD)을 적용한 해류 산출 결과(2017년
5월 1일 02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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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표층 해류장을 산출한 결과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오

차 발생 비율 역시 알고리즘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다만, 표층 해류 산출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SAD와 SSD 알고리즘이 MCC 알고리즘에 비해 각각 10%,

13% 감소하여 표층 해류 산출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GOCI-II 관측 해역 배경장 특성 분석

- 30년간의 인공위성 추적 표층 뜰개 관측자료로부터 계산한 전구 해류 평균 속도 자료

를 활용하여 GOCI-II 관측 해역의 표층 해류 기후장을 분석함. 해당 기후 자료는

NOAA/AOML에서 0.5 x 0.5 degree 격자의 월별 자료로 제공되고 있음.

그림 3.2.14. 전구 영역에 대한 해류의 평균 속도 분포(좌)와 GOCI 격
자에서 한 픽셀을 벗어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분포(우).

- 표층 해류의 속도는 해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0-1.5 m/s의 범위를 보임. 표층 해류

기후장을 통하여 GOCI 격자상에서 하나의 화소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한

결과 해류의 속도가 빠른 해역(ex.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

지만, 그 외의 해류의 속도가 느린 해역에서는 소요 시간이 최대 6시간까지 증가함. 따

라서 영상 간 적용되는 시간 간격이 오차의 요인이 될 수 있음.

(3) 자료 전처리 및 품질관리 기법 개발

- GOCI 해양 번수(클로로필-a) 자료 특성 분석

- 자료 품질관리 기법 개발

(4) 표층해류흐름 원형 알고리즘 개발

- 표층 해류의 속력 분포를 고려한 template, search window size 선정

- 영상 간 최적 시간 간격 판단 및 결정

- 산출 결과물 품질관리 기법 개발 및 적용

2. 표층해류흐름 알고리즘 최적화 및 산출과정 자동화

(5) 표층해류흐름 알고리즘 수정 보완 및 최적화

(가) 요구 자료처리시간 도달

- 자료처리시간 도달을 위한 연산 함수 수정(해류벡터 산출 10분 이내 도달)

(나) subsampling 간격, 산출물 해상도 결정 최적화

- 표층 해류의 속력 분포를 고려한 template, search window size 최적화

(template window : 23 x 23, search window : 43 x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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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간 최적 시간 간격 결정 (∆t : 2시간)

(다) 실시간/준실시간 산출물 생산 설계 및 구현

- 실시간 표층해류 산출 알고리즘 개발 완료 및 자동화

- flag 정보 산출 (0: Clear, 1: Cloud mask, 2: Correlation coefficient < threshold,

4: Abnormal speed range, 8: Nearest neighbor comparison)

(라) 해류 산출물 이상값 제거 기법 개발

- Correlation Test : 변위 벡터 이동 영역 사이의 상관계수 > 임계값(0.4)

- 최근접 비교 방식(Nearest-neighbor comparisons) : 표층 해류는 주변 해류와 속

력·방향성면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특성을 이용

- (3 x 3 window 내 중심에 위치한 해류의 속력과 방향을 기준으로 주변 해류의 속

력이 0.5-2배 범위에 포함되며 방향 차이가 50°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에만 통과)

그림 3.2.15. 최근접 비교 방식의 원리.

(6)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기술 개선

(가) 최적 표층해류흐름 산출 알고리즘 확정 및 코드화

- 형상 추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Maximum Cross Correlation (MCC) 알고리즘 활

용 (Python 내장 연산 함수 사용으로 연산 시간 단축)

- GOPF 코드 적용으로 입출력 함수 통일

- Python 코드 변환 완료

그림 3.2.16. 표층 해류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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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증 결과

(가) 검증 준비사항

- 입력자료 생산 : GOCI L2 클로로필-a 농도자료, 공통보조자료(위·경도, 육·해상 마스

크)

- 검증자료 수집 : GTS drifter current data

- 알고리즘의 정상 구동 확인

- 초기 검증 지표 확인

(나) 알고리즘 정확도 분석 기술 개선

① Drifter current의 Quality Control 강화

→ 표층 뜰개 자료로 해류를 계산할 때 강한 바람 등의 요인으로 실제 표층 해류와는

다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오차로 판단되는 자료 제거

- 비이상적인 speed 값 제외 (speed > 2.5 m/s인 값들 제거)

- m(일평균) ± 2σ(표준편차) 범위 밖의 자료 제외

② 일치점 생성시 시·공간 격차 최적화 수행 → 충분한 matchup 개수 확보 필요

(matchup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큰 오차값들이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정확도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시공간 격차가 너무 클 경우 이 또한 오차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일

치점 조건을 설정함 (6시간 이내, 10-pixel radius 이내)

③ 한 달 기간의 일치점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정확도 산출 필요 → 일치점의 개수가 충

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체 영역에 대한 산출 해류의 실제 정확도와 관계없이 높은

오차 특성을 보일 수 있음.

④ 위 수정된 사항을 적용하여 GTS drifter current data 계산 및 일치점 생성 후 비교

검증 수행

(다) 요구사항 및 검증 결과

① 요구사항

- Speed RMSE : 0.15 m/s

- Speed Bias : ±0.09 m/s

② 현재 성능

- Speed RMSE : 0.148 m/s

- Speed Bias : -0.013 m/s

③ 검증 자료 : GTS drifter current

④ 검증 기간 : 2017.04.01. 00:00 ~ 2017.04.30. 06:00 (UTC) (1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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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증 영역 : GOCI 관측 영역

⑥ 검증 결과

※ 한 달 간의 일치점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도 검증을 수행한 결과 목표정확도에 근접한

score를 획득함

(라) 정성적 분석 결과

① 해류 벡터 산출 영상 (예시)

 

- 청천해역에서 해류를 산출함

- 구름 주변 해역에서는 입력 자료가 존재하여도 해류 품질 관리 과정에서 해류 산

출물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음

- 품질 관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못한 에러 픽셀로 인해 정확도 저하 가능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해류 산출물 개수 확보와 정확도 향상 간의 균형을 맞추어 경계값

최적화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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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QC 방법 Criteria
Correlation Test 변위벡터 이동영역 사이의 상관계수 > 임계값 (0.4)

Nearest-neighbor
comparisons

표층해류는 주변 해류와 속력, 방향성 면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특성을 이용
Speed range : within 0.5 - 2 times of center vector
(3x3windows)
Direction range : within 50° of center vector (3x3windows)

(마) 향후 계획

- 지속적인 산출물 모니터링을 통한 알고리즘 장기 성능 분석

- 해류 산출 오차 발생 가능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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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유광특성 (총 흡광계수, 총 후방산란계수)

가. 개요

- 해수의 고유광특성(Inherent Optical Properties, IOP)은 해수 주요 입자성 성분들에 의한

외부 광 환경에 독립적인 광특성을 의미

- IOP를 통해 해수의 입자성 구성성분들에 의한 Rrs의 변화 기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

양의 광환경분석 혹은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수임

- 대표적인 IOP값들로는 흡광계수(a), 산란계수(b), 후방(역)산란계수(bb), 감쇠계수(c) 등이

있음

그림 3.2.20. 물속에서는 빛(광자)이 투과하는 과정에서

수중입자들에 의해 산란 혹은 흡광이 발생함.

- 흡광계수(a)는 외부와 광이 차단되고 단일산란만 발생하는 조건에서 해수 속에서 단위거

리를 광자가 통과하며 소멸되는 정도를 e에 대한 지수함수로 표현한 변수임

- 산란계수(b)는 해수 속에서 광자가 통과하며 전방 혹은 후방으로 산란되는 정도를 e에

대한 지수함수로 표현한 변수임.

- 산란계수(b)에서 후방으로 산란되는 경우만 따로 지수함수로 표현한 변수가 후방산란계

수(bb)임

- 감쇠계수(c)는 산란 혹은 흡광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지수함수로 표현한 경우이며 그

값은 a+b와 같다. 이들 IOP 중 Rrs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a와 bb이며 Rrs와

의 관계식은 대략적으로 다음의 식과 같음,

∝


.

- GOCI-II의 IOP 추정 알고리즘 또한 대기보정 산출물인 Rrs로부터 반분석적인 a방법으로

와 bb를 계산한다.

나. 알고리즘

- GOCI-II의 IOP 추정 알고리즘은 Zhonping Lee가 개발한 반분석적 알고리즘

(quasi-analytical algorithm: QAA)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Lee et al., 2002; Le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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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9; Lee, 2014). QAA를 비롯한 일반적인 해색모델들은 a, bb와 Rrs의 관계를 아래

의 식과 같이 정의함 (Lee et al., 2011),

Å

ÅÅ



≈


. (1)

(여기에서 f는 “bb/(a+bb)"와 해수 표면 아래(0-)에서의 IOP와 해수반사도(Eu0-/Ed0-) 상관

관계 모델, Q는 해수표면 아래에서 천정방향으로 빛이 산란하여 휘도의 세기를 결정하는

모델(Lu0-/Ed0-), ς은 해수표면 아래(0-)에서 Fresnel 투과모델에 의해 해수표면 위(0+)로

빛이 통과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모델)

- 모델 f의 경우 태양천정각(θs) 뿐 아니라 수중 입자들의 흡광(a)과 산란각위상함수(phase

function)등 IOP에 종속적인 함수이며, 대기광 즉 에어로졸 광두께(τa)와 에어로졸 유형

(Å) 및 표층바람장(W)에 대한 함수이기도 함

- 모델 Q와 모델 ς는 모델 f의 변수 외에 추가적으로 관측천정각(θv)에 대한 함수

- QAA 알고리즘에서는 빛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f, Q, ς BRDF 모델들의 영향이 적다고

가정하고 이들을 비교적 단순한 2차 다항식 형태의 분석적 모델(F)로 정의

- QAA 알고리즘은 위의 식(1)에 의해 Rrs에서 “bb/(a+bb)" 값의 추정이 가능하며 이에 경

험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림 3.2.2.2와 같이 해수 주요 구성성분 별 a와 bb를 추정

그림 3.2.21. QAA알고리즘을 통해 해수 주요구성성분들의 a와
bb를 추정하는 과정 (Lee et al., 2002).

- QAA알고리즘에서 총 흡광계수(a)와 총 후방산란계수(bb)는 다음의 식들과 같이 구성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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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w, adg, achl는 각각 순서대로 순수 해수, 용해유기물+부유입자, 엽록소(주로 식물

성 플랑크톤)에 의한 흡광계수이다. 또, bbw, bbp는 각각 순서대로 순수 해수, 부유입자에

의한 후방산란계수

다. 검증 방법 및 결과

- 반분석적 알고리즘 QAA v6을 기반으로 GOCI-II 관측 파장대에 적용

- 이 방법은 Case-2 해역에서 계산하는 기준 파장대를 장파장대로 이동시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

- 현재 적용된 방법은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 후방산란계수를 과소추정으로 인해 흡광계

수 또한 과소추정하는 성향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추후에 개선 될 예정

 

 ×

××




step 1. 낮은 탁도에서의 기준파장 555 nm의 a(555 nm), bb(555 nm):

  




  log









×


 




step 2. 높은 탁도에서의 기준파장 660 nm의 a(660 nm), bb(660 nm):

  

 


step 3. 입자성 해수성분의 역산란 계수 모델을 이용하여 원하는 파장대의 흡광계수

와 산란계수 계산

 

 ×

  

  
 ,  

 

-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대기복사전달모델 자료(모의자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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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변수 입력 값
파장 412, 443, 490, 555, 660, 680, 745, 865 (nm)

에어로졸 모델 M80, C80, T90
865 nm 에어로졸 광두께 0.03, 0.07, 0.15, 0.25, 0.35

해수표면 풍속 2 m/s
태양고도각 (θs) 0°, 25°, 50°, 75°
위성고도각 (θs) 20°, 40°, 60°

태양-위성 상대방위각 (ϕsv) 60°, 120°
엽록소 농도 0.1, 0.3, 1.0 mg/m3

* 대기보정 정확도 측정에 활용된 모의자료는 대기복사전달모델의 계산값으로, 알고리즘

의 선행개발 및 성능평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임.

+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제해색연구그룹(IOCCG)에서 모의자료를 생성 및 배포하고 있지

만, GOCI-II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시뮬레이션 범위가 충분하지 않아서 IOCCG 모의자

료 생성 규약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범위를 확장하여 모의자료 생성

- 모의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 GOCI-II 방법 (A2016)이 NASA (GW1994), JAXA

(F1998), ESA (AM1999) 보다 다양한 에어로졸 모델(M80, C80, T90)에 대하여 상대적

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줌

- 현장자료를 이용한 알고리즘 검증: 흡광계수 APD=27.1, RMSE=0.088, RPD=-19.4,

Bias=-2.456, 후방산란계수 APD=11.2, RMSE=0.002, RPD=3.6, Bias=-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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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흡광계수(왼쪽), 후방산란계수(오른쪽)의 현장자료와의 비교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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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전선

가. 연구개발 목적

(1)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를 위한 해양전선 산출물 개발

(가) 해양전선 산출물 원형 알고리즘 개발

(나) 해양전선 알고리즘 최적화 및 산출과정 자동화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천리안 해양위성 2호 (GOCI-II) 개발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최적화된 표층

해류 및 해양 전선의 실시간 산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함

(2) 해양전선은 해양 표층에서 서로 성질이 다른 수괴가 만나 생기는 수평적인 경계로 다양한

해양물리·생물학적인 변수에 의해 형성되며 특히 클로로필-a 농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해양전선인 클로로필-a 농도 전선은 물리·생지화학적인 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경계로서

높은 일·이차 생산력이 나타나는 곳 및 어장의 위치와 관계됨

(3) 클로로필-a 농도전선의 위치와 세기의 변화는 주요 해양 생물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한반도 주변 해역 및 대양에 대한 클로로필-a 농도전선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클로로

필-a 농도전선 산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함

다. 연구개발 범위

(1) 해양전선 산출물 원형 알고리즘 개발

(가) 해양 전선 산출 국외 기술현황 분석

(나) GOCI-II 관측 해역 배경장 특성 분석

(다) 자료 전처리 및 품질관리 기법 개발

(라) 해양전선 원형 알고리즘 개발

(마)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

(2) 해양전선 알고리즘 최적화 및 산출과정 자동화

(가) 해양전선 알고리즘 수정 보완 및 최적화

(나)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기술 개선

(다) 알고리즘 기술문서(ATBD)작성

라. 해양 전선 산출물 원형 알고리즘 개발

(1) 기존 해양 전선 산출 알고리즘 비교

(가) 일반적인 영상 Edge 판별 시 활용되는 Prewitt, Sobel, Roberts Cross, Frei-Chen,

Laplacian, Gradient 알고리즘의 클로로필-a 농도 적용 및 비교 분석 (그림 3.2.24)

(나) Prewitt, Sobel,Frei-Chen 방식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며, Roberts Cross,

Laplacian, Gradient 방식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다) Gradient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하여 클로로필-a 농도 영상의 전선 미세구조를 잡아

내며 알고리즘 구축이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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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전선 계산 방식에 따른 GOCI chlorophyll-a 농도 전선 값 분포.

(2) GOCI-II 관측 해역 배경장 특성 분석

(가) GOCI 클로로필-a 농도 자료로부터 산출한 클로로필-a 농도 자료 활용하여 GOCI-II

관측 해역의 클로로필-a 농도 배경장을 분석함 (그림 3.2.25)

(나) GOCI-II 관측 해역의 클로로필-a 농도 전선은 해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3.5~-1

log10mg m-3 km-1의 범위를 보임. 봄철에 전선이 강하게 나타나며 가을철에는 상대적

으로 약하게 나타나 봄철 산출물 품질 관리의 경계 값을 가을철에 비하여 높게 설정함

그림 3.2.25. 계절에 따른 chlorophyll-a 농도 전선 값 분포.

(3) 영상 전처리 기법 개발

(가) GOCI 해양 번수(클로로필-a) 자료 특성 분석

(나) 영상 잡음에 대한 전처리 기법 개발

(4) 해양 전선 크기 원형 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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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OCI-II 관측 영역의 해양 전선 시공간 변동성을 고려한 window size 선정

(나) 산출 결과물 품질관리 기법 개발 및 적용 (그림 3.2.26)

(5)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

(가) MODIS Aqua 클로로필-a 농도와 비교하여 정확도 분석

(나) RMSE 0.5 mg m-3 km-1

그림 3.2.26 GOCI 클로로필-a 농도 전선 크기 산출 영상 예시.

마. 해양 전선 알고리즘 최적화 및 산출과정 자동화

(1) 해양 전선 알고리즘 수정 보완 및 최적화

(가) 요구 자료처리시간 도달

① 자료처리시간 도달을 위한 연산 함수 수정(해양 전선 산출 5분 이내 도달)

(나) 실시간/준실시간 산출물 생산 설계 및 구현

① 실시간 해양 전선 산출 알고리즘 개발 완료 및 자동화

② flag 정보 산출 (0: clear, 1: CHL speckle, 2: cloud edge, 3: abnormal front

magnitude)

(다) 클로로필-a 농도 자료 전처리 코드화

① 관측해역에 최적화된 스펙클 탐지 및 제거 기법 개발

② 구름 가장자리 탐지

③ contextual median filter 적용

(라) 해양 전선 산출 알고리즘 코드화

① Gradient method 기반 알고리즘 적용

② 산출물 이상값 제거 코드 포함

(2)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기술 개선

(가) 최적 해양 전선 산출 알고리즘 확정 및 코드화

① GOPF 코드 적용으로 입출력 함수 통일

② Python 코드 변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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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 전선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

① 정확도 검증 자료: MODIS-Aqua 클로로필-a 농도 자료 활용

② 개발 알고리즘과 동일한 영상 전처리 및 산출물 품질관리 과정 적용

③ 목표 정확도 : RMSE 0.5 mg m-3 km-1 이내 달성 (검증 픽셀 개수: 34483585,

RMSE: 0.4076 mg m-3 km-1, Bias:-0.1044 mg m-3 km-1) (그림 3.2.27)

그림 3.2.27. GOCI-MODIS 클로로필-a 농도 전선 크기 비
교.

바. 해양전선 알고리즘 수정 보완 및 최적화

(1) 요구 자료처리시간 도달

- 자료 처리 시간 도달을 위한 연산 함수 수정 (해양전선 산출 5분 이내 도달)

(2) 실시간/준실시간 산출물 생산 설계 및 구현

- 실시간 해양전선 산출 알고리즘 개발 완료 및 자동화

- flag 정보 산출 (0: clear, 1: CHL speckle, 2: cloud edge, 3: abnormal front

magnitude)

(3) CHL 농도 자료 전처리 코드화

- 관측해역에 최적화된 스펙클 탐지 및 제거 기법 개발

- 구름 가장자리 탐지

- contextual median filter 적용

(4) 최적 표층해류 산출 알고리즘 확정 및 코드화

- Gradient method 기반

- 산출물 이상값 제거 코드 포함

- GOPF 코드 적용으로 입출력 함수 통일

- 파이썬 코드 변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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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해양전선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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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염분수 판별

가. 연구개발 목적

(1) GOCI-II 자료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양자강 저염분수 유출 지역의 염분 산출물

개발

- 본 과제는 해색위성인 GOCI-II를 활용한 염분산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수행되었

다. GOCI-II는 우리나라 주변 지역을 하루에 8번 관측하기 때문에 저염분수의 확산경

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 유리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GOCI를 이용한 염분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양자강에서 흘러나온

저염분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염분의 농도는 광학적인

특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해색위성 자료만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염분산출이 불가능

하다. 때문에 광학적 특성과 염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다중선형회귀 분석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확한 알고리즘 산출이 힘들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통계적인

기법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여름철 저염분수 유출에 따른 피해 예방

- 양자강 하구역에서 유출되는 저염분수는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주로 나

타난다. 강에서 유출되는 저염분수는 해수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표층수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이 표층수의 수온이 상승해서 밀도가 더 작아지게 되어 성층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여름철에 발생하는 저염분수는 고수온 현상도 동반하게

되며, 매년 여름철에 양자강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수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영향을

미친다.

- 2018년 여름철의 경우 이어도 주변 해역이 평년보다 1-3˚C가 더 높은 29˚C 까지 올라

갔다. 이처럼 고수온을 동반한 저염분수는 해양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양식업자들에게

도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경로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공위성을 이용한 염분산출물은 대양(open ocean)용인 SMAP(Soil Moisure

Active Passive)과 SMOS(Soil Moisture and Ocean Salinity)밖에 없기 때문에 연안지

역의 염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GOCI-II의 고해상도를

이용한 염분산출은 학술적인 측면은 물론 현업에서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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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1리 어촌계 해녀들이 마을
어장에서 고수온·저염분수로 폐사가 진행되는 소라들을 건져올려

살펴보고 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제공(한겨례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8&aid=0002329499)

(2) GOCI-II 자료를 활용한 염분 산출물 제공

- GOCI-II는 GOCI에 이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정지궤도해양관측위성이

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GOCI-II에서 관측되는

Rrs(Remote Sensing Reflectance)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부수적인 산출물도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도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우리나라 제주도 인근 해역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양자강 유출수에 영향을 받기 때

문에 표층염분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광학적 자료를 이용한 염분 산출

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수행된 적이 있다. 본 연구과제는 이러한 사전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GOCI-II 자료만을 이용한 표층염분 산출을 목표로 한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자

한다.

다. 연구개발 범위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GOCI-II 염분산출 알고리즘 개발

(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2016년 366일 중 4일간격으로, 총 92일의 자료로 개발되었음

(나) 자료의 검증은 366일 전체의 자료로 수행되었음

(2) 양자강 유출수 지역의 표층 염분 산출

(가) 본 알고리즘은 양자강 저염분수 유출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표층 염분을 산출함

라. GOCI자료를 이용한 저염분수 산출 알고리즘 개발

(1) 알고리즘 학습

(가) 알고리즘 학습 방법: 표층염분과 해색자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

로 산출해야 하는데, 단순히 1차원 또는 2차원적인 수치모델로는 GOCI자료를 이용한

염분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경우,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료의 수만 많으면 복잡한 관계를 찾기에 용이하다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에서는 염분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공지

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여러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 본 연구에서는 fully connected

deep neural network 방법을 이용했으며, 이는 인접한 층의 뉴런이 모두 연결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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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각각의 인접한 뉴런은 아래의 식과 같은 선형적인 관계

를 가진다.
    (1)

- 여기서 는 입력값 x에 대한 예측값을 나타내며 W는 가중치(weight), b는 편향

치 (bias)를 나타낸다. 본 알고리즘에 이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각 뉴런간의 선

형적인 관계에서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점점 오차가 줄어드는 가중치와 편향치를

찾아낸다.

cos  



  



 
 (2)

- 식 (2)는 실제값과 예측한 값의 분산인 cost를 계산하는 식을 나타내며, 주어진 자

료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가장 최소의 cost값을 나타내는 W와 b를 찾아낸다.

(나) 알고리즘 학습 재료

그림 3.2.30. GOCI-II 저염분수 산출 알고리즘의 모식도.
본 알고리즘에서 은닉층은 8개로 설정되었으며, 각 은닉층

에는 20개의 뉴런이 존재함.

- 본 알고리즘은 그림 3.2.30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GOCI의 위치정보 및 3번부터 6번 밴

드의 수출광량(490 nm – 680 nm)자료를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다.

- 은닉층(hidden layer)과 뉴런의 개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조

합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에 적합한 은닉층과 뉴런의 조합을 찾아내

기 위해 테스트한 결과 8개의 은닉층과 20개의 뉴런의 조합에서 상관관계가 0.9로 가

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출력자료는 HYCOM(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표층 염

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크기 때문에 공간해상도는 2 km로 낮춰서 알고리즘을

학습하였다.

- 알고리즘은 최근에 저염분수가 가장 크게 발생한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하였는

데,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성능 문제 때문에 전체기간이 아닌 4일 간격으로 자료를

선택하여 알고리즘을 학습하였다. 알고리즘 학습은 전체 자료의 70%를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30%는 알고리즘 학습 성능 검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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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 학습 결과

(가) 알고리즘 성능

- 알고리즘 학습 결과 4일 간격 자료 중 학습에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 예측된 표층염분

과 HYCOM 표층 염분간의 상관관계는 0.90, RMSE는 0.79 psu로 다른 선행연구결과

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 그림 3.2.31(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자료가 저염분 범위(30 psu 이하)가

아닌 정상 염분 범위(30-35 psu)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저염분 구간에서의 성능은 상

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3.2.31. (좌)알고리즘 학습기간(4일 간격)동안의 HYCOM과 예측된 표층
염분의 산포도. 두 값의 상관관계는 0.90, 그리고 RMSE는 0.79 psu로 나타났
음. (우)2016년 전체기간(1일 간격)의 HYCOM과 예측된 표층 염분의 산포도.

두 값의 상관관계는 0.88, 그리고 RMSE는 0.85 psu로 나타났음.

-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4일 간격이 아닌 2016년 전체일의 표층염분을 GOCI로 계산하고,

이를 같은 날의 HYCOM 자료와 비교했을 때 상관관계는 0.88, RMSE는 0.85 psu로

학습기간 동안의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쁜 성능을 보이지만 여전히 사전 연구에 비

해서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그림 3.2.31(우)). 그림 3.2.31에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자료는 저염분 구간(30 psu 이하)보다 일반염분 구간(30 psu 이상)에 집중적으로 분포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일반염분구간을 잘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었다. 특히 그

림 3.2.31에서 빨간색 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염분 구간에서는 과대 추정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 그림 3.2.32은 GOCI로 산출한 표층염분자료의 예시를 보여준다. 구름에 가려진 지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던 기간(가로)을 선정해서 3일 자료를 연속으로(세로) 제시하였

다. 양자강 하구역 연안 지역에서는 항상 저염분이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북

서태평양 지역은 항상 고염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2월 9일의 경우 저염분수가

제주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확인되며, 여름철에는 동중국해 전체가 상대적으로 낮

은 염분이 나타난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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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GOCI로 예측한 표층염분의 예시 이미지. 양자강 하구역은 물론 동중국
해에서 발생하는 저염분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저염분수의 분포가 연속적으로 잘

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마. 알고리즘 성능 검증

(1) 실측 자료와의 검증

(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관측자료

그림 3.2.33. 이어도 과학기지 자료와의 검증 결과. 검
은색 별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이 이어도 과학기지의
위치. 2016년 5월 17일과 30일에는 실측자료와 거의 동

일한 염분이 예측되었음.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강 저염분수의 영

향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관측기지이다. 기지에 설치되어있는 CTD는 매분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지만,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2016년의 경우

5월 한 달의 자료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GOCI 표층염분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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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하고자 했다. GOCI 이미지의 경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지역이 구름에 가

려지지 않은 날이 17일과 30일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 그림 3.2.33에는 이 두 날짜의 GOCI 염분 산출물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염분자

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자료는 5월 17일에 평균 약 31.77 psu,

30일에 약 31.42 psu로 일반적인 해수보다 염분이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날의 GOCI 표층염분 이미지를 보면 해당지역(검은색 별표)의 염분이 약 31.5 psu

정도로 현장관측 자료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이

틀뿐이긴 하지만 본 알고리즘이 표층염분을 잘 묘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제주도 모슬포 조위관측소

- 우리나라에서 양자강 저염분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

이 위치한 조위관측소는 제주도의 모슬포 조위관측소이다. 모슬포 조위관측소는

2003년 11월 01일부터 관측을 시작하였으며, 1분 간격으로 표층수온과 염분 등을

관측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알고리즘 성능 검증을 위하여

모슬포 조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GOCI로 예측한 표층염분과

HYCOM에서 산출된 표층염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림 3.2.34에서 2월 9일의 경우 GOCI에서는 제주도 주변에서 저염분수가

관측이 되었지만 HYCOM에서는 저염분수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때 모슬포 조위관

측소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2월 9일의 평균 염분은 31.78 psu로 저염분수가 관측

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HYCOM보다는 GOCI의 염분 자료가 더 정확함을 보여

준다.

- 7월 25일의 경우 동중국해지역의 표층염분이 GOCI는 약 31 psu정도로 나타났지만

HYCOM에서는 약 29 psu로 저염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날의 모슬포 조

위관측소 염분자료는 29.63 psu였는데, 이는 HYCOM에 조금 더 가까운 수치이다.

이는 본 알고리즘이 저염분 구간에서 과대추정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GOCI로 추정한 표층 염분은 HYCOM에서 관측하지 못

하는 보다 세세한 저염분수의 확산과 고해상도의 변동을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만,

실제 저염분수 구간에서 보다 정확한 염분수치는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염분 구간(30 psu)이하로 나타나는 지역은 저염분의 강도

가 아닌 분포 패턴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254 -

그림 3.2.34. GOCI와 HYCOM의 표층염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 날과 모
슬포 조위관측소 염분값을 나타낸 그림.

(다) 정선관측자료

- 마지막으로 검증한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해양 관측자료이다. 정선 해양 관

측은 동중국해에서 3개의 정선에 32개 정점을 연 4회 관측하고 있으며 관측항목은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 플랑크톤이다.

- 2016년 여름의 경우 정선관측은 8월 23일, 24일 이틀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 두

날의 표층염분자료와 GOCI 표층염분자료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3.2.35에서 왼쪽

GOCI이미지에 파란색 타원으로 표시해둔 지역이 315 정선 라인의 위치이다. 오른

쪽 표는 정선 관측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를 보면 이틀 동안 정선관측에서는

30 psu이하의 저염분수가 잘 관측이 되었는데, GOCI 산출물에서는 약 31 psu로

상대적으로 높은 염분이 관측되었다. 이는 GOCI 산출물에서 저염분 패턴은 잘 묘

사하였지만, 30 psu 이하에서는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그림 3.2.35 참

조) 30 psu 이하로 관측되지 않고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염분인 31 psu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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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2016년 8월 23일, 24일의 GOCI 표층염분 이미지와 같은 날 정
선관측 염분 자료.

바. ADE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코드 작성

- 알고리즘 개발 코드 작성 및 제공: 본 연구개발은 Python v3.5를 이용하였으며, 인공지

능 알고리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tensorflow를 이용하여 개

발되었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표층염분 산출 알고리즘을 2016년 자료만을 이용하여 개

발한 초기버전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가 더 쌓이거나 GOCI-II 자료를 이용해서 업그

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알고리즘 적용 코드뿐만 아니라 개

발코드도 같이 제공하였다.

- 알고리즘 적용 코드 작성 및 제공: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제공

하였으며, ADE환경에 업로드하여 실제 GOCI 자료로 테스트 완료하였다. 최종 산출물

은 이미지와 netCDF파일로 제공되도록 코드가 작성되어있다.

사. 검증 방법 및 결과

(1) 저염분수 산출 영역 설정

- 본 알고리즘은 양자강에서 유출되는 저염분수가 어디로 확산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함

- 양자강 유출수와 관계없는 지역은 염분 산출이 불가능

- 연구목표에 반하지 않는 지역으로 축소하여 알고리즘 성능을 극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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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저염분수 알고리즘 개발 지역을 나타낸 이미지. 이미지 값은
2016년 6월 1일 HYCOM 해수면 염분자료임.

(2)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입력자료 선별

- 보다 정확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하여, GOCI자료를 선택적으로 이용함.

- 8개의 밴드 중 오차가 많이 나타나는 1번 밴드(412 nm)와 2번 밴드(443nm), 그리고

대기보정에 이용되는 7번 밴드(745 nm)와 8번 밴드(865 nm)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밴

드(490, 555, 660, 680 nm)를 이용함.

- 하루 8개 자료 중 태양천정각에 의한 오차가 가장 작은 GMT 03시 자료를 이용함.

- Lw<0인 값은 flag처리하여 이용함.

(3) 선별된 자료를 이용한 저염분수 산출 알고리즘 개발

-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에 입력할 자료 크기 때문에 격자 크기를 1/4(2 km × 2 km)

로 줄이고,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66일 중 4일 간격으로 선택된 92일

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 총 1,789,549의 자료 중 70%는 학습에 이용하고 나머지 30%는 검증에 이용하였음.

- Adam optimizer 방법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학습하였음.

- 본 알고리즘은 8개의 은닉 층(hidden layer)을 가지며, 각 은닉 층에는 20개의 뉴런이

존재함.

- 인접한 은닉층에 있는 뉴런들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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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인공지능 알고리즘 모식도. 입력 층에는 지리정보 및 GOCI Lw 밴드
3번부터 6번까지의 자료가 입력되며, 출력 층에는 HYCOM 표층 염분자료가 입
력됨. 은닉 층의 개수는 8개 이며 각 은닉 층에는 20개의 뉴런이 존재함.

- 학습된 알고리즘 검증 결과 HYCOM 표층염분 자료와의 상관관계는 0.90, 평균제곱근

오차(RMSE)는 0.79 psu로 나타남.

-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2016년 전체 표층 염분과 HYCOM 자료와의 상관관계는

0.88, RMSE는 0.85 psu로 나타남.

그림 3.2.38. (좌) 알고리즘 학습기간 동안의 HYCOM과 예측된 표층 염분의 분포도. 두
값의 상관관계는 0.90, RMSE는 0.79 psu로 나타남. (우) 2016년 전체 기간의 HYCOM과
예측된 표층 염분의 분포도. 두 값의 상관관계는 0.88, RMSE는 0.85 psu로 나타남.

- 대부분의 염분은 정상 범위(30-35 psu)에서 나타남

- 본 알고리즘은 저염분 범위를 산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 염분 범위(30 psu 이

하)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4) 기존 MATLAB 코드에서 Python 코드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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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orflow는 구글(Google)에서 개발하여 공개한 머신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

리임.

- 기존의 MATLAB 코드를 Python 코드로 변환하여 알고리즘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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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빙

가. 연구개발 목적

- 현재 천리안위성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에 탑재

된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센서는 한반도 주변의 해상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천리안위성의 후속 위성인 천리안 2B호 (Geo Kompsat-2B,

GK-2B)에 탑재된 GOCI-II 센서는 GOCI에 비해 고해상도 (500m → 250m), 채널수

증가 (8개 → 13개), 전구영역 관측 등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다.

- GOCI-II 해빙탐지는 기존 GOCI 센서를 이용한 연구에는 없는 산출물로, GOCI-II에

추가된 밴드 활용을 통한 새로운 알고리즘 산출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 해빙은 항로이용 및 어업, 군사적 활용도 등에 영향을 주며, 기후연구에도 중요한 지구

물리학적 요소이다. 실제 2018년 1월 한파로 인한 해빙으로 서해연안 인근의 섬 주민

의 고립 및 김 양식장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정확한 해빙 지역 파악은 후속 조치

에 도움을 준다. 직접 관측이 어려운 해빙탐지는 위성을 이용한 관측을 통해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의 탐지가 가능하고 준 실시간으로 탐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GOCI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정지궤도 해색센서인 GOCI-II를 이용한 해빙 탐지는 그 유용성

및 필요성이 높다.

다. 연구개발 범위

- GOCI-II 해빙탐지 연구개발을 통해 1) 해빙의 유무를 판별하는 해빙탐지, 2) 해빙의

범위를 알 수 있는 해빙면적, 3) 해빙의 표면성질 파악연구를 위한 굴절률, 거칠기 (연

구용)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 아래 표는 본 연구의 산출물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산출물 내용 단위 산출물 정보 표시 검증방법 목표정확도

해빙탐지 유무판별 없음
0: 해빙 아님
1: 해빙

MODIS
해빙탐지
결과

8-11 %

해빙면적 면적계산 km2 면적 값 ±11.5%

굴절률 굴절 정도 없음 굴절률 값
없음 ±10%

거칠기 거칠기 정도 ㎛ 거칠기 값

표 3.2.5. GOCI—II 해빙탐지 산출물 정보

라. 연구자료 및 사례

(1) 연구자료

(가) GOCI-II

- 본 연구는 GOCI-II 자료를 이용하여 해빙탐지를 산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최종

으로 GOCI-II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GOCI-II는 동경 128.2도 적도상공

의 정지궤도에서 해색을 관측하는 센서이며, 자료보정 단계에서 Level-0, Level-1A,

Level-1B 자료가 생성된다.

- 본 알고리즘은 해상의 얼음을 관측하므로 대기보정이 수행된 가시 및 근적외 채널의

반사도 자료 (Level-2)를 사용한다. GOCI-II 센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260 -

밴드번호 중심파장 [㎛] 파장범위 [㎛] 공간해상도 [m]

1 0.380 0.02

250

2 0.412 0.02

3 0.443 0.02

4 0.490 0.02

5 0.520 0.02

6 0.555 0.02

7 0.625 0.02

8 0.660 0.01

9 0.685 0.01

10 0.745 0.02

11 0.765 0.02

12 0.865 0.04

13 0.650 0.5

표 3.2.6. GOCI-II 채널 정보

(나) MODIS

- GOCI-II 센서를 탑재한 GK-2B 위성은 2019년 발사예정이므로 아직 자료를 사용

할 수 없어 GOCI-II와 비슷한 채널을 가진 MODIS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MODIS 자료는 대기보정이 된 가시 및 적외 파장의 지표반사도 자

료이며 아래와 같다.

밴드번호 중심파장 [㎛] 파장범위 [㎛] 공간해상도 [m]

1 0.645 0.02

1000
2 0.856 0.02

3 0.469 0.02

4 0.555 0.02

표 3.2.7. MODIS 채널 정보

(2) 연구사례

- 아래 그림은 해빙탐지 연구를 위해 사용된 사례이다.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 바다

영역은 한파로 인해 해빙이 잘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림 3.2.39 (a)).

- 그림 3.2.39 (b)는 실험을 위해 사용된 2013년 1월 3일 02:15UTC 해빙사례이며, 한파로

인해 발생된 사례이다.

- 그림 3.2.39 (c)는 실험 결과를 MODIS 해빙탐지결과와 비교검증을 위한 2018년 1월

26일 03:10UTC 사례로 2018년 초 한파로 인해 서해 및 인천에 해빙이 발생하여 어업

및 선박운영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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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연구에서 사용된 영역 및 사례. (a)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바다 영역. (b) 실험에 사용된 2013년
1월 3일 02:15UTC 사례의 RGB 영상 (c) 검증에 사용된

2018년 1월 26일 03:10UTC사례의 RGB영상.

마. 연구 방법

(1) 알고리즘 순서도

(가) 아래 그림은 GOCI-II 해빙탐지 알고리즘의 내용을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해

빙탐지 및 해빙면적 계산을 위해 가시 및 근적외 파장에서 해빙에 적합한 채널을 선택

하여 단파적외 채널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가상의 단파적외 반사도를 산출한다. 그리

고 가시채널과 가상의 단파적외 채널의 NDSI를 산출하고 경계값을 이용하여 해빙을

탐지하고 해빙면적을 구한다. 다음으로 반사도를 수직, 수평 성분의 편광반사도로 나

누고 이를 이용해 굴절률과 거칠기를 산출한다. 굴절률과 거칠기는 해빙을 얼음, 녹은

얼음, 눈, 물 등의 물질로 나누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며 연구용으로 추후 개선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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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GOCI-II 해빙탐지 알고리즘 순서도.

(2) 산포도방법

그림 3.2.41. Manali 지역의 산을 포한한 지표면의 다양한 물질들의 (a) NDSI와 단파적
외 반사도 (b) NDSI와 가시 (녹색파장)채널의 산포도 (Kulkarni et al, 2002)

- Kulkarni et al (2002)은 지표면의 다양한 물질을 분류하여 Normalized Difference

Snow Index (NDSI)와 단파적외 채널 (그림 3.2.41 (a)), 가시채널 (녹색파장, 그림 3.2.

41 (b)) 과의 산포도로 나타내었다. 그림 3.2.41을 보면 두 산포도에서 지상의 얼음(세

모, 네모)과 구름 (다이아, 꽉찬 원)이 잘 구분됨을 볼 수 있다. 해빙탐지에서는 성질이

비슷한 구름과 지상의 얼음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방법과 같이 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해빙을 포함한 해상의 물질을 나누었

다. 그리고 NDSI와 가시 및 근적외 채널의 산포도를 통해 해빙탐지에 적합한 채널을

선택하였다.

(3) NDSI

- 광학위성을 이용한 해빙탐지 이전연구는 주로 녹색광에 해당하는 가시채널과 단파적외

채널을 이용한 지수를 이용하였다. 가시채널 중 녹색광 파장의 반사도가 표면의 얼음

에서는 높고 구름에서는 낮으며, 반대로 단파적외 파장에서는 얼음은 낮은 반사도, 구

름은 높은 반사도를 갖는다. NDSI는 이 두 채널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며 Terra/A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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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의 MODIS센서를 이용한 NDSI는 아래 식 (1)과 같다. (Hall et al., 2001)

   

   (1)

- 위 식에서 R0.56㎛는 녹색 파장에 해당되는 가시채널의 반사도이며, R.1.64㎛는 단파적외

채널의 반사도이다.

- GOCI-II에는 단파적외 파장에 해당되는 채널이 없으므로 이를 대체할 채널이 필요하

다. 따라서 위 산포도방법을 통해 선택된 해빙탐지에 적합한 채널과 단파적외채널의

특징을 이용하고자 회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채널을 산출하였다. 이 가상의 단파적외

채널을 이용하여 GOCI-II의 NDSI를 산출하였으며 식은 아래와 같다.

     

   (2)

- 위 식에서 R0.56㎛는 녹색 가시 파장의 반사도이며, Pseudo_R.1.64㎛는 가상의 단파적외채

널 반사도이다.

(4) 굴절률과 거칠기

- 본 연구에서는 해빙의 특성을 얼음, 녹음 얼음, 물 등으로 나누기 위해 물리적 산출물

인 굴절률과 거칠기 방법을 이용하였다. 아래 두 식은 위성으로부터의 원반사도를 수

직, 수평 방향으로 편광 (Polarization)된 반사도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3)

  
sec (4)

- 위 식에서 R은 위성으로부터 관측된 원 반사도를, 첨자 V, H는 각각 수직방향, 수평방

향의 편광, θ는 위성천정각 (satellite zenith angle)을 의미한다. 위 두 식을 이용하면

수직, 수평으로 편광된 반사도를 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Hong (2009, 2010,

2013) 의 선행연구들에 기술된 방식을 따른다.

- 위 두 식으로부터 산출된 편광된 수직, 수평 방향의 반사도로 굴절지수 (Refractive

Index)와 거칠기 (Roughness)를 산출한다. (Hong, 2010)

 ≈cos


∙


ln








  




(5)

- 위 식에서 σ는 결과값인 거칠기, λ는 파장, θ는 위성천정각, RR,H는 수평방향의 편광반

사도, RR,V는 수직방향의 편광반사도이다.

바. 연구결과

(1) 산포도



- 264 -

- 아래 그림은 2013년 1월 3일 02:15UTC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바다 영역 해빙사례

에 산포도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위 사례의 RGB영상 (그림 3.2.39 (b))을 통해 해빙,

구름, 바다, 탁수로 나누어 (그림 3.2.42 (a)) 전체영역은 연두색, 해빙은 하늘색, 구름은

분홍색, 바다는 검은색, 탁수는 초록색으로 구분하여 산포도에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

(b)는 MODIS NDSI와 해빙에서 반사도가 가장 높은 가시채널인 녹색파장 0.56㎛의 산

포도로 구름과 해상의 얼음이 명확히 구분됨을 볼 수 있다. GOCI-II에는 MODIS의 단

파적외채널이 없기때문에 이를 대체할 채널을 실험을 통해 선택하였다. 그림 3.2.42 (c)

는 0.65㎛, 0.86㎛차와 0.56㎛의 산포도로 그림 3.2.42 (b)와 같이 구름과 해빙이 잘 구

분됨을 볼 수 있다.

그림 3.2.42. 2013년 1월 3일 02:15UTC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바다 영역 해빙 사례의 (a) 해빙, 구름, 바다, 탁수 등으로
분류한 RGB 영상. (b) 0.56㎛와 MODIS NDSI의 산포도. (c)

0.65㎛와 0.86㎛차와 0.65㎛의 산포도.

(2) 가상 단파적외채널과 NDSI

- 단파적외 파장 (MODIS 에서는 중심파장이 1.64㎛채널)에서 구름은 높은 반사도로, 해

빙은 낮은 반사도로 명확히 구분된다. 단파적외채널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고자 위

산포도방법에서 해빙에 가장 적합한 채널인 0.65㎛와 0.86㎛ 반사도 차와 1.64㎛ 반사

도의 관계 (그림 3.2.43 (a))를 이용하여 회귀방정식을 산출하였다. 위 회귀방정식을 통

해 가상의 단파적외채널 (그림 3.2.43 (b))을 생성하여 GOCI-II NDSI (식 (2))에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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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2013년 1월 3일 02:15UTC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바다 영역 해빙 사례의 (a) 0.65㎛와 0.86㎛ 반사도차와
1.64㎛의 산포도 (b) 가상의 단파적외 반사도 (c) GOCI-II

NDSI.

- 위 그림을 보면 가상의 단파적외 반사도 (그림 3.2.43 (b))에서 구름은 0.2 이상의 반사

도 값으로, 해빙은 낮은 반사도 값으로 두 물질이 잘 구분됨을 볼 수 있다. GOCI-II

NDSI (그림 3.2.43 (c))에서 해빙은 높은 값을 보이며 구름과 잘 구분된다.

(3) 해빙탐지 및 면적

- 해빙탐지는 GOCI-II NDSI (식(2))의 값에 실험을 통해 설정된 경계값과 MODIS

NDSI에서 사용하는 근적외, 가시채널 반사도에 경계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Rigg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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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2013년 1월 3일 02:15UTC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
바다 영역 해빙 사례의 (a) GOCI-II 해빙탐지 결과, (b) MODIS

해빙탐지 결과

- 그림 3.2.44은 동일 사례에서의 GOCI-II 해빙탐지 결과 ((a))와 비교를 위한 MODIS

해빙탐지 결과 ((b))이며 해빙은 하늘색으로 해빙이 아닌 지역은 하얀색으로 그리고 육

지는 갈색으로 표현되었다. 두 결과를 비교해보면 GOCI-II 해빙탐지결과의 산둥반도

주변에서 MODIS 결과에 비해 해빙으로 탐지한 부분이 보인다. 반면 RGB 영상 (그림

3.2.39 (b))으로 보았을 때 구름으로 판단되는 부분 (그림 하단 중앙)에서 MODIS에서

는 해빙으로 탐지하였지만 GOCI-II에서는 해빙이 아닌 지역으로 탐지하였음을 볼 수

있다.

- GOCI-II 해빙탐지 (그림 3.2.44 (a))를 이용하여 계산된 해빙의 면적은 6,902km2이다.

(4) 굴절률 및 거칠기

- 식 (3)과 (4)를 이용하여 가시부터 근적외 파장의 반사도를 수평, 수직방향으로 편광된

반사도로 계산하였으며 아래 그림은 NDSI에서 사용되는 녹색 가시 파장 (0.55㎛)의 수

직, 수평 방향 편광반사도 결과이다.

그림 3.2.45. 2013년 1월 3일 02:15UTC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
바다 영역 해빙 사례의 MODIS 0.55㎛의 수직, 수평성분의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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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은 위의 편광된 두 반사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굴절률의 결과이다. 왼쪽은

0.55㎛, 오른쪽은 0.86㎛의 굴절률이다. 해빙의 굴절률은 약 1.3 (Hong, 2015)이며, 산출

된 값은 1∼2 값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3.2.46. 2013년 1월 3일 02:15UTC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
바다 영역 해빙 사례의 MODIS 0.55㎛, 0.86㎛ 굴절률.

- 그림 3.2.47는 0.55㎛, 0.86㎛ 채널의 거칠기를 산출한 영상이다. 아래 그림에서 얼음의

거칠기는 0.5∼1.0㎛로 매우 작은 값을 보인다.

- 굴절률, 거칠기 값들은 해빙의 물성 (얼음, 녹은 얼음, 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 연구용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발전시킬 예정이다.

그림 3.2.47. 2013년 1월 3일 02:15UTC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바다
영역 해빙 사례의 MODIS 0.55㎛, 0.86㎛의 거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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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OCI-II 해빙 산출물 개발

- GOCI 위성밴드 정보만 활용한 GOCI-II 구름 탐지 원형 알고리즘 개발 완료

그림 3.2.48. MODIS 구름탐지 알고리즘과의 비교 결과. (a) MODIS 트
루칼라 영상, (b) MODIS 구름 산출물, (c) GOCI-II 구름탐지 결과.

- GOCI 위성밴드 정보만 활용한 GOCI-II 해빙 탐지 원형 알고리즘 개발 완료

그림 3.2.49. GOCI-II 해빙알고리즘 결과 (a) MODIS 트루칼라 영상, (b) GOCI-II 구
름탐지 결과, (c) GOCI-II 해빙탐지 결과, (d) MODIS 해빙 산출물.

(6) 검증 방법 및 결과

본 연구의 해빙탐지 산출물의 검증을 위해 GOCI-II와 유사센서인 MODIS의 해빙탐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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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과 비교검증을 하였다. 검증을 위해 2018년 1월 26일 03:10UTC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바다 영역 사례에 적용하였다. 검증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값을 산

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2.50. 2018년 1월 26일 03:10UTC 한반도 서해 및 중국
Bohai바다 영역 해빙 사례를 이용한 검증결과. (a) GOCI-II 해빙
탐지 결과, (b) MODIS 해빙탐지 결과, (c) (a)와 (b)의 차, (d) 통

계분석 결과.

그림 3.2.50은 검증 결과로 (a)는 GOCI-II , (b)는 MODIS 해빙산출물 (c)는 (a)와 (b)의

차이다. 그림 3.2.50 (c)에서 흰색은 두 산출물 모두 해빙이 아닌 부분, 하늘색은 두 산출물

모두 해빙인 부분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MODIS에서, 빨간색은 GOCI-II에서 해빙이라고 탐

지한 부분이다. 위 그림 (a), (b), (c)를 비교해볼 때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d)

의 통계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값에서 MODIS와 GOCI의 값이 통계적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빙탐지의 목표정확도는 오탐지율이 기준이며 위 그림 (d)의 FAR에 해당하는 값으로, 목

표가 8∼10%이고 본 연구에서는 0.05%로 목표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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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엽록소 농도

가. 개요

- 엽록소(chlorophyll, CHL)는 해수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식물플랑크톤이 함유한 색소로

써, 광합성의 핵심 분자로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색소임.

- 이러한 엽록소의 흡광(absorption, a) 스펙트럼은 파장 443 nm, 490 nm, 510 nm에서

흡광이 나타나고 파장 680 nm에서 형광이 나타나며, 그 중에서 파장 443 nm에서 최대

흡광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그러나 파장 490 nm 이하의 단파장 영역에서는 부유물질 및 용존유기물의 흡광도 강

하게 나타나고, 파장 510 nm의 엽록소 흡광은 다른 파장들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함.

- 원격반사도(remote sensing reflectance, Rrs)는 일반적으로 흡광과 역산란

(backscattering, bb) 계수의 함수로 표현됨.

 



- 엽록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엽록소 최대 흡광 파장 443 nm의 값도 높아지므로, 엽록소

농도가 높은 해역일수록 원격반사도 스펙트럼 형태는 파장 443 nm 부근의 값이 많이

낮은 오목형태의 곡선 모양을 나타냄.

- 또한 엽록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엽록소 최대 흡광 파장 443 nm의 값과 함께 파장 680

nm의 형광에 의한 값도 높아짐.

- 따라서 파장 680 nm의 원격반사도 스펙트럼 형태는 파장 443 nm 부근의 모양과 다르

게 산 형태의 볼록 모양을 나타냄.

그림 3.2.51. 엽록소 농도 변화에 따른
흡광 스펙트럼 형태 변화 그래프

(Hirata et al., 2008).

그림 3.2.52 엽록소 농도 변화에 따른 원격
반사도 형태 변화 그래프 (Gitelson et al.,

2000).

- 엽록소 농도 알고리즘은 해수 표층의 엽록소 농도를 파장 443 nm, 490 nm, 510 nm의

원격반사도 값과 부유물질의 산란에 의해 나타나는 파장 555 nm의 원격반사도 값의

밴드비에 기반한 알고리즘이고, 단위는 mg/m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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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고리즘

- GOCI 1호기에서 사용되었던 O’Reilly et al.(1998)의 원격반사도 밴드비를 기반한 엽록

소 농도 알고리즘임.

- 파장 443 nm, 490 nm, 555 nm 총 3개의 밴드를 사용한 GOCI 1호기의 엽록소 농도

알고리즘에서 파장 510 nm를 추가하여 총 4개의 밴드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임.

  


 



log
max 



a0=0.3272, a1=-2.9940, a2=2.7218, a3=1.2259, a4=-0.5683

그림 3.2.53. OC4 알고리즘 및 통계분석 그래프
들 (O’Reilly et al., 1998)

다. 검증 방법 및 결과

(1) 검증 준비사항

- 2019년도 한반도 주변 현장관측자료

- 2015~2017 현장자료 기준 절대오차율(APD) 분석 자료

(2) 알고리즘 정확도 분석 기술 개선

(가) 2019년도 동중국해 현장관측자료 6개 추가

(나) 엽록소 농도 알고리즘의 Quality Control (QC) 강화

- 모든 자료의 Rrs 스펙트럼 값 분석: 특정 밴드에서 음의 값 나타나는 자료 및 스



- 272 -

펙트럼 형태 오류 제거

- 현장자료의 엽록소 농도 분석: 분광법과 형광법의 특성별 값의 차이에 의한 1형수,

2형수 재분류 및 평균값 산출 오류 제거

(다) 절대오차율(APD) 도출 및 정확도 산출

(3) 요구사항 및 검증 결과

(가) 요구사항: 현장자료 이용 1형수 70%, 2형수 60%

(나) 현재 성능: 1형수 73.5%, 2형수 69.6%

그림 3.2.54. 1형수(왼쪽), 2형수(오른쪽).

(다) 1형수: 기존 APD=43.8, 정확도(100-APD)=56.2

개선 APD=26.5, 정확도(100-APD)=73.5

(라) 2형수: 기존 APD=50.6, 정확도(100-APD)=49.4

개선 APD=30.4, 정확도(100-APD)=69.6

(4) 정성적 분석 결과

- GOCI-II 처리 시스템에 구현 완료

(5) 향후 계획

- GOCI-II 자료 기반 정확도 분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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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조지수

가. Evaluation Setting

- In this report, we provide preliminary performance evaluation of “red tide” detection

based on the GOCI-I satellite image dataset using a deep neural network ARL has

developed. The dataset includes a large number of multispectral satellite images

with annotation of the locations of “red tide”. The GOCI-I satellite images have

been taken eight times a day with fixed camera viewpoints that cover Korea and

its neighboring sea areas. The images used for the evaluation are the ones that

were taken every hour from 9 AM to 4 PM during July, August, and December

2013 and June and September 2016. Note that red tide usually occurs only in July

or August.

- The evaluation dataset does not contain all the images taken in those periods

because some of them are severely occluded by atmospheric interference, such as

clouds. The total number of images taken in the period is 84. Among them, we

only use 2 PM image of each day whose file names are ended with ‘05’ because

the images taken in the time slot demonstrate relatively clear visible attributes of

“red tide” occurrence.

- We have used the pixels labeled as red tide as positive samples (samples of “red

tide”), and all the pixels in images taken in the period of time outside July and

August as negative samples. We randomly partition samples into training and test

sets. Four positive images with at least one positive pixel in each image, and four

negative images are used for training and the remaining images (four positive

images and three negative images) are used for testing. The list of partitioned

images is shown in Table 3.2.8.

나. Quantitative Results

- We have used two different metrics for evaluating our deep network-based method: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 curve and ROC Variation curve. The

ROC Variation curve is used to provide more meaningful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resence of a large number of unknown pixels: the pixels not annotated at all

as positive or negative samples. Figure 3.2.55 presents the red tide detection

performance generated with these two metrics. ROC Variation curve is plotted as a

function of varying numbers of unknown positives per image (x axis) in both

linear (Fig. 3.2.55 b) and log (Fig. 3.2.55 c) scale.

Training Set Test Set
Positive
Images

20130716, 20130806, 20130811,
20130813

20130720, 20130809, 20130812,
20130814

Negative
Images

20131208, 20131231, 20160504,
20160913

20131207, 20131229, 20160517

표 3.2.8. Training/test partition of dataset



- 274 -

그림 3.2.55. ROC and ROC Variation curves. (a) ROC curve, (b) ROC Variation curve,
and (c) ROC Variation curve plotted in log scale for x axis.

- We also calculate Area Under the ROC Curve (AUC) to measure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of red tide detection from ROC curve. AUC is calculated as

 



 ∈    



- where t is a threshold. dr and fa are detection and false alarm rates, respectively,

and calculated with the corresponding threshold t. N is used for normalization. Our

method has achieved AUC of 95.30% based on the ROC curve.

- Based on the ROC curve, our proposed method shows remarkable ability to

distinguish positive samples from negative samples. However, the corresponding

ROC Variation curve does not show similar performance with respect to unknown

samples. The unknown samples are pixels not categorized either positive or

negative but most of them may be negative due to characteristic of red tide, which

infrequently or sparsely occurs over ocean surface. Based on the analysis from the

ROC Variation curve shown in Figure 3.2.55 b and c, to achieve 80% detection

rate, our method must consider 25 million unknown pixels per an image as

positives (see Figure 3.2.55 c), which may indicatesub-optimality of the current

performance. To achieve improved performance w.r.t. the ROC Variation curve, we

plan to use hard negative sampl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s positive samples,

which can potentially significantly boost up detection performance at lower numbers

of unknown positives.

다. Qualitative Results

- In this section, we present activation maps for red tide detection in Figure 3.2.56.

Every map shows southern coastline and its neighboring regions of South Korea as

areas with high probability of red tide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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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Activation maps obtained by our method (left column) and annotation
maps (right column). For the activation maps, pixels in red indicate red tide detected
by our method. For the annotation maps, red tide pixels are colored by red as well.

라. 검증 결과

(1) 인공지능 기반 적조 탐지 알고리즘 개발

- 개선된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개발

- RhoC, Rrs datatset 개선 및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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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7. GOCI-II 적조 알고리즘을 위한 CNN.

그림 3.2.58. 적조 탐지 결과.

그림 3.2.59. 딥러닝 적조탐지 성능 분석, 타 알고리즘에 비해 본 알고리즘의 성능이 가
장 좋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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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장지수(어장환경지수)

가. 어업생산 자료를 바탕으로 고등어 서식지의 환경범위 파악

(1) 어업 생산 자료 수집

(가)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연근해역에서 고등어의 잠재적 어장지수 알고리듬 개발을

위해 한국 대형선망 어업조합으로부터 어획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2010년부

터 2016년에 걸친 어획자료를 포함하며, 총 6057건의 어획이 기록되어있다. 어획자료는

어획량 (M/T), 어획일, 어획위치가 기록되어있으며 어획위치는 약 0.17 × 0.17° 의 소해

구 단위로 기록되어있다(그림 3.2.60). 어장지수 알고리듬의 도출을 위해 어업생산자료

중 동일 시기에 동일 위치에서 어획된 기록은 모두 합산하여 환경조건을 파악할 때에

중복집계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합산 결과, 어업생산 기록의 총 건수는 3440건으로 나

타났다.

(나) 수집한 어획기록의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어획량의 대부분은 12월과 1월을 비롯한 겨

울철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2.61). 비록 6월의 어획기록이 많기는 했으나,

높은 어획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2.60.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등어 어획자
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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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월별 어획량과 어획기록의 분포도.

(2)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위성자료 수집

(가) MODIS-Aqua 자료

- 어장지수 알고리듬 개발을 위한 위성자료로서 MODIS-Aqua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표층수온(SST), 엽록소-a(Chl-a), 광합성 유효복사(PAR), 490nm 파장대에서의 소

광계수(Kd(490))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자료는 NASA OBPG website

(https://oceandata.sci.gsfc.nasa.gov/)로부터 획득하였다. 위성자료는 4km의 공간해

상도를 갖고있으며, 8일의 시간해상도를 갖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나) GOCI 자료

- 알고리듬 개발 이후 GOCI자료를 통한 산출물 생산을 위해 GOCI로부터 획득한 표

층 엽록소a 농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해당 자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위성

센터로부터 제공받았으며, MODIS-Aqua 자료와 함께 이용하기 위해

MODIS-Aqua 자료와 동일한 시공간적 해상도로 처리하여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 일차생산성 산출

- 어장지수 산출물의 주요 환경인자로써 이용하기 위해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일차생

산성을 산정하였다. 일차생산 산정 알고리듬은 Behrenfeld and Falkowski(1997)의

VGPM(Vertically Generalized Production Model)을 기반으로 한 Kameda and

Ishizaka (2005)의 K&I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일차생산성을 산정하였다.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여기에서 PPeu는 유광층 내에서의 일간 일차생산량 (mg C m-2 d-1), PBopt는 최

적 탄소고정률 (mg C (mg Chl)-1 h-1), E0는 하루동안 해표면에 도달하는 광합성

유효복사량 (E m-2 d-1), Zeu는 유광층의 수심, Chl-a는 엽록소a의 농도, DL은

광주기(photoperiod; hours)이다. 기존 Behrenfeld and Falkowski (1997)의 VGPM

알고리즘에서 PBopt는 SST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7차 다항식으로 산출하

였지만 본 알고리즘 (Kameda and Ishizaka, 2005)에서는 SST와 Chl-a를 함께 이

용하여 PBopt를 산출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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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T는 SST (℃)이다. MODIS-Aqua를 통해 측정된 Kd(490)을 이용하여

Zeu = 4.6/Kd(490)을 통해 유광층의 깊이를 산출하였다.

(3)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고등어 어획시기의 환경조건 파악

(가) 수온 환경조건

- MODIS-Aqua 위성으로부터 측정된 표층수온 자료를 이용하여 어획시기의 수온범

위를 파악하였다. 총 3440개의 기록 중 884건의 경우 구름 혹은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 위성자료가 Masking 처리되어 파악이 불가능했고, 나머지 2556건에 대해 수

온분포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수온의 범위는 최소 11.48℃에서 최대 31.94℃으로

나타났고, 평균 18.39±4.18℃의 수온을 보였다. 최적수온범위를 찾기위해 수온에 따

른 어획건수를 확인해보았다(그림 3.2.62). 또한, Kaschner et al. (2016)에 따라 10th

백분위수에서 90th 백분위수 까지의 환경범위를 최적 범위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15.5 – 16.0℃에서 가장 많은 어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적 범위는 14.77 – 25.53℃

로 나타났다.

그림 3.2.62. 수온에 따른 어획건수 분포도.

(나) 엽록소-a 환경조건

- 수온과 마찬가지로, GOCI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표층 엽록소-a 농도 자료를 이용

하여 고등어 어획시기의 엽록소 농도 조건을 파악하였다. 총 3440개의 기록 중 846

건이 구름 등에 의해 Masking 처리되어 환경조건 파악이 불가능 하였으며, 나머지

2594건에 대해 엽록소a 농도를 확인하였다(그림 3.2.9). 그 결과, 표층 엽록소a의 농

도는 최소 0.01 mg m-3에서 최대 3.79 mg m-3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0.25±0.16

mg m-3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최대 어획이 이루어진 엽록소a 농도는 0.19 – 0.20

mg m-3의 범위로 나타났다. 10th 백분위수와 90th 백분위수로 정의된 최적범위의

경우 0.15 – 0.37 mg m-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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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엽록소-a 농도에 따른 어획건수 분포도.

(다) 일차생산성 환경조건

- MODIS-Aqua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표층수온 자료와 해색자료, 그리고 GOCI로부

터 획득한 엽록소-a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일차생산성 자료를 이용하여 고

등어 어획시기의 일차생산성을 파악하였다. 총 3440개의 기록 중 1839개의 기록에

대해 일차생산성을 파악하였다(그림 3.2.64). 그 결과, 고등어 어획시기의 일차생산

성은 최소 26.06 mg C m-2 d-1에서 최대 2651.96 mg C m-2 d-1의 범위를 보였

다. 평균 일차생산성은 451.73±191.29 mg C m-2 d-1 으로 나타났으며, 10th 백분

위수와 90th 백분위수로 정의된 최적 환경조건의 경우 280.51 – 613.52 mg C

m-2 d-1로 나타났다.

그림 3.2.64. 일차생산성에 따른 어획건수 분포도.

나. 환경조건과 서식지 사이의 경험적 관계식을 통해 고등어 어장지수 추정 알고리즘 정립

(1) 수온에 따른 적합도 추정 알고리즘

- 본 연구에서는 환경요인에 따른 적합도 추정 알고리즘을 정립하기 위해 동중국해

에서 수행되었던 선행연구인 Chen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적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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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적합지수 모델은 아래와 같다.

  exp  
 

- 여기에서 SISST는 수온에 따른 적합지수, XSST는 표층수온, 그리고 a와 b는 회

귀분석을 통해 결정된 상수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된 상수 a와 b는 각각 –

0.267, 15.81로 나타났으며, 수온 적합지수 모델은 아래와 같다.

  exp   
 

- 상기 적합지수의 회귀곡선은 그림 3.2.65에 나타내었다. 해당 적합지수 모델의 정확

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적 수치를 살펴보았을 때, R2는 0.6388, RMSE의 경우

0.1627로 나타났다.

그림 3.2.65. 수온분포에 따른 적합지수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

(2) 엽록소-a 농도에 따른 적합도 추정 알고리즘

- 수온과 마찬가지로, 엽록소-a 농도에 따른 적합도 추정 알고리즘을 정립하기 위해 동

중국해에서 수행되었던 선행연구인 Chen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적합지수

모델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적

합지수 모델은 아래와 같다.

    expln    
 

- 여기에서 SIChl-a는 엽록소-a 농도에 따른 적합지수, XChl-a는 엽록소-a의 농도, 그리고

a와 b는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된 상수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된 상수 a와 b는 각

각 –7.224, 1.625로 나타났으며, 엽록소a 농도에 대한 적합지수 모델은 아래와 같다.

    exp ln    
 

- 상기 적합지수의 회귀분석 결과와 곡선은 그림 3.2.66에 나타내었다. 해당 적합지수 모

델의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적 수치를 살펴보았을 때, R2는 0.9584, RMSE의 경

우 0.0561로 수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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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엽록소-a 농도에 따른 적합지수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

(3) 일차생산성에 따른 적합도 추정 알고리즘

- 일차생산성에 따른 적합도 추정 알고리즘을 정립하기 위해, 앞서 표층수온에 대한 적

합도 추정 알고리듬과 동일한 적합지수 모델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차

생산성에 대한 적합지수 모델은 수온과 동일한 모델로써, 다음과 같다.

  exp  
 

- 여기에서 SIPP는 일차생산성에 따른 적합지수, XPP는 일차생산성, 그리고 a와 b는 회

귀분석을 통해 결정된 상수를 나타낸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수 a와 b는 각각

–0.6104×10-4, -419.6으로 나타났으며, 일차생산성에 대한 적합지수 모델은 다음과 같

이 결정되었다.

  exp   
 

- 상기 일차생산 적합지수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와 곡선은 그림 3.2.67에 나타내었다. 해

당 적합지수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를 살펴보았을 때, R2는 0.7270,

RMSE는 0.1420으로 수온 모델에 비해서는 다소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67. 일차생산성에 따른 적합지수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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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각각 3가지 환경요인에 대한 서식적합지수 모델과 통계분석 결과를 표

3.2.9에 나타내었다.

변수 적합지수 모델 RMSE R2

SST exp(-0.267(XSST-15.81)2) 0.1627 0.6388

Chl-a exp(-7.224(ln(XChl)+1.625)2) 0.0561 0.9584

Primary Production exp(-0.00006104(XPP-419.6)2) 0.1420 0.7270

표 3.2.9. 환경요인에 대한 적합지수 모델 산정 결과

(4) 3개의 환경요인을 통한 서식지 적합도 추정 알고리즘 정립

- 앞서 표층수온, 엽록소-a 농도, 일차생산성에 대한 적합지수 모델 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등어의 어장 적합지수 모델을 산정하기 위해 3개의 적합지수(SISST, SIChl-a,

SIPP)를 하나의 지수값으로 환산하였다. 여러개의 지수모델을 하나의 어장 적합지수

형태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Continued Product Model (CPM),

Minimum Model (MINM), Arithmetic Mean Model (AMM), Geometric Mean Model

(GMM) 등이 있다. 각각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 Continued Product Model (CPM; Grebenkov et al. 2006; Chen et al. 2008)

   × ×

- Minimum Model (MINM; Van der Lee et al., 2006)

       

- Arithmetic Mean Model (AMM; Hess and Bay, 2000)

      

- Geometric Mean Model (GMM; Lauver et al., 2002)

   × × 


- 태평양 해역에서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많은 연구에서 서식지

어장 적합지수 산정을 위한 모델은 AMM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Chen

et al., 2009; Yen et al., 2012; Li et al.,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또한 AMM을

이용하여 어장 적합지수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한국 연근해역의 고등어에 대한 서식지

적합지수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해당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서식지 적합지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고

등어의 서식지로서의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 고등어 어장지수 추정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

(1) 시각적 성능 검증

- 고등어 어장지수 추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출된 산출물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산출물의 공간적 분포와 어획자료의 공간적 분포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그림

3.2.68). 그 결과, 대체로 어장지수가 높은 해역에서 어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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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어장지수가 낮은 해역에서는 낮은 어획량을 보이거나 어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어장지수의 공간적 분포와 어획기록의 공간적 분포 사이에 어느 정도 일치성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대체로 높은 어획량을 보인 기록의 경우 어장지수가 높

은 해역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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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8. 고등어 어장지수 산출물과 어획기록의 공간분포.

(2) 통계적 성능 검증

- 고등어 어장지수 알고리즘으로부터 도출된 산출물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산출물과

어획기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계적 분석을 위해 0에서 1 사이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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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적합지수를 0.1단위로 10구간으로 분할하여 각 구간별 어획량을 합산하였다(그림

3.2.69). 이 후, 어장지수 알고리즘 산출물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어장

지수와 어획량 간의 선형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2.70). 그 결과, 0.7096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어장지수 산출 알고리즘

의 정확도가 신뢰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림 3.2.69. 어장지수 구간별 어획량 분포도.

그림 3.2.70. 어장지수와 어획량간의 선형 상관관계.

라. 어장지수의 시공간적 변동성 파악

(1) 기후학적 월별 평균 어장지수 자료를 통한 월별 변동성 분석

- 한국 연근해역에서 고등어 어장지수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1월

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월별 어장지수 산출물을 통해 기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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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1-73). 그 결과, 대체로 겨울철에 남해 연근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어장

지수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5월부터 남해에서 높게 나타났던 어장지수가

감소하고, 동해 전역에 걸쳐 0.4-0.5 정도의 어장지수 분포를 보였다. 이후, 12월부터

다시 동해 남부해역의 어장지수가 높아지는 형태의 분포를 보였다. 이를 종합해 보았

을 때, 겨울철 남해 해역에서 가장 높은 어장지수를 보였고, 이후 봄철부터 남해 해역

의 어장지수가 감소하고 동해 북부해역까지 전역에 걸쳐 어장지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12월에 동해 남부해역부터 어장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일반적으로 남해는 한국 근해에 서식하는 참고등어의 월동장(Wintering ground)이자

산란장(Spawning ground)으로 알려져있다(Chyung, 1977; Yoon et al., 2008). 고등어의

산란은 일반적으로 봄에 발생하며 산란기 이후 고등어는 색이장(feeding ground)인 동

해로 이동하여 11월까지 섭식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있다(Cha et al., 2002). 또한,

섭식활동이 끝난 이후, 고등어는 남해로 돌아와 다시 월동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03). 이러한 알려진 고등어의 시공간적 분포 패턴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장지수 산출물의 시공간적 분포와 높은 일치성을 보였으며, 고

등어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림 3.2.71.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동해 및 남해에서 고등
어 어장지수의 월별 기후학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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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2. 5월부터 8월까지 한국 동해 및 남해에서 고등
어 어장지수의 월별 기후학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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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3.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 동해 및 남해에서 고등
어 어장지수의 월별 기후학적 분포도.

(2) 어장지수를 통한 Hotspot 분포 파악

- 어장지수를 통한 고등어 어장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Hotspot 분포를 파악하기 위

해, 기후학적 어장지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Hotspot 분포를 파악하기에 앞서, 이를 위

해 0.1 단위의 어장지수 구간별 어획량을 계산하였다(표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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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지수 어획량(M/T)

< 0.1 90,850

0.1 – 0.2 159,295

0.2 – 0.3 299,296

0.3 – 0.4 591,243

0.4 – 0.5 547,518

0.5 – 0.6 724,347

0.6 – 0.7 1,061,237

0.7 – 0.8 932,557

0.8 – 0.9 910,809

> 0.9 416,577

합계 5,733,729

표 3.2.10. 어장지수에 따른 누적 어획량

- 구간별 어장지수에 따른 어획량을 살펴보았을 때, 어장지수가 0.6보다 높은 구간에서

전체 어획량의 50% 이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Hotspot을 어장지수

가 0.6 이상인 해역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2.74-76). 분석 결과,

Hotspot의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겨울철과 봄철에 남해 인근과 동해 남부해역에서

Hotspot이 크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말한 남해에서 형성된 월

동장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여름철에는 Hotspot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Nishimura (1965)에 따르면 한국 연근

해역에 서식하는 참고등어가 Feeding ground로 이동할 때에 여러 군집으로 나뉘어져

각기 다른 경로로 이동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뚜렷한 Hotspot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어장지수 산출물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후 10월에 동해

북부에서 비교적 큰 Hotspot이 나타나고, 12월 동해 남부해역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Hotspot이 나타났다. Yasuda et al. (2014)에 따르면 많은 고등어의 어획이 12월에

Hotspot이 나타난 해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와 상응하는 결과로써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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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4. 1월부터 4월까지의 Hotspot 분석 결과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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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5. 5월부터 8월까지의 Hotspot 분석 결과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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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6. 9월부터 12월까지의 Hotspot 분석 결과 (붉은색).

마. 검증 방법 및 결과

(1) 동해 내 해역별 잠재 어획지수 산출 알고리즘 적용

- 현재 동해와 남해 전 해역에 걸쳐 고등어의 어장지수 산출 알고리즘 개발 완료

- 실제 어획자료와의 상관분석

- 알고리즘 산출물의 검보정을 완료하여 목표치 이상의 상관관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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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7. 고등어 어장지수 산출 결과.

(2) 동해 전체 해역에서 잠재어획지수 산출

- 고등어의 어장지수 산출 알고리즘 개발 완료

- 한국 연근해역에서 알려진 고등어 군집의 계절적 이동 패턴과 유사한 분포 확인

그림 3.2.78. 어장지수 산출 알고리즘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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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양일차생산력

가. 동해 울릉분지의 일차생산력

- 기존연구: 우리나라 동해의 일차생산력 연구는 1980년대에 Shim 과 Park(1986)이 14C

동위원소를 이용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일본학자들과 국내학자들에 의해 위성기

반의 일차생산력 연구들이 울릉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kameda &Ichizaka 2015;

Ju et al 2016).

나. 동해 울릉분지의 일차생산력 모델:

- 동해울릉분지에 적용된 일차생산력 모델은 Vertically generalized production

model(VGPM) 모델이 유일하다(아래 식).

PP eu = 0.66125*PBopt *[E0/(E0+4.1)]*Z eu*Chl-a*DL

Abbreviation Meaning Unit

PP eu Daily C fixation integrated from the surface to Zeu (mg C m-2 day-1)

P B
opt Chl-a normalized optimal photosynthetic rate in the water column (mg C (mg chl a)-1 h-1)

E0 Sea surface daily PAR, mol quanta m-2

Zeu Physical depth receiving 1% of E0 m

Chl-a Surface Chl-a concentration derived by satellite, (mg Chl-a m-3)

DL Day length hour

- PBopt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위성자료로 획득될 수 있으나 Z eu 와 Chl-a도 지역해에

맞는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다.

다. 일차생산력 정밀도 비교(PBopt 와 Zeu 알고리즘 개선 결과)

- 위성기반: 264(gCm-2year-1) (Ju et al. 2016)

- in situ study: 178 (gCm-2year-1) (2016-2019년 현장관측, 미발표 자료)

- this study: 185 (gCm-2year-1)

라. 결과의 중요성

- 일차생산력은 탄소순환, 물질순환, 먹이망, 수산자원 조절, 기후변화 조절등 다양한 분

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현재까지 기존의 알고리즘을 이용 동해의 일차생산력을 추정하였으나, 현장 실측값과

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 이번 연구결과는 아직 진행중인 알고리즘의 개선 과정이지만 현장 측정값에 비해 50%

과대측정 되던 연 일차생산력을 3% 과대 측정으로 정밀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마. 향후 계획

- 추가적인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울릉분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해의 일차생산력 개

선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바. 검증 방법 및 결과

(1) 검증 준비사항

- 현장자료 기반 일차생산력 수치모델 개선

- 현장자료 기준 상대오차율 분석

(2) 알고리즘 정확도 분석 기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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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해의 환경 및 식물플랑크톤 생태·생리 특성이 반영된 
 개선

- 기존 알고리즘(VGPM)

- 개선된 알고리즘 (UB)

(나) 알고리즘 정밀도(RMSE) 도출 후 비교분석

(3) 요구사항 및 검증 결과

- 요구사항: 알고리즘 정밀도 기존 대비 20% 향상 (현장자료 기준)

- 현재 성능: 기존 대비 44.4% 개선

- 기존 알고리즘(VPGM) 
 정밀도(RMSE): 1.06

- 현 알고리즘(UB) 
 정밀도(RMSE) : 0.48

- 
 : (1.06-0.48)/1.06 x 100 = 54.7% 개선

(4) 정성적 분석 결과

(가) 연 일차생산력 정량 평가

- 기존알고리즘: 264(gCm-2year-1)

- in situ: 178 (gCm-2year-1)

- UB알고리즘 : 185 (gCm-2year-1)

(나) 기존 오차율 : 48.3%, 정확도 : 51.7%

(다) 개선 오차율 : 3.9%, 정확도 : 96.1%

(라) 정확도 44.4% 향상

(5) 향후 계획

- 해역별 알고리즘으로 확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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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유조류(녹조)

가. 산출물의 정의

- 부유조류는 바닥에서 떨어져 해수표면에 떠있는 갈조(괭생이모자반) 또는 녹조(가시파

래)를 의미함. 다만, 이 밴드 알고리즘에서는 녹조, 갈조를 구분하기 어렵우므로, 가시

광 밴드를 활용하기 위한 추가 처리가 필요함

- GOCI-II의 부유조류 산출물은 각 화소에서 부유조류가 점유하는 면적비를 나타내고 0

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육지, 구름, 선박, 탁수 영향으로 탐지가 불가능한 화소는

무효로 처리됨

나. 알고리즘 개요

- 기존 알고리즘 NDVI, FAI 등은 대기 및 해양 환경, 특히 탁도에 영향으로 많이 받아

관심지역인 동중국해 및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정량적 분석 어려운 단점 존재

- 해양 및 대기의 지역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여 위하여 공간이상 스펙트럼(Spatial

Anomaly Spectrum) 알고리즘을 개발

- 공간이상 스펙트럼 알고리즘은 배경 해수의 반사도를 제한 공간이상 반사도 스펙트럼

을 추출하고 이 스펙트럼의 모양을 기반으로 부유조류(갈조 또는 녹조) 포함 화소를

판별함.

Ÿ 배경해수 반사도는 일정 크기의 box내의 화소에 대하여 근적외 반사도가 높지 않은

화소의 평균값이며, 각 화소의 반사도에서 배경해수 반사도를 제하여 공간이상 반사

도를 계산함

- 부유조류 포함 화소에 대해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근적외 파장과 적색 파장에서 반사

도 차이()를 부유조류 점유면적비( )로 환산함. 아래 식에서 , , 

는 각각 부유조류, 배경해수, 경로에 대한 해수반사도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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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0. 알고리즘 흐름도.

다.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

(1) 부유조류는 현장관측(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을 통하여 한 화소내의 부유조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GOCI-II 보다 고해상도의 영상에서 얻어진 부유조류 영상을 이용하여 검증

(2) 이 과제 종료시점에서 GOCI-II와 동시에 부유조류를 관측한 구름이 없는, 고품질의 고해

상도(Landsat/OLI) 영상 미확보로,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GOCI 부유조류에 대한 정

확도를 제시함.

(3) OLI 기반의 부유조류 영상을 GOCI와 1:1 비교가 되도록 변환하여 OLI를 참값으로 가정하

여 GOCI의 위치 부정확도(500m)를 고려하여 Hit rate, False alarm rate, 면적비를 계산함.

18개의 영상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Hit rate은 84.82%, False alarm rate은

0.1%이며 부유조류 면적은 GOCI가 OLI에 비하여 14% 낮게 추정함. (아래 표 3.2.11 참조)

(4) 적색과 NIR 파장에서의 반사도 차이를 이용하여 각 픽셀에서의 부유조류를 검출하는 알

고리즘 개발

- 위성에서 수신되는 복사휘도로부터 반사도 신호로 변환하여 대기 분자 산란 신호를 제

거함

- 육지, 구름, 매우 탁한 해수를 마스크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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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과 NIR 파장에서의 반사도 차이를 계산 함(RERD)

- 부유조류가 없는 순수 해수의 픽셀에 대해서 공간적인 평균을 이용하여 해수 배경값을

계산함

- RERD 아노말리를 계산함

- 부유조류의 검출 및 면적 추정

(5) 부유조류 알고리즘 검정

(가) 부유 조류(괭생이모자반 또는 가시파래) 패치는 GOCI의 한 픽셀에 비해 매우 작고,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하므로 현장조사 자료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간 해상도가 높은 Landsat-8/OLI 자료를 참값으로 가정하여 GOCI의 부유조류 산

출물을 검정하고자 한다.

(나) GOCI 및 OLI 자료 처리 방법

① 부유조류 알고리즘을 GOCI 및 OLI 영상에 적용하여 Red-edge reflectance difference

의 공간적인

아노말리(Red-Edge reflectance Spatial Anomaly, RESA)를 계산.

② OLI의 RESA 영상을 공간평균(가로, 세로 각각 17픽셀)한 후 GOCI 좌표로

resampling함 (이 자료는 OLI 500m RESA라고 칭함)

③ GOCI RESA 영상에서 같은 영역을 취함

(다) 결과 (예. 2015년 4월 17일 영상: GOCI-01h UTC, OLI path=114 row=36)

① (좌) GOCI 부유조류 점유면적비(AFA) 영상, (우) OLI 500m AFA 영상 (AFA =

RESA/0.2)

② OLI 및 GOCI RESA 히스토그램 비교: GOCI RESA의 히스토그램으로부터 검출 한계

는 0.0005 (subpixel 면적으로는 약 0.25%)으로 그 이하에서는 검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OLI는 0.0002까지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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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ESA 0.0005(GOCI의 한 픽셀에서 부유조류 점유면적 > 약 0.25%) 이상의 부유조류

총 면적비교 (추가 검증 필요)

RESA의 합에서는 OLI는 0.56인 반면 GOCI는 0.69을 나타내는데 총 점유 면적으로는

OLI는 0.7km2, GOCI는 0.86km2가 된다. 즉, GOCI는 OLI에 비하여 23% 더 큰 점유

면적을 나타냄.

④ OLI와 한 픽셀(500m)이하에서 겹쳐지는 정확도 :

GOCI 부유조류 픽셀 988 중 878개는 1픽셀 범위에서 일치하는 OLI 픽셀이 존재하나

110픽셀은 겹치는 픽셀 없음: 약 89% 일치

※ 단, 이 비교 결과는 하나의 특정한 영상에 대한 것이므로, 더 많은 매치업 영상에 대

하여 추가비교가 필요하다. 추후 2021년 현상 발생 시 분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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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I(date.hr) OLI(date_path,row)
Hit rate
(%)

False alarm rate
(%)

FA sum GOCI
FA sum
OLI

1 2015-04-22.02 20150422_117037 90.5 0.06 1.38 1.18

2 2015-04-22.02 20150422_117038 89.2 0.13 1.53 0.9

3 2017-03-03.02 20170303_116038 53.7 0.026 0.35 0.86

4 2017-03-03.02 20170303_116039 78 0.08 3.08 5.11

5 2017-04-04.02 20170404_116039 84 0.06 13.3 9.15

6 2017-04-04.02 20170404_116038 71.5 0.06 0.8 0.99

7 2017-04-13.02 20170413_115037 80.7 0.04 0.27 0.33

8 2020-04-28.02 20200428_116038 91.8 0.14 11.32 15.42

9 2020-04-28.02 20200428_116039 96.2 0.16 9.87 12.11

10 2017-04-29.02 20170429_115037 74.4 0.05 0.06 0.05

11 2017-05-06.02 20170506_116038 85 0.004 12.79 14.78

12 2019-04-01.02 20190401_117037 84 0.06 0.87 0.83

13 2019-04-01.02 20190401_117038 95.8 0.14 20.7 24.1

14 2019-04-01.02 20190401_117039 94.7 0.13 10.6 11.1

15 2019-04-17.02 20190417_117037 90.5 0.21 4.16 4.17

16 2019-04-17.02 20190417_117038 90.4 0.12 14.98 16.73

17 2019-05-03.02 20190503_117037 83.7 0.06 2.04 2.3

18 2019-05-03.02 20190503_117038 92.7 0.25 3.85 3.47

average 84.82 0.10
GOCI=

0.86*OLI+0.346

표 3.2.11. Validation of GOCI floating algae product with concurrent Landsat/OLI images

라. 2021년 1월 영상 적용 및 GOCI와 비교

- 아래 그림은 ‘21년 1월 14일 03시 관측된 GOCI 및 GOCI-II 영상에서 추출된 신안군

및 제주 연안의 부유조류 분포를 나타냄.

- 1월임을 고려하면 신안군 및 제주해역에 전례없이 다량의 부유조류가 유입되었음을 보

여줌. 두 센서 영상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GOCI에 비하여 GOCI-II 산출물

이 세밀한 패턴을 나타내며 조금 더 육지에 근접한 위치까지 검출 가능

-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GOCI-II는 공간해상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하

및 복사 성능은 최소한 GOCI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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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3. 2021년 1월 14일 12시 GOCI-II와 GOCI의 부유조류 산출물 비교. GOCI-II
(왼쪽)의 산출물이 GOCI(오른쪽)에 비하여 더 세밀한 모양을 나타내며 육지에 근접한

부유조류까지 검출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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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존유기물

가. 개요

- 용존유기물(Dissolved Organic Matter, DOM)은 해수에 용해되어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총칭하며, gelbstoff, yellow substance, gilvin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음.

- 그 중에서 light-absorption과 연관이 있는 용존유기물을 유색용존유기물(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이라고 함.

- 연안 해역의 CDOM는 주로 육지의 담수, 오수, 퇴적물 등으로부터 공급되고, 외해역의

CDOM는 주로 박테리아에 의한 식물플랑크톤의 분해나 동물플랑크톤의 배설물, 동물

플랑크톤을 비롯한 동물들의 sloppy feeding 등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Urban-Rich, 1999).

- CDOM은 주로 태양광에 의해서 약 57 - 84 % 정도가 분해되며(Moran et al., 2000;

Zanardi-Lamardo et al., 2002), 플랑크톤도 CDOM의 분해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Hessen et al., 1994; Morris and Hargreaves, 1997; Nelson et al., 1998).

- CDOM의 광학적 특성은 자외선(UV-A, UV-B)과 청색 파장 범위의 빛을 흡수하여 유

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수중생태계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광합성 유효광

(photosynthetically available light, PAR)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의 주요 변

수이기도 함.

- 일반적으로 CDOM의 흡광 스펙트럼 특성은 파장이 증가할수록 지수함수적으로 감소

하므로, 청색 파장 범위에서 강한 흡광 특성을 나타냄.

그림 3.2.84.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용존유기물
흡광 스펙트럼 그래프 (문 등, 2008).

- CDOM 알고리즘은 파장 400 nm, 412 nm, 440 nm 등의 청색 파장 범위의 특정한 파장

에서 발생되는 용존유기물의 흡광계수 값을 산출하며, 단위는 m-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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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고리즘

- GOCI 1호기에서 사용하였던 YOC 알고리즘(Siswanto et al., 2011)을 기반한 CDOM

알고리즘임.

- 용존유기물의 흡광이 강한 청색 파장 영역에서는 부유물질과 엽록소도 흡광이 강하므

로, 이 두 구성성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색 파장 범위의 443 nm, 490 nm와

녹색 파장 범위의 555 nm의 원격반사도 비율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임.

  
 log log

 

  

 


     

그림 3.2.85. YOC CDOM 알고리즘 그래
프 (Siswanto et al., 2011).

다. 검증 방법 및 결과

(1) 검증 준비사항

- 2019년도 한반도 주변 현장관측자료

- 2015~2017 현장자료 기준 절대오차율(APD) 분석 자료

(2) 알고리즘 정확도 분석 기술 개선

(가) 2019년도 동중국해 현장관측자료 6개 추가

(나) 용존유기물 알고리즘의 Quality Control (QC) 강화

- 모든 자료의 Rrs 스펙트럼 값 분석: 특정 밴드에서 음의 값 나타나는 자료 제거

및 스펙트럼 형태 오류 제거

(다) 절대오차율(APD) 도출 및 정확도 산출

(3) 요구사항 및 검증 결과

- 요구사항: 현장자료 이용 60% 정확도

- 현재 성능: 61.2% 정확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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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APD=40.8, 정확도(100-APD)=59.2

- 개선 APD=38.8, 정확도(100-APD)=61.2

(4) 향후 계획

- 1차 초기 검증은 마쳤으며, 향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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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총부유물질농도

가. 개요

- 총 부유물질(Total Suspended Material, TSM)은 해수에 부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물질

과 유기물질을 총칭함.

- 이러한 총 부유물질의 농도는 0.4 um를 초과하는 입자들을 필터로 수집하여 이들의

총 무게를 측정하여 산출함.

- 해수의 부유입자들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하며 이들의 흡광, 산란, 역산란 등의

광학적 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남.

- 부유입자의 흡광 스펙트럼은 용존유기물의 흡광 스펙트럼처럼 파장이 증가할수록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지만, 용존유기물에 비해 스펙트럼의 기울기가 완만함.

- 따라서 청색 파장 영역에서 높은 흡광 특성을 나타내지만, 이들 파장 영역에서는 엽록

소와 용존유기물도 높은 흡광 특성을 나타냄.

- 하지만, 부유입자의 산란은 엽록소의 산란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용존유기물은 해수 중

에 용해되어 있으므로 산란이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부유입자의 산란은 총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며 이것은 원

격반사도의 스펙트럼 형태를 변화시키는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그림 3.2.87. 총 부유물질 농도에 따른 원격반
사도 변화 그래프 (Doxaran et al., 2003).

- 따라서 총 부유물질 농도 알고리즘은 파장 555 nm, 620 nm, 660 nm 등의 황색 파장 영

역과 파장 490 nm 등의 녹색 파장 영역에서의 원격반사도 비율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단위는 g/m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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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고리즘

- GOCI 1호기에서 사용되었던 YOC 알고리즘(Siswanto et al., 2011)을 기반한 알고리즘

임.

- 부유입자의 산란과 관련이 깊은 황색 파장 영역의 555 nm와 660 nm의 원격반사도 값

과 엽록소의 흡광과 관련이 깊은 녹색 파장 영역의 490 nm의 원격반사도 값을 사용하

는 알고리즘임.

 


   



       

그림 3.2.88. YOC TSM 알고리즘 그래프
(Siswanto et al., 2011).

다. 검증 방법 및 결과

(1) 검증 준비사항

- 2019년도 한반도 주변 현장관측자료

- 2015~2017 현장자료 기준 절대오차율(APD) 분석 자료

(2) 알고리즘 정확도 분석 기술 개선

(가) 2019년도 동중국해 현장관측자료 6개 추가

(나) 총부유물질 농도 알고리즘의 Quality Control (QC) 강화

- 모든 자료의 Rrs 스펙트럼 값 분석: 특정 밴드에서 음의 값 나타나는 자료 제거

및 스펙트럼 형태 오류 제거

- 현장자료의 총부유물질 농도 분석: 평균값 산출 오류 제거

(다) 절대오차율(APD) 도출 및 정확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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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및 검증 결과

- 요구사항: 현장자료 이용 70% 정확도

- 현재 성능: 70.2% 정확도 달성

- 기존 APD=34.3, 정확도(100-APD)=65.7

- 개선 APD=29.8, 정확도(100-APD)=70.2

(4) 향후 계획

- 1차 초기 검증은 마쳤으며, 향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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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무

가. 개요

- 해무는 수평 시정 1km 미만의 바다 위에서 낮게 발달한 안개로 대략 32% 의 해양 사

고가 짙은 해무와 연관되어 있다 (Tremant, 1987). 우리나라의 경우 해안선이 복잡하

고 해안 항만, 공항, 대교 등에서 발생하는 해무가 해양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

에 해무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해안 관측의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해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높은 공간 분해능(500 m)을 기반으로 하는 GOCI 위성은 해양 지역 교

통안전을 위한 정보로써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GOCI-II의 경우 GOCI 위성보다 4

배 정도 개선된 해상도를 갖고 있으므로 해양 교통안전 특히 해무 발생 탐지 및 모니

터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주간 해무 탐지를 위해 12개의 가시 및 근적외 밴드로 구성되어있으며 높은

시공간적 해상도를 갖는 정지궤도 해색탑제체인 GOCI-II (Ahn et al., 2010) 가시채널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나무 기계학습에 기반한 해무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

된 알고리즘에서 산출 된 해무 정보를 사용하여 한반도 주변의 해무를 탐지하고 지상

시정계 정보와 비교 검증을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 성능 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해무 알고리즘 개발

(1) 입력자료

- GOCI-II는 1개의 UV 파장대(370~390 nm), 8 개의 가시광 파장대(402~422, 433~453,

480~500, 500~520, 545~565, 610~630, 650~670, 675~685 nm), 3 개의 근적외 파장대

(704~714, 735~755, 845~885 nm)로 총 12개의 분광 밴드가 있고 추가로 1개의 전정색

(402~885 nm) 파장대를 가진다.

- 본 연구에서는 해무 현상에 분광학적 특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412 nm 밴드를

사용하였다. GOCI-II 반사도 성분만 활용한 접근법은 해무의 고도 정보가 포함되지 않

기 때문에 Himawari-8 CLoud Top Height(CLTH)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원리 및 변수 개발

- GOCI-II에서 관측된 가시채널 태양 복사량은 대기 중 에어로졸이나 흡수 기체들에 의

한 산란 효과를 받는데 이는 해무, 하층운, 에어로졸을 식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다. 해수면 위에서 대기 현상을 탐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는 산란 효과가 제거된

GOCI-II 레일리보정반사도(Rrc)를 입력 변수로 활용하였다. 구름과 달리 해무의 경우

반사도 편차가 적어 매끈한 표면으로 표출되는데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

해 공간 다양성 인자인 Normalized standard deviation(NLSD)를 추가 입력 변수로 활

용하였다.

(3) 결정나무 기반 해무 알고리즘

- GOCI-II 해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개발되었다. 첫째, 과거 해무 사례에 대

한 수집 및 위성과 지상 시정계의 match-up 자료를 생산한 뒤 훈련/검증 샘플로 분리

하였다. 둘째, 훈련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나무 기계학습 기반의 해무 알고리즘 개발하

였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그림 3.2.90과 같다. 알고리즘 산출물은 각 픽

셀의 해무 유무로 나타내며, Himawari-8 CLTH 자료를 보조자료로 사용하여 구름 픽

셀도 분류하였다. 셋째, 검증 자료를 사용하여 준-실시간 검증을 위한 알고리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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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3.2.90. GOCI-II 해무 알고리즘 모식도.

다. 해무 알고리즘 검증

(1) 해무 사례를 통한 준실시간 검증

- GOCI-II 해무 알고리즘의 준실시간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3.2.91와 같이

2018년 5월 14일 00UTC GOCI RGB영상(좌)와 GOCI-II 해무 알고리즘 결과(우)를 비

교 검증하였다. 검증 자료는 3개의 섬 관측소에 위치한 시정계 값을 사용하였다. 2018

년 5월 14일 00UTC(그림 3.2.91)에는 서해안 전역에 넓게 해무가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백령도 관측 결과 380 m 의 낮은 시정이 관측되며 해무 알고리즘 또한 해무

로 탐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성 영상과 해무 산출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서해안의 해무는 흑산도 위쪽까지만 분포하고 있으며 지상 시정 관측 또한 일관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흑산도 주변의 얇은 구름으로 인해 12,600 m 시정 값을 보

이지만 해무 알고리즘에서는 해무가 아닌 것으로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울릉도 지점

에서 해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 값은 청천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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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1. 2018년 5월 14일 00UTC GOCI RGB영상(좌)와 GOCI-II 해무 알고리즘 결과(우).
하늘색 영역은 해무, 회색 영역은 구름 또는 구름아래 해무가 위치한 지역이다. 원이 위치한 지점은
지상 시정 관측 지점을 나타내며, 빨간색은 시정 1 km 미만으로 해무가 위치한 지역, 녹색은
시정 1 km 이상으로 해무가 없는 지역을 나타내며 점 아래 숫자는 해당 지점의 시정 값을 나타낸다.

(2) 해무 알고리즘 검증 수행 결과

- 검증 기간(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GOCI-II 해무 알고리즘 검증을 수행하였다. 표

3.2.12는 해무 알고리즘 검증 결과로 비해무(0), 해무(1), 구름 또는 구름 아래 해무(2)

로 분류한 contingency table이다. 검증 결과 Hit rate는 0.95, False alarm rate는 0.21,

Miss는 0.05, Negative hit rate=0.79의 성능을 냈다. 위성의 한계로 인해 구름 아래의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름 아래 해무가 있는 영역은 따로 산출하였다.

관측
비해무 해무

해무 알고리즘 결과

비해무 (0) 339 1
해무 (1) 90 20
구름 또는 구름
아래 해무 (2)

139 37

표 3.2.12. 2018년 GOCI-II 해무 알고리즘 검증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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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황사, 에어로졸타입, 에어로졸 광학두께

가. 연구개발 목적

(1) GOCI-II 채널별 반응 함수와 복사전달모델을 활용한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민감도 시

험

(2) GOCI-II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알고리즘 원형 개발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 대기 중 에어로졸은 태양 복사를 직접적으로 흡수 및 산란시키거나 간접적으로 구름의

미세물리를 변화시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에어로졸은 시

정을 악화시키고 만성 폐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에어로졸의 발생은 시·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일어나고, 장거리 수송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성을 통한 원격탐사 측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저궤도

및 정지궤도에 위치한 여러 위성 관측 자료로부터 다양한 에어로졸 산출물이 제공되고

있다.

-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 정지궤도 해색 센서(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는 동아시아 지역을 1시간 간격으로 관측하여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에어로졸 산출물

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양과 대기 산출 자료의 장기적인 축적 및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위하여 GOCI 임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에 발사될 예정이다.

- GOCI-II는 GOCI와 비교하여 공간해상도, 분광해상도, 관측영역이 전체적으로 향상되

기 때문에 GOCI-II에 알맞은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적이다.

다. 연구개발 범위

(1) GOCI-II 채널별 반응 함수와 복사전달모델을 활용한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민감도 시

험

(가) 기존 GOC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에서 채널별 지면 반사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

였던 최소 반사도 기술 (The minimum reflectivity technique)의 개선 및 GOCI-II에

적합한 지면 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개발 수행

(나) 지상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 Inversion 자료에서 획득된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분석을 통한 에어로졸 모형 구성 및 민감도 시험을 통한 최적의 활용 채널

선정: Aerosol Optical Depth (AOD), Single Scattering Albedo (SSA), Fine Mode

Fraction (FMF), 입자 분포도 (Particle size distribution), 굴절률 (Real and

imaginary parts of refractive index) 등

(다) 구현된 에어로졸 모형과 복사 전달 모델을 활용한 대기 상한 반사도

(Top-of-atmosphere radiance/reflectance) 계산 수행, 조견표 (Look-up table) 구성:

벡터 복사 전달 모델 (A Linearized pseudo-spherical Vector Discrete Ordinate

Radiative Transfer, VLIDORT)을 활용하여 높은 태양 고도각에서도 보다 정확한 계

산 수행 (Pseudo spherical 가정)

- 동아시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황사 입자의 비구형성 가정 수행

- 해수면의 반사도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클로로필 (Chlorophyll), 염도 (Salinity),

풍속 (Wind speed))를 반영한 대기 상한 반사도에서의 에어로졸 민감도 시험 수행

(라) 380 nm를 활용하여 SSA가 낮은 입자 (Black carbon and Dust)에 대한 민감도 조사

및 에어로졸 유형 구분 정확도 개선, 흡광도 (aerosol absorptivity, or SSA) 정확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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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정확도 개선 수행

- 사전에 구현해놓은 조견표와 관측된 대기 상한 반사도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에어로졸

모델과 에어로졸 광학 특성의 산출 수행 (역추산 모듈 개선)

(2) GOCI-II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알고리즘 원형 개발

(가) 복사 전달 모델로부터 계산된 GOCI-II 모의 자료를 활용하여 관측 전 영역에 대해 알

고리즘의 reference test 수행 및 알고리즘의 사전 정확도 평가 수행

- GOCI-I 자료를 모의 자료로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와 지상 원격 관측

(AERONET) 에어로졸 광학 특성값 과의 비교 통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 수행

- 저지구궤도 센서에서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 특성값과의 비교 통해 알고리즘의 성

능 검증 수행

라. GOCI-II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민감도 시험

- 편광 효과와 구각 대기가 고려된 복사전달모델

-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한 에어로졸 광학 특성을 산출은 일반적으로 위성에서 관측된

대기 상한 반사도와 복사전달모델로부터 계산된 대기 상한 반사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

루어진다. 기존의 GOCI 연세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은 libRadtran 복사 전달 모듈을

이용하여 평행 대기를 가정하고, 전자기파의 세기(Intensity)만을 모의하였다 (Mayer

and Kylling, 2005). 그러나 실제 대기는 구형에 가까우며, 지표 혹은 에어로졸에 의해

반사된 복사는 광학적으로 편광(polarization)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각 대기를

고려하고(pseudo-spherical computation), 편광 효과를 모의하는 복사전달모델의 사용

은 필수적이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편광 효과와 구각 대기가 고려된 A LInearized

pseudo-spherical Vector Discrete Ordinate Radiative Transfer (VLIDORT) version

2.7을 이용하여 대기 상한 반사도를 모의하였다. 특히, 그림 3.2.92의 (a)에서 나타난 것

처럼 태양에서 입사하는 빛은 구면 대기가 가정되지만 반사되는 빛은 평행 대기를 가

정하는 일반적인 구각 대기 계산과 달리, VLIDORT는 그림 3.2.92의 (b)와 같이 반사

되는 빛도 구면을 고려하는 sphericity correction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van Oss and

Spurr, 2002).

그림 3.2.92. (a) Geometry for the regular pseudo-spherical computation of backscatter
radiation; (b) geometry for the sphericity correctio (Van Oss and Spur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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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고도에서 매질의 성질이 같다고 가정하는 평행 대기(plane parallel assumption)

는 태양의 고도가 커질수록 적용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GOC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

즘에서 libRadtran으로 계산된 조견표는 평행 대기를 가정하였기에, 이를 VLIDORT로

계산하게 되면 높은 태양 고도각에서 보다 정확한 산출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2.93

는 libRadtran과 VLIDORT로부터 계산된 조견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AOD의 태양 고

도각에 따른 오차를 나타낸다. 위성 원격 관측 검증 시 참값으로 여겨지는 지상

AERONET AOD를 이용하여 오차를 계산하였다. 태양 고도각이 증가할수록 AOD의

오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VLIDOR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AOD가

libRadtran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작은 오차를 가진다. 따라서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복사전달모델로 VLIDORT를 이용하였다.

그림 3.2.93. Difference of AOD retrieved using libRadtran and VLIDORT.

(1) VLIDORT 복사 전달 모델을 활용한 민감도 실험

- 해수면 반사도 민감도 실험

- 기존 GOC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은 해양의 지면 반사도 계산을 위하여 관측 각도

와 풍속을 고려한다(Cox and Munk, 1954). 그러나 풍속 및 관측 각도 이외에도 클로

로필과 염분 등 해수면의 지면 반사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VLIDORT version 2.7을 이용하여 풍속, 클로로필, 염분 등 해양 지면반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민감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 그림 3.2.94은 클로로필 농도 변화에 대한 대기 상한 반사도의 차이를 AOD 구간 별로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초록빛을 띄는 클로로필은 주로 500-600 nm 구간의 빛을 반

사시킨다. 특히 AOD 값이 작을 때 클로로필 농도가 변화함에 따라 대기 상한 반사도

값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AOD 값이 0일 때 클로로필 농도가 0.01에서 1로 증가하

면 약 10%의 대기상한반사도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낮은 AOD 구간에서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하여 클로로필 농도를 반영하여 조견표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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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4. Change in TOA reflectance depending on
chlorophyll and AOD: (a) AOD = 0, (b) AOD = 0.3, (c)

AOD = 1

- 다음으로 해수면 반사도 특성에 관여하는 풍속과 염분 변화에 따른 대기 상한 반사도

의 민감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2.95는 풍속과 염분 변화에 따른 380 nm 에서의

대기 상한 반사도 변화를 나타낸다. 클로로필 농도와 마찬가지로 낮은 AOD 구간에서

풍속과 염분의 변화에 대기 상한 반사도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염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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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대기 상한 반사도의 변화는 0.03 % 이하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GOCI-II 에어로졸 산출물을 위해 풍속, 클로로필, 관측 각도를 고려하여 해양의 지면

반사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3.2.95. Change in TOA reflectance depending on (a) wind speed and (b)
salinity.

- 가시광 채널 민감도 실험

GOCI-I GOCI-II
Data period 2011.03 ~ current (over 7yr) Launched in 2019 (~2029)

Number of spectral
bands

8 (VIS/NIR)
13 (UV/VIS/NIR,
Wideband)

Coverage
North-East Asia around

Korea
North-East Aisa + Event

Area, Full disk

Temporal resolution 1 hour (8 times/day) 1 hour (10 times/day)

Spatial resolution 500 m (Local Area Mode)
250 m (Local Area

Mode)
1 km (Full Disk Mode)

표 3.2.13. Instrument details for GOCI-I and GOC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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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6. Spectral response function for GOCI-I and GOCI-II observation
bands.

- GOCI-I이 가시광부터 근적외를 어우르는 8개의 밴드를 가지는 것과 달리 GOCI-II는

GOCI-I 관측 파장에 5개의 밴드가 추가되어 총 13개의 분광 밴드에서 관측을 수행할

예정이다(표 3.2.13). 그림 3.2.96는 GOCI-I과 GOCI-II의 채널별 반응 함수를 나타낸

것으로, GOCI-I의 밴드와 비교하여 GOCI-II 밴드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자외선 파

장대(380 nm)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대기 중 에너지의 흡수 및 산란 작용은 입사하는 에너지의 파장과 대기 구성 성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에 따라 자외선-가시광 영역에서 관

측되는 대기상한 반사도가 민감하게 변화한다. 그림 3.2.96는 AOD가 1과 0인 경우 대

기 상한 반사도 차이를 FMF와 SSA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380 nm에서 관측된 대기

상한 반사도는 FMF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지만, SSA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함

을 알 수 있다. 반면,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어로졸의 흡수성에 대한 민감도는 감소하고

에어로졸 크기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 파장대

(380 nm)가 추가되는 GOCI-II 관측 자료를 이용하면 에어로졸의 입자크기 정보와 광

학적 흡수성질을 동시에 산출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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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7. Difference of TOA reflectance between AOD = 1 and AOD =
0.

- 자외선 파장대는 에어로졸의 흡수성에 민감하다는 장점 이외에도 지표면 반사도의 영

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3.2.98은 육지와 해양 위에서 대기 상한 반사

도를 구성하는 성분을 파장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육지 위에서 관측된 대기 상한 반사

도는 레일리(Rayleigh) 산란 반사도, 에어로졸 반사도, 지표 반사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 때 레일리 산란에 의한 반사도는 단파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장파로 갈수록 그 값

이 작아진다.

- 레일리 산란은 전방 산란과 후방 산란의 비율이 일정하고, 다른 항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쉽게 계산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표면 반사도의 경우 장파로 갈수록 그 값이 커

지고, 단파로 갈수록 값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9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표면 반사도가 증가할수록 에어로졸의 양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한다. 이는 지표면이

밝은 경우, 즉 지표면 반사도 값이 높은 경우 에어로졸에 대한 대기 상한 반사도의 민

감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어로졸 산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외선 채

널을 이용하면 가시광 채널에 비해 지표면 반사도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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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8. Main spectral properties of land and ocean surface and its TOA
reflectance (von Hoyningen-Huene et al., 2011).

그림 3.2.99. TOA reflectance according to AOD at 550 nm and surface reflectance.

(2) GOCI-II 에어로졸 산출 정보량 분석

- 위성 자료를 이용한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계산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시스템의 정보량을 분석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GOCI-II의 가시광 채

널(380 nm) 관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어로졸 산출에 있어 에어로졸의 흡수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OCI-I의 밴드와 비교하여

GOCI-II 밴드를 이용하였을 때 에어로졸 산출 시 가질 수 있는 정보량을 UV 채널의

추가(380 nm)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 에어로졸 특성에 대한 정보량 조사를 위하여 상태 벡터(state vector)로 550 nm AOD,

443 nm SSA, Aerosol Loading Height (ALH)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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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선형적인 시스템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시스템이 가지는 정보량을 조사

하고자 하였다. 이 때 y는 GOCI-I와 GOCI-II로부터 얻어진 각 파장에 대한 관측 값,

ε는 measurement error, K는 weighting function matrix를 의미한다.

    

- Degree of Freedom for Signal (DFS)는 관측 값들을 이용하여 산출 할 때, 시스템이

가지는 정보량을 나타내는 스칼라 값이다. 시스템의 정보량은 관측 오차의 상대적인

크기와 산출하고자 하는 변수의 자연적인 변화량에 의해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Rodgers, 2000).

        
 

   
 

A: Averaging Kernel (m×m)

G: Gain matrix (n×m)

- 는 a priori covariance matrix로 2017년 7월 이전에 전구에서 관측된 AERONET

Level 2 자료로부터 얻어진 AOD와 SSA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ALH에 대한 값은

1로 가정하였다. 또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으로 가정하

였다. 는 measurement error covariance matrix를 의미하며 기기의 관측 오차에 따

른 정보량 비교를 위하여 관측된 복사휘도의 1%와 4%의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GOCI-I의 관측 특성 상 각 밴드 간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 ⋱ ⋮











- K는 Weighting function matrix 혹은 Jacobian matrix라 불리며 각 상태 변수에 대한

관측 값의 편미분을 의미한다. K의 계산을 위하여 사용된 복사전달모델은 VLIDORT

version 2.7이다. 복사전달모델 계산 시 파장에 따른 지표면 반사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GOCI-II 밴드 전체에서 하나의 값을 이용하였다. State vector로 Black Carbon의

AOD, SSA를 고려하였으며, 계산에 이용된 number size distribution의 파라미터는 표

3.2.1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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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1 r2 1 2 FMF
Black
Carbon

0.1082 0.6994 1.4988 1.9961 0.99909

표 3.2.14. Summary of number size distribution, which was represented by r and σ 

for each mode

- 그림 3.2.100는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State vector로 AOD, SSA, ALH를 고려했을 때

의 DFS를 나타내며, measurement vector로는 GOCI-I bands와 GOCI-II bands 각각

을 고려하였다. 먼저 관측 값으로 GOCI-I만을 고려하였을 때 AOD 증가에 따라 DFS

가 약 2.2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GOCI-II 관측 밴드를

measurement vector로 고려하였을 때 약 2.5까지 DFS값이 증가하였다.

그림 3.2.100. Degree of freedom for signal using GOCI-I bands and
GOCI-II bands as measurement vector.

- 그림 3.2.101은 관측 벡터로 GOCI-II에 추가될 각각의 밴드를 GOCI-I 밴드와 함께 이

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시스템의 DFS를 분석한 결과, 380 nm 채널 추가에

대한 DFS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

로 볼 수 있다. 먼저, 상태 벡터로 에어로졸의 흡수성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에어로졸의 흡수성에 민감한 380 nm의 추가로 인해 DFS의 증가가 크게 나타

났을 것이다. 다음으로 GOCI-I는 가시광부터 근적외 영역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어, 이

미 존재하는 가시광 채널에 의하여 정보량이 충분하기에 추가적인 가시광 및 근적외

채널은 DFS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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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1. Degree of freedom for signal in case of adding 380, 510, 620 and 709
nm band to GOCI-I bands.

- 1%와 4%의 관측 오차를 고려하였을 때 각 상태 변수에 대한 정보량을 그림 3.2.102에

나타내었다. AOD에 대한 DFS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현재

시스템에서 충분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OD가 약 0.4

이상인 구간에서 SSA에 대한 DFS도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현재 시

스템에서 SSA를 산출하고자 할 때, AOD의 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충분한 정

보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ALH에 대한 DFS는 GOCI-I과

GOCI-II 관측 밴드에서 모두 0.5 이하의 값을 보였다. 이는 에어로졸 고도의 산출값은

참값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시스템에서 에어로졸 고도를

산출하고자 할 때 초기값에 매우 큰 의존성을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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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2. The DFS value for each aerosol parameter with the
same aerosol loading height (2 km).

(3) 고해상도 에어로졸 산출물

- GOCI-II는 GOCI-I에 비해 약 2배 정도 성능이 좋아진 250 m의 공간해상도에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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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표 3.2.13). 따라서 고해상도로 에어로졸 산출 시 얻을 수

있는 이점 및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6 km 해상도의 산출물을 제공하던 기존 에

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고해상도(500 m) 에어로졸 광학 깊이 산출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Lee et al., 2017). 그림 3.2.103는 6 km와 500 m의 공간해상도에서 산

출한 에어로졸 알고리즘 흐름도를 나타낸다. 6 km 공간해상도 산출물의 경우, 산출에

불필요한 화소들을 제거한 후, 대기 상한 반사도의 값이 20 퍼센타일 이상 60 퍼센타

일 미만에 해당하는 화소들을 6 km 해상도로 평균하여 산출에 이용해왔다. 이는 오차

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소의 제거 후에도 남아있는 구름의 영향이나 구름에 의한 그

림자 등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다(Choi et al., 2016). 그러나 500 m 해상

도에서 산출 시 픽셀 병합 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픽셀에 구름의 영향이 잔존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추가적인 구름 제거 수행을 통하여 산출물 정확도를 확보하

고자 하였다 (표 3.2.15).

그림 3.2.103. Flowchart of the GOCI Yonsei aerosol retrieval
algorithm in 6 km and 500 m spatial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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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Conditions Classifications Reference
500 × 500 m2 NDVI >-0.13 Cloud over ocean Ishida et al.(2011)

6 × 6 km2

Stddev of TOA
reflectance

at 412 nm >0.003
and

mean TOA reflectance
at 412 nm in 11 by 11

pixels
> 0.27

Cloud over land
and ocean

Choi et al.(2018)

표 3.2.15. Summary of number size distribution, which was represented by r and σ 

for each mode

- 그림 3.2.104은 2016년 5월 25일 04:30 UTC의 500 m와 6 km 산출물의 예시이다. 5월

25일은 중국에서 출발한 에어로졸이 서해를 지나 한반도로 유입되는 장거리 수송 사례

로, 6 km 와 500 m 해상도의 AOD 분포에서 서해상의 에어로졸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 km와 500 m 산출물은 유사한 크기 및 공간적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500 m 산출물은 6 km 산출물보다 더욱 세밀한 AOD의 공간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구름이 존재할 때 6 km 산출물에 비해

500 m 산출물이 보다 많은 화소에서 산출을 수행하여 구름 가장자리 부분 혹은 구름

사이의 작은 규모 화소에서 AOD 값이 존재한다. 그러나 500 m 산출물의 경우 구름

가장자리에서 구름 제거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6 km 산출물에 비해 다소 높은

AOD 값을 보인다.

그림 3.2.104. Aerosol optical depth at 550 nm retrieved using the GOCI-YAER
algorithm on 25 May 2016 at 04:30 UTC. Left: AOD of the 6 km resolution.

Right: AOD of the 500 m resolution.

- 그림 3.2.105는 AERONET이 위치한 위도의 에어로졸 농도 변화를 경도에 따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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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2016년 5월 25일 04:30 UTC와 2016년 6월 5일 05:30

UTC의 산출 결과이며, AERONET이 설치된 익산과 안면도 측정소가 위치한 위도의

AOD를 나타내었다. 6 km 산출물에 비해 500 m 산출물의 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에서 500 m 산출물은 AERONET 측정소 주변에서 값이 존재

하지만, 6 km 산출물은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구름 가장자리에서의 불완

전한 구름 제거, 육지 지표면 반사도의 화소간 변화 등으로 인하여 500 m 산출물의 공

간변동성이 다소 큰 모습을 보인다.

그림 3.2.105. Zonal variations of 500 m and 6 km AOD at the latitudes
of AERONET sites: (a) KORUS_Iksan (Latitude=35.96°N,
Longitude=127.00°E) and (b) Anmyon (Latitude=36.54°N,

Longitude=126.33°E). AERONET AOD is shown with yellow filled star.

- 500 m 산출물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AERONET AOD와의 비교 및 검증을 수행

하였다. 그림 3.2.106는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관측된

AERONET Level 2.0 자료를 이용하여 6 km, 500 m 산출물을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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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반도 내에 위치한 19개의 측정소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a)는 6 km 산출물에

관한 결과, (b)와 (c)는 500 m 산출물에 대한 검증 결과이다.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AERONET AOD와 GOCI AOD의 시·공간적 일치(collocation)를 이루었다. 먼저, (a)와

(b)에 제시된 GOCI AOD는 AERONET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25 km 이내에

위치하는 GOCI 픽셀의 AOD를 평균한 값이고, AERONET AOD는 GOCI 관측 시간

전후 30분 이내에 관측된 AERONET AOD를 평균한 값이다. (c)는 지상 관측 장비가

위치한 GOCI 화소의 AOD와 GOCI 관측 시간 전후 10분 이내에 관측된 AERONET

AOD의 평균 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3.2.106. Comparison of AOD between AERONET and (a) GOCI YAER 6
km AOD, (b, c) 500 m AOD. (a, b) GOCI AOD pixels located within 25 km
radius circle around AERONET site are averaged and AERONET observations
within 30 minutes around GOCI observation time are averaged. (c) Averaged
AERONET AOD within each GOCI pixel and 10 minutes around GOCI

observation time is compared with GOCI AOD.

- 동일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6 km와 500 m 산출물의 AERONET과의 상관관계

는 각각 0.828, 0.764로 나타났다.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는 500 m 해상도에서 0.179로, 6 km 해상도의 0.153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추가

적인 구름제거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구름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기대오차(Expected Error, EE)보다 작은 오차를 가지는 비율은 51.1%로 6 km 산출

물의 50.1%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AERONET 관측소를 포함하는 GOCI 화소와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는 좋아지고, RMSE는 감소하였다. 이는 구름제거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AERONET 주변의 픽셀만 이용하였기에 구름의 영향이 적

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500 m 해상도의 산출물은 많은 수의 자

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6 km 해상도 산출물의 정확도와도 견줄만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마. GOCI-II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알고리즘 원형 개발

(1)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

- 알고리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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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7. Flowchart of GOCI-II aerosol retrieval algorithm.

- 그림 3.2.107은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는 GOCI-II 채널의 대기상한반사도 값이며, 이외에 보

조적인 자료들이 이용된다(그림 3.2.108). 우선적으로 구름과 눈, 밝은 지표 등 에어로

졸을 산출하기에 부적합한 화소를 제거한 후 3 km 해상도로 화소를 병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후 해양과 육지로 화소를 구분하여 지면반사도를 산정한다. 육지에서는 최

소 반사도법을 통해 계산된 지면반사도를, 해양 위에서는 풍속과 클로로필을 고려한

해수면 반사도를 이용한다. 최종적으로 복사 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미리 계산된 조견

표와 관측된 대기 상한 반사도의 비교를 통해, 각 파장에서 얻어진 550 nm AOD의 표

준 편차가 작은 에어로졸 모형을 선택하여 AOD를 산출한다. 알고리즘을 통해 최종적

으로 산출되는 자료는 그림 3.2.109에 나타난 것처럼 주 산출물인 AOD와 부가 산출물

인 AE, FMF, SSA, 에어로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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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8. Input data for GOCI-II aerosol retrieval
algorithm.

그림 3.2.109. Primary and ancillary product for GOCI-II
aerosol retrieval algorithm.

- Rayleigh scattering 계산에 중요하게 이용되는 기존 4 km 공간해상도 지면 고도 자료

를 고해상도 자료 (500 m)로 변환하여 구축하였다. 그림 3.2.110는 250 m 공간해상도

를 가지는 Global Multi-resolution Terrain Elevation Data (GMTED) 지표면 고도 자

료를 이용하여 GOCI 격자에 맞게 재계산한 고해상도 지표면 고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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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 Terrain height for GOCI geometry.

(2) 구름 및 산출 부적합 화소 제거

- GOCI-II 채널을 이용한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산출은 구름, 눈, 얼음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적용된다. 특히 구름이 있을 경우 대기상한반사도가 높게 나타나고, 구름입자

크기가 에어로졸 입자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구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서 산출이 된다면 에어로졸 광학 깊이와 크기 정보를 과대 모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GOCI-II는 적외 채널의 부재로 권운 등을 탐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여러 방법을

도입하여 구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구름 화소 제거를 위하여 경계값

테스트와 공간균질성 테스트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표 3.2.1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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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Conditions Classifications References
Masking in 0.3 × 0.3 km2resolution

1
Stddev of TOA reflectance at 555 nm in 3 ×
3 pixels > 0.0025

Cloud over ocean (whole 9
pixels)

Remer et al.
(2005), Choi et al.
(2016)

2
A ratio of maximum and minimum TOA
reflectance at 412 nm in 3 × 3 pixels > 1.1

Cloud over land (whole 9
pixels)

Hsu et al.
(2013)

3
Stddev of TOA reflectance at 490 nm in 3 ×
3 pixels > 0.015

Cloud over land (whole 9
pixels)

Wang et al.
(2016)

4
Mean-weighted Stddev of TOA reflectance
at 490 nm in 3 × 3 pixels > 0.0025

Cloud over land (whole 9
pixels)

Wang et al.
(2016)

5 TOA reflectance at 490 nm > 0.4 Cloud over ocean and land
Remer et al.
(2005)Choi et al.
(2016)

6 Pseudo GEMI index < 1.87 Cloud over land

Pinty and
Verstraete (1992)
Kopp et al.
(2014)

7
NDVI using TOA reflectance at 660 and 865
nm < −0.01

Inland water over land
Hsu et al.
(2013)

8

Ratio of TOA reflectance at 490 to 660 nm
< 0.75,
andStddev of TOA reflectance at 490 nm <
0.015 (or mean-weighted Stddev of TOA
reflectance at 490 nm < 0.0025)

Homogenous dust call-back over
land and ocean

Remer et al.
(2005)

Aggregation to 3 × 3 km2resolution

9
The number of available pixels after
masking among 10 × 10 pixels > 50

Discarding darkest 20 % and
bright 40 % pixels (reference:
TOA reflectance at 490 nm),
and average of remaining pixels

Remer et al.
(2005)
Levy et al.
(2007)
Choi et al.
(2016)

Additional masking in 3 × 3 km2resolution

10
Stddev of TOA reflectance at 412 nm >
0.003 and mean TOA reflectance at 412 nm in
12 by 12 pixels > 0.22

Cloud over land and ocean

11
Mean TOA reflectance in 412 nm > 0.33
and mean TOA reflectance in 555 nm > 0.33

Cloud over land and ocean

12
Mean TOA reflectance in 412 nm < 0.30
and mean TOA reflectance in 660 nm > 0.2

Low aerosol signals and arid
area masking

13
Difference of TOA reflectance at 660 nm
between direct one and linear-interpolated one
from 412 and 865 nm < −0.01

Highly turbid pixels masking
over ocean

Li et al. (2003)
Choi et al.
(2016)

표 3.2.16. Cloud and other pixel masking steps

(3) 지표면 반사도

- 지표면 반사도는 대기 상한 반사도의 신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면반사

도 설정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크게 좌우한다. 해양과 육지의 지면반사도 성질은 큰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알고리즘 구성이 다르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

픽셀 중 탁도가 높은 픽셀의 지면반사도는 일반적인 해양의 지면반사도와 또 다른 경

향을 보인다. 오히려 육지와 더 유사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탁도가 높은 해양 픽셀

의 경우 육지의 지면반사도 설정을 따른다.

-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에서는 최소반사도법(minimum reflectivity technique)

을 이용하여 육지와 탁수 위에서의 지면반사도를 추정한다(Herman and Celarier 1997;

Koelemeijer, de Haan and Stammes, 2003). 먼저, 관측된 대기상한반사도로부터

Rayleigh 산란이 보정된 Rayleigh-corrected reflectance (RCR) 계산을 수행한다(H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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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3). 30일의 기간에 대해서 지면반사도는 변화가 거의 적고 30일 중 적어도

하루는 에어로졸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할 수 있다(Lee et al., 2010). 따라서 RCR의 값

이 가장 작은 날에 대하여 에어로졸이 없다고 가정한 후 지면반사도를 계산할 수 있

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잔류할 수 있는 구름 그림자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값이 작

은 순서대로 1%에서 3% 사이에 해당하는 RCR을 각 파장에 대하여 평균하였다(Choi

et al., 2016).

- GOCI-II 채널 별 지표면 반사도 자료 구축을 위해, 파장이 동일한 GOCI-I 자료를 이

용하였다. 380 nm 채널의 지표면 반사도의 경우 GOCI 자료로부터 계산된 443 nm 채

널의 지표면반사도와 OMI에서 제공하는 지표면 반사도 기후값을 이용하여 자료를 생

성하였다. OMI의 지표면 기후값은 380 nm와 443 nm 값에 대하여 제공하기에 두 값

의 비율을 이용하여 GOCI 격자에 맞는 380 nm 지표면 반사도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

림 3.2.110는 GOCI 격자에 대해 계산된 3월 13시의 443 nm와 380 nm 지표면 반사도

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43 nm 자료는 GOCI 자료와 최소반사도법을 이용

하여 계산되었으며, 380 nm 자료는 OMI 기후값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향후

GOCI-II가 발사되고 장기간의 자료가 축적된다면 OMI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해두었던

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2.111. Surface reflectivity at 443 nm and 380 nm for GOCI-II aerosol
retrieval algorithm.

- 육지와 달리 해양의 지면반사도는 관측 각도와 풍속에 의한 함수로 알려져있다(Cox

and Munk, 1954). VLIDORT Version 2.7에서는 해양의 지면반사도 계산을 위해 클로

로필, 염분 등 새로운 변수들이 적용 가능하다. 염분에 따른 대기상한반사도의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풍속, 클로로필, 관측 방향에 관해 해양의 지면반사도를 계산하였다.

- 클로로필 농도와 해수면 위 풍속 자료는 알고리즘 현업화 시 실시간으로 입력 받기 어

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 재분석 자료와 MODIS 산출물 자료를 이용하여 GOCI 격자에 맞는 기후

자료를 생성하였다. 그림 3.2.112과 3.2.113는 각각 GOCI 격자에 맞게 재구성된 클로로

필, 풍속 기후값 예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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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2. Climate data for chlorophyll-a at
March.

그림 3.2.113. Climate data for wind speed at
March.

(4) 조견표 (Look-up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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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4. Look-up table variables for GOCI-II aerosol retrieval algorithm.

-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에서는 에어로졸 광학특성 산출에 걸리는 시간을 단

축하기 위해 조견표를 미리 계산해두었다. 위성 관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하여

실제 관측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복사전달모델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림 19는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의 조견표의 차원을 나타낸다. VLIDORT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조견표 계산에 이용된 변수는 파장, 태양천정각, 위성천정각,

태양-위성 상대방위각, AOD, 에어로졸 유형, 지표 고도, 지면반사도 관련 변수이다.

GOCI-II 밴드에 대하여 spectral response function을 고려하여 계산하였으며, 태양천

정각과 위성천정각은 0°에서 70°까지 10° 간격, 상대방위각은 0°에서 180°까지 10° 간

격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에어로졸의 고도분포는 2km의 peak height를 가지는 가우시

안 분포를 가지도록 가정하였다.

(5) 역추산 방법

-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은 Lee et al., (2012), Choi et al., (2016), Choi et al.,

(2018)에서 제시한 역추산 방법을 이용한다. 조견표의 선형 내삽을 통해 GOCI-II 전체

파장, 모든 에어로졸 유형에 관하여 AOD가 계산된다. 정확한 에어로졸 유형이 선택되

었다면, 모든 파장의 AOD 값을 550 nm로 환산하였을 때 동일한 AOD 값을 보여야한

다. 따라서 각 파장으로부터 얻어진 550 nm AOD의 표준편차가 작은 에어로졸 모델이

선택된다.

-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은 밝은 지표에 대해서는 산출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지면반사도가 0.15 이하인 파장만을 선택한다. 이 때 선택된 파장이 2개 이상이면 해당

화소에 대하여 산출을 진행한다. 태양천정각, 위성천정각 등 관측된 조건에서 미리 계

산해둔 조견표와 관측된 대기상한반사도를 비교하여, 각각의 파장에 대해 550 nm

AOD를 얻는다. 이 때, 550 nm AOD의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3개의 에어로졸 유형이

선택되며, 최종 AOD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준편차를 이용해 가중하여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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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D 이외의 440-870 nm AE, 550 nm FMF, 440 nm SSA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에어

로졸 유형이 지니는 값을 표준편차를 통해 가중하여 얻어진다. 마지막으로 GOCI-II 에

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은 Lee et al. (2010)에서 제시한 에어로졸 유형 구분 방법을 이

용하여 여섯 개의 에어로졸 유형으로 분류한다. 산출된 550 nm FMF와 440 nm SSA

를 이용하며, 구분 방법은 표 3.2.17에 기술되어 있다.

No. Aerosol Type FMF at 550 nm SSA at 440 nm

1 Dust 0.0≤FMF<0.4 SSA ≤ 0.95

2 Non-absorbing coarse type 0.0≤FMF<0.4 0.95 < SSA < 1.00

3 Mixture 0.4≤FMF<0.6

4 Highly-absorbing fine type 0.6≤FMF<1.0 SSA<0.90

5 Moderately-absorbing fine type 0.6≤FMF<1.0 0.90≤SSA<0.95

6 Non-absorbing fine type 0.6≤FMF<1.0 0.95≤SSA

표 3.2.17. Aerosol type classification

(6) 산출물 정확도 평가 및 알고리즘 코드 검증 수행

- 알고리즘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특정 조건을 가정하여 reference test를 수행하였다.

태양천정각, 위성천정각, 태양-위성 상대 방위각은 각각 20, 40, 140을 가정하였고, 지

표면 반사도는 0.05를 가정하였다. 에어로졸의 peak height를 2 km로 가정하여

reference test를 수행하였을 때, 그림 3.2.1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기준 값으로 설정

한 AOD와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AOD가 1대1 선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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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5. reference test for GOCI-II aerosol
retrieval algorithm.

- 추가적으로 복사 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GOCI-II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다양한 조건의

모의 자료 생성하여 reference test를 진행하였다. 모의 자료의 입력 자료로 기하 정보

와 지표면 반사도 정보는 GOCI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GOCI AOD의 기후 값을 이용하였다. Reference test 결과, 모의 자료

와 비교하여 8.1% 오차를 보이며, 당초에 계획하였던 목표 성능(< 10%)에 부합하였다.

- 다음으로 지상 원격 관측 네트워크인 AERONET 관측 값을 true value라고 가정하여,

위성에서 산출된 자료와 시공간 일치 후 비교를 통해 산출물 정확도를 판단하였다.

2018년 4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한달 반 기간에 대해 GOCI 자료와 계산된 조견

표, 작성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와 4월 18일에 산출된 AOD의 공간적인

분포를 그림 3.2.116에 나타내었다. AERONET과 검증을 위하여 AERONET 픽셀 주변

으로 25 km 반경 이내에 들어오는 GOCI AOD를 평균하였으며, GOCI 관측 시간에 대

해 앞뒤로 30분 이내에 들어오는 AERONET AOD를 평균하여 비교하였다.

AERONET AOD와의 비교 결과 상관관계는 0.9로 나타났다. 기대 오차(Expected

Error, EE)보다 작은 오차를 가지는 산출 포인트의 비율은 50%로 나타났으며, 이는 당

초에 계획하였던 목표 성능(50%)에 부합하였다. 기대 오차로는 MODIS Dark Target

팀의 기준값(Remer et al., 2005)이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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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6. (Left) Validation result of AOD obtained from GOCI-II aerosol
algorithm using AERONET AOD (Right) retrieved AOD for 18 April, 2018.

- 다음으로 자외선 채널을 모의하기 위하여 GOCI-II spectral response function을

TROPOspheric Monitoring Instrument (TROPOMI) 자료에 적용하여 GOCI-II 380

nm 밴드를 모의하였다. TROPOMI 자료는 hyper-spectral 자료이며, 그림 3.2.117에 나

타난 것처럼 밴드 3을 기준으로 0.54에 해당하는 spectral resolution을 가진다. 따라서

GOCI-II 380 nm 밴드의 반응 함수를 TROPOMI 자료에 적용하여 380 nm 자료를 모

의하고자 하였다.

그림 3.2.117. Spectral band definition, spectral properties and spatial resolution
for TROPOMI (from KNMI).

- 우선적으로 GOCI와 TROPOMI의 위치, 공간 해상도 및 관측 시간을 고려하여 pixel

collocation을 수행하였다. 그림 3.2.118은 GOCI와 TROPOMI 픽셀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데, TROPOMI 픽셀의 크기가 GOCI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OCI는

500 m x 500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TROPOMI는 밴드 3을 기준으로 7 km x 3.5

k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기 때문에 TROPOMI 픽셀 하나 당 GOCI 픽셀이 약 1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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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따라서 두 자료를 함께 이용할 시에 TROPOMI 픽셀 내부의 구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GOCI 자료를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구름 제거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3.2.119에 나타난 것과 같이 GOCI 자료를 이용하여 500 m 공간해상도에서 구름

제거를 수행하고, TROPOMI 픽셀에 포함되는 GOCI 픽셀들을 선택하여 평균하였다.

따라서 VIS-NIR 채널의 대기 상한 반사도는 GOCI 자료로부터 얻어지고, 380 nm 채

널의 대기 상한 반사도는 TROPOMI로부터 얻을 수 있다. 두 위성 자료로부터 얻은

대기 상한 반사도를 미리 계산해둔 조견표와 비교하여 에어로졸 모델별 AOD 계산을

각각 수행하였고, 역추산 과정에서 두 자료를 병합하여 파장에 따른 AOD의 표준편차

가 작은 두 개의 모델을 선택하여 AOD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에어로졸 자

료는 TROPOMI 자료의 공간해상도를 가진다.

그림 3.2.118. pixel grid for GOCI (black) and
TROPOMI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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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9. Flowchart of the aerosol retrieval algorithm over
ocean using GOCI-I and TROPOMI data.

- 모의된 합성 자료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광학 두께 산출을 수행한 결과가 그림 3.2.120

에 나타나있다. 왼쪽은 기존 GOCI 에어로졸 산출물 결과이며, 기존 자료와 유사한 공

간 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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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0. (Left) GOCI YAER V2 AOD at 550 nm on May 14, 2018 (Right) AOD
retrieval with GOCI-I and TROPOMI L1b data for simulation of GOCI-II retrieval

result.

(7) GOCI-II 알고리즘 개발 환경

- IDL 7.1 버전으로 작성되어 있던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을 지상 시스템의

테스트환경(Algorithm Development Environment, ADE)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Python

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3.2.121은 IDL로 작성되어 있던 알고리즘을

Python으로 변환한 후에도 산출 결과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IDL과 Python으로

작성된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은 오픈소스 없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직접 구

현하였다. 서브루틴의 구체적인 설명은 헤더파일에 주석으로 기재하였으며, 코드 내 각

변수 및 함수들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변수 및 함수 이름을 작성하였다.

그림 3.2.121. Algorithm conversion result.

바. 검증 방법 및 결과

(1) 검증 준비사항

- Period: 2017.01.01 – 2017.12.31

- Comparison with ground-based observation (AERONET: AErosol ROboti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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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ocation with 22 AERONET sites (Version 3 Level 2.0)

(2) 알고리즘 정확도 분석 기술 개선

- Collocation criteria: (spatially) average satellite pixels within 25 km radius from

AERONET sites(temporally) average AERONET data within 30 min from satellite

measurement

- Lee et al., 2010을 기반으로 AERONET SSA at 440 nm, FMF at 550 nm 를 통해 분

류된 Aerosol Type을 reference data로 이용

(3) 요구사항 및 검증 결과

- 요구사항: 정확도 75%

- 현재 성능: 83.33%

- Aerosol Type의 경우 AOD가 높은 조건에 한해 정확도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AERONET AOD > 1.0인 경우에 대해서 GOCI Aerosol Type과 AERONET Aerosol

Type을 비교함

- 평균 Accuracy: 83.33%

(4) 정성적 분석 결과

- GOCI-II 처리 시스템에 구현 완료

(5) 향후 계획

- GOCI-II 자료 기반 정확도 분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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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규식생지수(NDVI), 향상된식생지수(EVI, 개량식생지수), 육상 알베도

가. 연구개발 목적

(1) 천리안 해양위성 2호 (GOCI-II)에 최적화된 BRDF 모델링을 통한 육상

BRDF/Albedo/NDVI/EVI 산출 기술개발

(2) 정지궤도 위성의 관측 특성을 고려한 Bidirectional Reflection Distribution

Function(BRDF) 모델링

(3) 고정된 위성 천정각을 고려한 BRDF modeling kernal integration

(4) 육상 BRDF 산출물을 사용하여 각도 성분에 의한 영향을 반영한 Albedo/Normalized

Difference Vegeation Index(NDVI)/Enhanced Vegetation Index(EVI) 산출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 최근 해색위성의 육상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표적 해색 센서인

SeaWiFS는 지표 식생 및 육상정보 산출 관련 연구에 사용 되고 있다 (Gobron et al.,

2001; Brown et al., 2006). 천리안 해양위성(GOCI)의 후속 위성인 천리안 해양위성 2

호(GOCI-Ⅱ)는 높은 공간해상도 및 시간해상도를 가지므로 육상에 적용할 경우, 육상

산출물의 품질 시공간적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단파채널을

보유 하고 있어 지표면 알베도 및 NDVI 및 EVI와 같은 식생지수 산출이 가능하다.

이들 산출물은 토양, 식생, 대기 시스템의 에너지 균형 분석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후

모델과 지표 모델에 중요한 입력자료로써 해당 모델의 예보 적중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 범위

(1) 1차년도(2017)

(가) 알고리즘 기초 이론조사

- NASA와 EUMETSAT 등 정지궤도 위성을 운영 중인 선진기관의 산출 정보와 현

황 그리고 계획을 조사 및 분석

- 지표면 알베도 및 정규화 식생지수 산출에 대한 국내의 기술수준과 현황에 대한

조사 수행

(나) Proxy data로 사용할 GOCI 채널 자료 및 Cloud Mask 수집

- BRDF/Albedo/NDVI/EVI 산출물 개발을 위한 proxy data로써 유사 위성인 GOCI

자료 사용

- GOCI-II 위성과 유사한 태양-지점-위성의 geometry 정보를 가짐.

- Quality control (QC)를 통해 오차값 제거

(다) 정지궤도 위성의 제한된 각도 성분에 따른 BRDF 모델링 기법 연구

-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고정된 VZA의 조건에서 관측

- 통계적 오차로 인해 BRDF 모델링 시 오차 발생

- angular sampling에 따른 오차 분석 실시 및 개선

(라) GOCI에 최적화된 BRDF 모델링 합성주기 및 산출 주기 결정

- 합성기간 별 (1, 5, 10, 15, 20일) BRDF 모델링 수행 후, 구름 및 SZA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공백 화소 및 RMSE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라 GOCI에 최적화된 BRDF 모델링 합성 주기 및 산출 주기 결정

(마) 고정된 VZA에 따른 정규화 반사도 생산

- 기존 극궤도의 경우 반사도 정규화시, VZA을 Nadir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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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성분 및 관측된 반사도 사이의 통계분석으로 통해 수행되는 반사도 정규화

과정에서 VZA을 0°로 변조 시, 통계적 오류로 인한 오차값 발생

- Yeom and Kim (2013)에서 제안 된 방법에 따라 VZA을 변조하지 않고 반사도 정

규화 수행

(바) 정규화 반사도 바탕으로 NDVI 및 EVI 산출

- 대부분의 선진 기관에서 Top Of Atmosphere (TOA), Top Of Canopy (TOC) 기

반으로 식생지수 산출

- 각도에 따른 BRDF 효과를 고려하여 식생지수 계산할 경우 높은 정확도 산출

(2) 2차년도(2018)

(가) 정지궤도 위성의 고정된 VZA을 고려한 BRDF kernel integration 기법 연구

- Black sky 및 white sky의 반구 특성 함수 생산을 위해 kernel integration 수행

> black sky : 대기 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완전 투과가 되는 상태

> white sky : 대기 내에서 완전히 산란되는 상태

- 정지궤도 위성의 angular sampling 특성에 맞는 kernel integration 수행

(나) BRDF component 및 kernel integral을 이용한 분광 알베도 (Narrowband albedo) 생

산

- 경험적 계수인 K0,K1,K2와 BRDF kernel integral value를 이용하여 각 채널별 분

광 알베도 산출

- 각도 성분에 따른 민감도 분석 수행

(다) 분광 알베도와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광대역 전환 계수 산출 (Snow-free)

- GOCI의 분광 알베도 및 타 위성의 광대역 알베도의 match-up 수행 및 훈련자료

구축

- Quality flag를 이용하여 일반 지표 구분 후 수행

- 훈련자료 및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일반지표의 광대역 알베도 전환 계수 산출

(라) 광대역 전환 계수를 적용하여 광대역 알베도 산출 (Snow-free)

- 일반 지표에서의 광대역 알베도 산출

(마) 표 타입 및 계절에 따른 광대역 알베도 정확도 및 식생지수 분석

- 광대역 알베도 및 식생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계절 및 지표 타입에 따른

정확도 분석

(바) 시·공간에 따른 오차분석 및 사례분석에 따른 산출물의 품질정보 제시 및 정확도 검증

수행

- 사례분석을 통한 알고리즘 품질 정보 제시

- 타 위성자료 및 재분석자료, 지상관측 자료를 이용한 산출물의 검증 수행

라. 연구 자료

- 본 연구에서는 GOCI-II에 적합한 육상 BRDF/Albedo/NDVI/EVI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재 GOCI-II와 가장 유사한 채널자료를 가지고 있는 GOCI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3년 1년 동안 진행하였으며, 연구영역은 한반도(111.32 ~ 146.68 E, 21.54 ~

46.99 N)이다. GOCI는 2010년 발살된 천리안 위성이 가지는 탑재체 중 하나로, 한반

도를 중심으로 2500 km * 2500 km 영역의 해양환경을 관측하는 세계최초로 정지궤도

에서 운영되는 해양관측위성이다. 지구적도 상공 36000 km, 동경 128.2° 에 위차하여

하루에 8번 낮시간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을 관측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OCI의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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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징은 표 3.2.18와 같다.

Band
no.

Center
(nm)

Bandwidth
(nm)

Spatial
resolution(m)

Temporal
resolution(h)

1 412 20 500 1

2 443 20 500 1

3 490 20 500 1

4 555 20 500 1

5 660 20 500 1

6 680 20 500 1

7 745 20 500 1

8 865 20 500 1

표 3.2.18. GOCI의 센서 특성

- 본 연구의 알고리즘은 BRDF 모델링, Narrow-to-broadband conversion, NDVI/EVI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자료는 표 3.2.19과 같다.

- BRDF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양 천정각(Solar Zenith Angle, SZA), 태양 방위각

(Solar Azimuth Angle, SAA), 위성 천정각(Viewing Zenith Angle, VZA), 위성 방위

각 (Viewing Azimuth Angle, VAA) 및 지표면 (Top Of Canopy, TOC) 반사도가 필

요로 하다. 이것은 Level-1B channel data가 아닌 대기보정 과정이 수행된 자료로써

현재 공식산출물의 부재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대기보정을 수행하여 TOC reflectance

자료를 생산하였다.

- Narrow-to-broadband conversion 과정에서는 위성 천정각, Kernel Integration

Look-Up Table(LUT), BRDF parameters가 필요하다. Kernel Integration LUT는

BRDF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geometric kernel과 volumetric kernel을 각도 성분에 따

라 적분한 값으로 Black sky, White sky 분광 Albedo를 산출에 사용된다. 본 알고리

즘에서는 kernel 적분 값을 SZA 및 VZA에 따라 미리 계산하여 LUT을 구축하였다.

NDVI/EVI를 산출하기 위하여 위성 천정각 및 정규화 반사도(Red, NIR, Blue)가 사용

된다.

산출물 명 자료 타입 자료 명

BRDF
모델링

GOCI 센서 자료

위성 천정각

태양 천정각

상대 방위각

Level 2 자료 TOC 반사도 (8개 채널)

Narrow-to-
Broadband
Conversion

GOCI 센서 자료 위성 천정각

정적 보조 자료
Kernel Integration LUT
(Geometric, Volumetric)

표 3.2.19.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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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 내용 및 결과
- 본 연구의 전체적인 알고리즘 흐름은 그림 3.2.124과 같다. 공식산출물이 아닌 자체적

으로 생산한 TOC 반사도의 산출과정은 해당 흐름도에서 제외하였다. 알고리즘의 순서

는 먼저 BRDF 모델링,Missing gap filling을 통해 정규화반사도를 산출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NDVI/EVI를 산출하게 되며, Narrow-to-broadband convers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Albedo를 산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RDF 모델은 반 경험적 모

델로 지표의 이등방성 반사율은 등방성 산란과 표면산란 그리고 체적산란의 합으로 이

루어진다고 가정하며, 각각의 산란은 모델의 커널과 경험적 계수로 결정된다. 따라서

BRDF 모델링을 통해 BRDF parameter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없는 조건에서

최소 3회 이상의 관측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각도 조건에서 관측 된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GOCI-II는 multi-angle 센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자료를 합성하여

BRDF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합성기간을 16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

속적인 구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 화소에 대해서는 이전 4일까지의 BRDF

parameter를 이용한 Missing Gap Filling을 수행하였다. 일정 기간의 자료를 합성하고

BRDF parameter를 산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처

리를 위하여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offline mode과 online mode으로 나누었다. Offline

mode에서는 합성 기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BRDF 모델링을 통해 BRDF

parameter, 정규화 반사도를 산출 및 저장하게 된다. online mode에서는 offline mode

에서 미리 산출된 BRDF parameter를 이용하여 Full Disk 영역의 지표면 광대역

Albedo를 Daily의 시간 간격으로 산출하게 된다.

- NDVI는 NIR 영역의 반사도와 Red 영역의 반사도의 차이를 정규화하여 산출하며,

EVI는 NDVI에서 추가적으로 에어로졸 산란계수와 Blue 영역의 반사도 자료를 사용한

다. 원격탐사에 의해 획득된 반사도 자료는 구름 및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 굴절, 반사

등의 영향과 태양 입사각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DF의 중간 산출물인 정규화반사도(Fixed Viewing BRDF Adjusted

Reflectance, FVBAR) 자료를 바탕으로 NDVI와 EVI를 생산하였다.

동적 보조 자료 BRDF parameters

NDVI/EVI
GOCI 센서 자료 위성 천정각

Level 2 자료
정규화 반사도 (Red, NIR) - NDVI
정규화 반사도 (Red, NIR, Blue) - 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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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4. BRDF/Albedo/NDVI/EVI 알고리즘의 흐름도.

(1) 대기보정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L1B channel data가 아닌 TOC 반사도가 필요

하다. 하지만 현재 공식산출물이 존재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현재 MODIS의 대기보정에 사용 중인

Second Simulation of the Satellite Signal in the Solar Spectrum (6S)을 이용하였다

(Vermote et al., 1997; Kotchenova et al., 2006; Zhao et al., 2000). 6S는 특정위성의

밴드나 지역에 특화되지 않아 다양한 위성에 적용이 가능하며 GOCI의 대기보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식은 다음과 같다.

    ×,

  × 

- 식의 L은 위성으로 관측된 대기상단의 Radiance(Wm-2sr-1㎛-1)이며, ρtoc는 대기보

정 후의 지표면 반사도이다. 3가지 계수 중 xa는 태양광의 대기경로에 따른 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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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nce, xb는 태양광의 대기 투과경로에 따른 총 산란 투과도, xc는 대기하단에서 등

방성 빛의 입사로 인한 산란을 나타낸 것이다.

- 대기보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Land/Sea Mask, Cloud mask, Total Precipitable Water

(TPW), Total Ozone Column (TOZ), Aerosol Optical Depth (AOD) 자료를 사용하였

다. Land/Sea Mask는 육지 화소가 아닌 지역을 masking하는데 사용하였으며, Cloud

mask는 현재 공식산출물이 존재하지 않아 Top Of Atmosphere (TOA) 반사도 자료를

이용한 자체 경계값을 이용하였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TOA Band2≥0.25, Band05 ≥0.35, Band06≥0.35

TOA Band8≥0.55, 0.75≤TOA8/TOA6≤1.25)

- TPW 및 TOZ는 Copernicus Atmosphere Monitoring Service (CAMS) daily 자료를

이용하였고, AOD는 2013년 CAMS자료 전체적으로 Missing value로 이루어져 기후값

으로 대체하였다. 해당 기후값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cos cos  

- 위 수식은 위도별로 대륙형 에어로졸의 광학두께의 산출하는 것으로 EUMETSAT의

LAND SAF에서 MSG기반의 지표면 알베도를 산출할 때 사용되었다 (LSA SAF,

2012).

(2) BRDF 모델링
- 일반적인 지표는 태양광의 입사각도와 관찰자의 시야각에 따라 동일한 지표라도 다른

반사율을 가지는 비등방성 반사특성을 가진다. Albedo는 각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대

상 지표가 가지는 일정한 반사율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각도에 대한 비등방성 반사율

을 고려할 수 있는 BRDF 모델링은 지표면 Albedo 생산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현재

Terra/Aqua, SPOT, Suomi NPP 등과 같은 극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Goes-R, MSG와

같은 정지궤도 위성에서도 BRDF 모델링을 통해 지표면 광대역 Albedo를 산출하고 있

다.

- 현재 지표면 Albedo 자료를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와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 (EUMETSAT)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선형 반경험적 BRDF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반경험적 모델은 물리모델에 비해 계산이 빠르며, 다양한 토지

피복에 적용이 가능하며 경험적 모델에 비해 적은 수의 관측자료를 가지고 BRDF 모

델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Wanner et al., 1995). NASA와 EUMETSAT에서 사용하

는 BRDF 모델을 구성하는 kernel중 geometric의 경우 NASA는 Li and Strahler

(1986)에 의해 제시된 Li-Sparse kernel을 사용하며 EUMETSAT은 Roujean et al.

(1992)에 의해 제시된 Roujean geometric kernel을 사용하고 있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Roujean model을 사용하여 BRDF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식의 좌측항인 은 위성에서 관측한 반사도이며, f1,2는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

커널함수이며 각각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geometric 산란과 volumetric 산란을 표현한

다. K0,1,2는 BRDF의 경험적 계수이며, 그 중 K0는 등방성 산란을 나타낸다. 커널의

입력자료로 표시된 θs,v는 태양과 위성의 천정각 이며, Φ는 태양과 위성의 상대방위각

이다.

- f1과 f2를 태양-지표-위성의 각도성분으로 표현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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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tancos 

- 그림 3.2.125는 각기 다른 SZA 조건에서 VZA에 따른 geometric 커널과 volumetric 커

널을 나타낸다.

그림 3.2.125. Roujean et al.(1992)에 의해 제시된 BRDF 모델의 geometic kernel (a)과
volumetric kernel. 음의 VZA : RAA = 0° (backward scattering), 양의 VZA : RAA = 180°

(forward scattering).

- 극궤도 위성은 BRDF 모델링 합성기간 동안 다양한 VZA조건에서의 반사도를 관측하

는 반면 GGOCI와 같은 정지궤도 위성은 각각의 pixel에 대하여 고정된 VZA조건에서

지표면 반사도를 관측한다 (그림 3.2.126). 따라서 BRDF 모델을 통해서 반사도를 재생

산 할 때, 정지궤도 위성은 극궤도에 비해 관측된 반사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물리적인 경험적 계수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알고리즘에서는 BRDF 모델링을 통해 생산된 정규화 반사도를 이용하여 optimiz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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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6. 극궤도 위성 (왼쪽)과 정지궤도 위성 (오른쪽)에서의 관측된 반사도와 BRDF
모델링을 통해 재생산된 반사도. 붉은 삼각형 : 관측된 반사도, 푸른 실선 : 재생산된 반사도.

- 기존의 극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BRDF 모델링은 kernel 내부에 각도 성분을

변조하여 (θv = 0°, θs = mean SZA) 반사도 정규화 과정을 수행한다 (Duchemin and

Maisongrande, 2002). 위성관측 지표반사도와 BRDF 모델로 모의된 반사도, 그리고 각

도성분을 변조한 반사도간의 합차를 통해 정규화를 수행하며 다음 식과 같다.

  mod            mod 

- ρnorm은 변조된 반사도이며, ρmodel는 주어진 각도에 대해 kernel로 모의된 반사도이

다. ρmeasured은 위성으로 관측된 지표반사도를 말하며 합성기간 동안의 평균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성된 정규화 반사도를 산출하게 된다. 정지궤도 위성의 반사도 정규화

과정에서 VZA을 nadir (0°)로 변조할 경우 통계적 제한으로 인해 비물리적인 정규화

반사도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에서는 정규화 반사도 산출을 위

한 반사도 정규화 과정에서 VZA을 nadir로 변조하지 않고 해당 pixel의 VZA을 사용

하였으며 SZA과 RAA는 합성 기간 동안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

으로 Fixed Viewing BRDF Adjusted Reflectance(FVBAR)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

된 FVBAR는 식생지수 및 BRDF model에 사용하였다.

  mod            mod 

- 그림 3.2.127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BRDF 모델링 optimizing의 개념도이다. 먼저

BRDF 모델의 경험적 계수 (K0, K1, K2)를 BRDF 모델 inversion 과정을 통해 계산하

고 이를 이용하여 정규화 반사도를 산출한다. 이 후, 이등방성 반사를 나타내는 K0를

정규화 반사도로 변조한다. 그리고 다시 BRDF 모델 inversion을 거쳐 K1, K2를 산출

하고 다시 산출된 BRDF 모델의 경험적 계수를 이용하여 정규화 반사도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여 BRDF 모델링 optimizing을 수행하였다.

- 그림 3.2.128는 Red(band5),NIR(band8)에 대한 FVBAR의 여름 및 겨울의 공간적 분포

이다. 해당 그림에서 겨울 기간이 여름 기간에 비하여 공백 화소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겨울 기간 동안 눈으로 인하여 Missing value가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 그림 3.2.129은 Landcover에 따른 FVBAR의 시계열 그래프이다. 여름철에 NIR(band8)

반사도가 높아지고 Red(band5)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NIR

반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식생의 활동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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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7. BRDF 모델링의 optimizing 개념도.

그림 3.2.128. FVBAR의 공간적 분포.

그림 3.2.129. landcover에 따른 FVBAR의 시계열 분포.

(3) Narrowband Albedo 산출

- Albedo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태양, 위성, 지표 사이의 모든 geometry를 고려해야 한

다. 지구는 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구형 Albedo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도성분에 대한

커널의 적분과정이 필요하다. 위성기반의 Albedo는 실제 Albedo인 blue sky albedo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대기의 상대를 극과 극으로 가정한 상태의 Albedo인 black

sky albedo와 white sky albedo로 구분하여 생산한다. Black sky albedo는 대기 중에

서 태양광의 산란이 없이 모두 투과하는 상태를 뜻하며, white sky albedo는 대기 중

에서 태양광이 모두 산란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black sky albedo와 white sky

albedo는 BRDF를 구성하는 geometric kernel과 volumetric kernel의 적분을 통해 산출

된 반구특성함수를 이용하여 생산된다.black sky 생산을 위해 black sky 반구특성함수

를 생산해야하는데 이는 BRDF의 각 커널을 위성의 천정각과 상대방위각으로 적분하

여 산출된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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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cos 

- black sky는 대기 중에 태양광이 완전 투과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천

정각의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각도 성분으로 적분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적분된 값을 다시 태양 천정각으로 적분하여 white sky 알베도 생산을 위한 white

sky 반구특성 함수를 생산하게 된다. 식은 다음과 같다.

  




   sin  cos 

- 그림 3.2.130, 표 3.2.20는 각각의 black sky와 white sky의 반구 특성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Black sky의 반구 특성 함수는 BRDF의 각 커널을 위성 천정각과 상대 방위각

에 대해 적분하여 태양 천정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며 white sky의 반구 특성 함수

는 black sky의 반구 특성 함수를 다시 태양 천정각에 대해 적분하여 상수로 나타난

다. black sky의 반구 특성 함수 에서는 천정각이 높아짐에 따라 비등방성 반사율이

낮아지거나(geometric), 높아지는 (volumetric) 전형적인 커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

며, geometric 커널에서 발생했던 비물리적 값은 상대방위각 적분의 영향으로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black sky와 white sky의 반구 특성 함수는 고정된 커널을 적분 하

여 생산되기 때문에 반복된 계산을 지양하고 계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LUT 형

태로 저장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2.130. Black sky의 반구 특성 함수.

Isotropic Geometric Volumetric

1 -1.28159 0.080283

표 3.2.20. White sky의 반구 특성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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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광 Albedo는 위성에 탑재된 채널의 폭에 해당하는 Albedo이며 BRDF 경험적 계수

와 커널 적분을 통해 산출된 black sky와 white sky의 반구특성함수를 이용한 선형

다항식으로 산출된다. GOCI-II의 각 반사도 채널의 black sky와 white sky 분광

Albedo 산출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 Black sky 분광 알베도는 SZ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 이때 알베도 결정을 위한

reference angel이 필요로 하다. 본 연구에서는 Local Noon 일 때의 태양 천정각을 사

용하였다. 이것은 hour angle이 0° 일 때의 SZA를 나타난다. 아래 그림 3.2.131 계절

별 Local noon angle의 계절별 공간적 분포를 의미한다.

그림 3.2.131. 계절 별 Local noon angle.

- 그림 3.2.132는 Black sky, White sky에 대한 각 밴드별 분광 알베도이다. 중국 북동쪽

지역에 사막이 존재하는데 해당지역에 모든 밴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알베도 값이 산

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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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2. 분광 알베도 산출 결과.

(4) Narrow-to-Broadband conversion

- Narrowband albedo는 위성센서의 관측폭에 대한 알베도이다. 하지만 실제 지구의 에

너지 및 수분 균형을 결정하고 Numerical weather model, hydrology model,

circulation model 등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단파 영역 (0.3 ~ 5.0 μm)의 광대역

알베도 (broadband albedo)이다. 따라서 각 채널의 spectral albedo를 broadband albedo

로 전환하는 Narrow-to-broadband conversion 과정은 필수적이다. broadband albedo

로의 전환은 spectral albedo와 참고가 되는 타위성의 broadband 알베도와 통계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방법은 Liang et al. (1999)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현재

MODIS의 광대역 알베도 전환에도 적용되는 방법이다 (Luchet et al., 2000).

-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위한 reference 자료로 MODIS broadband albedo

(MCD43A3)를 사용하였다. Systematic sampling 기법으로 black sky와 white sky에서

각각 약 4,000,000,000 개의 spectral albedo와 MODIS broadband albedo를 수집하여

dataset 구축하였으며 이 중 절반은 training dataset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validation dataset으로 사용하였다. training dataset을 이용하여 도출된 broadband

albedo 전환 모델은 다음 식과 같다.

           ⋯ 

- 위 식에서 는 broadband albedo를 의미한다. 는 GOCI 채널 에서의 분광 알베도이

며 는 각 채널의 광대역 전환계수는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now-free 지역을 대

상으로 Broadband albedo를 산출한다. 표 3.2.21는 해당 조건에서 도출된 모델의 정확

도와 모델을 구성하는 계수를 나타낸다.

- 그림 3.2.133은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Broadband albedo의 공간적 분포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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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겨울철 눈으로 인한 missing value로 인하여 broadband albedo에

서도 그와 마찬가지고 적설역 masking으로 인하여 산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Parameter coefficient R
Std. error of
estimation

Black
sky

Constant 0.056

0.832 0.01575

C1 -0.022
C2 -0.125
C3 -0.301
C4 -0.727
C5 0.592
C6 0.846
C7 0.269
C8 0.605

White
ske

Constant 0.063

0.804 0.0187

C1 -0.075
C2 -0.108
C3 -0.219
C4 -1.206
C5 0.920
C6 0.954
C7 0.328
C8 0.606

표 3.2.21. black sky 및 white sky 광대역 전환계수

그림 3.2.133. GOCI black/white sky 광대역 알베도 공간 분포 (왼쪽 : 2013년1월16
일, 오른쪽 : 2013년 6월 16일).

(5) NDVI/EVI

- 식생지수는 NIR 영역의 반사도와 Red 영역의 반사도의 차이를 정규화하여 산출하게

된다. 원격탐사에 의해 획득된 반사도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구름 및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 굴절, 반사 등의 영향과 태양 입사각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보정, 지리보정, 기하보정을 통한 위성 전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성 전처리 과정을 수행 한 이후에도, 정지궤도 위성의 특

성에서 나타나는 태양 방향성 감소를 위해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BRDF) 모델링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처리과정이 수행된 Fixed

Viewing BRDF Adjusted Reflectance (FVBAR) 자료를 사용하여 식생지수 산출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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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는 다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전처리 과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Fixed Viewing BRDF Adjusted Reflectance of NIR

= Fixed Viewing BRDF Adjusted Reflectance of Red

- NDVI 값이 1에 근접할수록 식생이 건강한 상태이다. 그와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식

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죽어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물과 구름지역에서 음

의 값이 계산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일 경우, 본 알고리즘에서는 0으로 대체한다.

- 식생지수는 대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Huete and Liu (1994) 토양에 의한 영향도 크

다. 그리고 에어로솔이 많을 경우 배경영향을 더욱 줄일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Liu

and Huete (1995)는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Feedback 기반의 기법인 EVI를 개발

하였으며 이는 토양, 식생, 대기의 영향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해당 식은 다

음 식과 같다.

       

  

 = Fixed Viewing BRDF Adjusted Reflectance of NIR

= Fixed Viewing BRDF Adjusted Reflectance of Red

= Fixed Viewing BRDF Adjusted Reflectance of Blue

C1, C2 : The coefficients of the aerosol resistance term

L : The canopy background adjustment for correcting the nonlinear

- 그림 3.2.134는 NDVI와 EVI의 계절별 공간적 분포이다. 정규화 반사도에서 나타난 공

백 화소 부분에 대하여 값이 missing 됨을 확인 할 수 있다.중국 북동쪽 지역에 존재

하는 사막지역에서 식생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름철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게절에 비해 식생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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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4. NDVI (윗줄 좌로부터 2013.01.15; 2013.04.15; 2013.08.15; 2013.11.15)
EVI (윗줄 좌로부터 2013.01.15; 2013.04.15; 2013.08.15; 2013.11.15).

(6) 산출물 검증

(가) Albedo

- 모의자료를 산출된 broadband albedo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출 기간 중 동일 날짜에 해

당하는 MODIS broadband albedo 자료와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목표 정확도는 RMSE

0.05 이하로 설정하였다. 알베도는 Global Climate Observing Sysyem (GCOS)에서 요

구하는 정확도가 5% 이내 (GCOS, 2006)이며, 현재 NASA와 EUMETSAT에서 운영하

고 있는 MODIS 및 SPOT 광대역 albedo 정확도의 정확도는 MAE 0.06, RMSE 0.05

이기 때문에 일반 지표에서의 정확도는 RMSE 0.05 이하로 설정하였다. 또한 적설역의

경우, 대기 보정 알고리즘의 산출물인 지표면 반사도의 부재로 인해 BRDF 모델링 수

행 및 알베도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설역에서의 알베도 정확도는 설정하지 않았

다.

- 검증 방법은 그림 3.2.135와 같다. 먼저 Validation data와 Match-up을 수행한다. 이

때, half-pixel 이내의 화소에 대해 수행하게 되는데, 최근접 화소 기준으로 3-by-3 평

균을 진행한다. 다음과정으로 검증화소를 선정하는 filtering 과정을 수행한다. VZA이

70도 이상인 지역, fill value 지역, snow-covered 지역을 검증 화소에서 제외한다.

filtering을 수행 후 최종 선정된 pixel을 대상으로 RMSE를 산출하게 된다.

- 그림 3.2.20은 Black/White sky에 검증 결과이다. Black sky 알베도는 RMSE 0.1886,

White sky 알베도는 RMSE 0.01867으로 MODIS 자료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오차가 발생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TOC 반사도이다.

본 알고리즘은 대기 보정된 TOC 반사도를 입력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보정의

정확도에 의한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름탐지 영역에 관련

된 공식 산출물을 제공받지 않아 자체 경계값을 이용하여 구름을 제거하고 대기보정을

수행한 TOC 반사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대기보정에서 구름탐지 영역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시에 해당 화소의 반사도가 실제

지표보다 높게 형성되어 BRDF를 통해 생산된 알베도 값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대기 보정시 사용한 ECMWF의 TPW, TOZ, AOD 자료등 입력 자료의 차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BRDF 모델링 과정 중 MODIS와 AHI의 관측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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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 합성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도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 향후 공식 산출된 TOC 반사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보다 높은 정확도를 산출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2.135. 알베도 검증 흐름도.

그림 3.2.136. Black sky(왼쪽), White sky(오른쪽) broadband albedo 검증 결과.

(나) NDVI/EVI

- 식생지수는 실측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타 위성자료와의 검증을 수행한다. 목표 정확도

는 RMSE 0.12 이하로 설정하였다. Park et al.(2013), Yeom and Kim(2013), Park et

al.(2014) Ke et al.(2015) 등 기존 연구에서 한반도 지역을 대상으로 GOCI기반 식생지

수와 MODIS 기반 NDVI 비교하였을 경우 RMSE 1.2 ~ 1.5의 정확도가 보고되고 있

다. Ke et al., (2015)의 연구에 따르면 , Landsat NDVI와 GOCI 기반의 NDVI를 비교

하였을 경우, RMSD 0.072 ~ 0.148 수준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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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방법은 그림 3.2.137와 같다. 먼저 Validation data와 시간해상도를 일치시키기 위

하여 본 연구의 알고리즘으로 산출된 NDVI/EVI를 Maximum Value Composite

(MVC) 합성을 수행한다. MVC 합성은 식생은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변화하지 않는 특

성을 이용하여, 합성기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합성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합성된 자료를 방법으로 Match-up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최근접 화소를 기준으로

3-by-3 평균을 수행하고 검증화소 선정을 위한 filtering을 진행한다. 해당 방법은 검증

자료와 산출물 모두 적용하며 공간 균질 테스트를 통해 3-by-3 픽셀에 대하여 표준편

차가 0.03 이상 나타나는 불규칙한 픽셀은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fill value

에 대한 검증도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픽셀을 바탕으로 RMSE를 산출하였다.

그림 3.2.137. 식생지수 검증 흐름도.

- 그림 3.2.138는 NDVI의 검증 결과이다. RMSE 0.117으로 목표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해당 결과는 Bias correction을 수행한 결과로, 대기보정 시 사용되는 AOD의 공식산출

물의 부재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값을 사용하여 TOC 반사도를 산출하였다. 이

때 해당 기후값으로 인하여 NIR 채널의 반사도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MODIS NDVI에 비해 값이 낮게 산출되어 Bias correction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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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8. NDVI 검증 결과.

- 그림 3.2.139은 EVI의 검증 결과이다. RMSE 0.116으로 목표정확도를 달성하였다. 해당

결과도 NDVI와 마찬가지로 Bias correction을 수행하였다. EVI 산출에도 NDVI와 마

찬가지로 NIR 채널자료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해당 자료의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어 Bias correction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림 3.2.139. EVI 검증 결과.

- 그림 3.2.140은 MODIS & SPOT/Vegetation NDVI와 비교 분석 수행 결과를 시계열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GOCI 관측 영역 내 가장 많이 분포하는 토지피복(Mixed Forest,

Grassland, Cropland)에 대해 각각 모든 pixel을 평균하여 Time seires로 표현하였다.

GOCI NDVI가 비교적 낮게 산출하고 있지만 유사한 변동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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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림 3.2.140. NDVI 시계열 분석.

- 그림 3.2.141은 MODIS EVI와 비교 분석 수행한 결과이다. EVI도 NDVI와 마찬가지로

GOCI 관측 영역 내 가장 많이 분포하는 토지피복(Mixed Forest, Grassland, Cropland)

에 대해 비교하였다. NDVI에 비해 값의 차이가 적으며 유사한 변통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141. EVI 시계열 분석

- 식생지수는 또한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식생지수는 단위가 없

는 복사값으로 반사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설명된다. 이 때문에 센서의 특성 (관측

geometry, 채널의 SRF, 시공간 해상도)에 따른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그리고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TOC 반사도이다. 알베도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식생지

수는 BRDF 모델링의 결과로 산출하게 된다. BRDF 모델링의 입력자료인 TOC 반사도

의 정확도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 향후 정확한 구름제거 및 대기 효과를 고려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TOC 반사도 자료

를 이용하게 된다면 보다 높은 정확도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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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상지표반사도

가. 연구개발 목적

(1) 최종목표

-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GOCI-II 육상 관측 자료의 대기 보정 알고리즘 개발이다.

(2) 최종목표 설정근거

- 최종목표의 설정근거는 차세대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천리안 해양위성 2호,

GOCI-II)의 표준 산출물 중 육상분야 대기보정 알고리즘 개발 및 위성의 활용성 강화

를 위함이다.

(3) 세부 목표

(가)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시간별 대기투과도

- 상기 대기투과도가 보정된 채널별 지표반사도

(나) 주요 성능치

- 기하조건: GOCI-II 전구(full-disk)영상에서 관측되는 높은 태양 및 관측 천정각 영

향 고려

- GOCI-II의 UV 파장대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흡광도 추정 신뢰도 향상

- 요구 자료처리시간 (실시간 자료 배포 지원) : 10분

(G2GS 알고리즘 개발 환경(ADE)에서의 시험 기준)

(다) 핵심 기술

- 채널별/시간별 대기투과도 산출기술 (세계 Top 3위)

- 호스트 및 서버용 지표반사도 산출 기술 (세계 Top 3위)

(라)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위성/항공 관측 자료를 이용한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고해상도 위성영상 제작에

활용 가능

- 영상처리 분야와 관련된 컴퓨터 그래픽, 게임 산업등에 활용 가능

(4)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본 연구는 총 2개년도(2017년-2018년)동안 수행되었으며, 각 연차별 연구목표와 연구내

용은 그림 3.2.142과 같이 구성되었다. 현재 시점은 GOCI-II 센서를 탑재한 GK-2B 위

성의 발사 이전단계이므로, 주요 연구내용은 채널별 복사전달 모의와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의 작성이다.

- 초기단계(1차년도)에서는 대기/해양 광학특성 DB 구축, 복사모의를 통한 민감도 실험

분석을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 알고리즘(V0.0)과

관련기술문서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로서는 예비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기술문서

(ATBD)가 작성되어 해양위성센터에 1차년도 결과물로 제출되었다. 그리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민감도 실험결과와 보조자료 DB는 차년도 자료 수행에 계속 사용되

었다.

- 중기단계(2차년도)에서는 대기보정 과정에 필요한 광 흡수도 요인 적용방안과 전년도

에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의 튜닝 및 시스템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개발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산출된 지표반사도 산출물에 대한 정확도 확인을

위한 검증결과를 산출하였다. 개선된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문서(Ver. 1.0)이 작성되었

으며, 최종보고 산출물로서 해양위성센터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연구 수행과정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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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조견표와 보조자료 DB도 동시에 제출되었다.

- 각 연차별 세부 연구목표와 세부 연구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 내용에 나타나있

다.

그림 3.2.142. 연차별 연구목표와 연구내용.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 세계 유일의 정지궤도 해색센서 자료의 분석기술에 관한 위상 강화와 안정적으로 생산

되는 위성관측 산출물의 활용분야를 늘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에 따른 차세대 성장 동

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임.

- 다중분광 해색센서 분석기술의 고도화 측면에서 정지궤도 위성자료를 활용한 기술은

저궤도 위성분야의 융·복합적 활용도 증대를 통한 신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음.

- 해양 물리 관측이 주목적인 해색센서의 육상 대기보정을 통한 물리적 요소 산출 기술

은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해색위성의 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서, 전통적인 대응

방법들의 한계를 벗어나 의사결정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임.

- 다중분광채널을 이용한 육상 산출물을 활용하여 삼림이나 농작물 분포 및 생육 정보,

도시 환경 및 국토 변화 등과 관련된 여러 변화 현상에 관한 연구 및 향후 예측 결과

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함.

- 정지궤도-저궤도 위성자료를 포함하는 다각적 관측자료의 거대 집합체인 융복합적 위

성자료의 사용은 빅데이터 활용에 적합한 분야로서,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한 지능화와 활용의 증대, 경쟁력과 새로운 가치창출 가능성의 증대 등의 경제적 산

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임.

- 특히, 대용량 위성 관측자료의 분석 기술과 활용기술과 관련된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

성을 통하여 지식기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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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필요성

- GOCI-II가 관측하는 다중 분광 파장 영역은 수 환경 뿐 아니라 지표와 대기에서 반사

/방출되는 복사량이 포함되어 있어 정밀한 요소별 기여도 판정에 따라 육상의 다양한

물리량(예: 지표 반사도, 식생지수, 토지피복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대기보정에

따른 대기투과도 보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

- 육상 대기보정은 지표만의 물리량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위성 탑재체는 일

종의 광학센서로서 전기 디지털 신호를 복사량으로 변환하는 변환식을 사용하며, 이

값은 다양한 우주환경과 센서의 민감도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보정 (즉, 절대 복사

보정)이 필수적이다.

- 해색 센서의 대기보정 과정은 실제 관측값과 이론적인 관측 복사량을 모수화한 값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행되며, 이 과정은 복사전달모델의 입력자료(예: 태양-센서 위치,

대기 조성물질, 복사전달 모의 방법 등)을 이용한 정량적인 모수화가 필요하다.

- 재분석 모델 또는 타 위성 관측자료를 통하여 대기보정에 필요한 요소 산출물을 이용

가능하므로, 외부 자료와 연계하여 GOC-II의 대기보정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다. 연구개발 범위

(1) 성능목표

구분 입력자료 검증자료
목표
정확도
(%)

설정근거

1차년도
(2017년)

복사전달모델코드
(SBDART 또는
6SV) 모의 자료

복사전달모델코드
(SBDART 또는 6SV)
모의에 사용된
지표반사도

자료(climatology 자료
또는 spectral
library등)

72%*

목표의 세계 최고
수준(최고수준대비 약 85%)과
GOCI-II 관측 영역의 평균적인
대기 에어로솔 광학두께 값의
평균 범위 (약 0.4-0.6) 등 고려

2차년도
(2018년)

GOCI-II 유사 채널
위성 L1B 자료
(MODIS 또는
VIIRS)

현업용 위성산출물
(MODIS 또는
VIIRS)

72%*

목표의 세계 최고
수준(최고수준대비 약 85%)과
GOCI-II 관측 영역의 평균적인
대기 에어로솔 광학두께 값의
평균 범위 (약 0.4-0.6) 등 고려

* 세계 최고 수준 95% × 최고수준의 85% × 지역 환경 수준 90% = 약 72 %

(2) 성능제시 근거 자료

- 지표반사도 산출 이론과 결과에 대한 주요 참고문헌 (Vermote and Kotchenova, 2008;

Vermote, et al., 2002; Kotchenova et al 2008)에서는 지표반사도의 정확도(accuracy)

는 일반적으로 산란각이 증가할수록, AOD 값이 커질수록, 파장이 길어질수록 증가함

을 보고하였음.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오차범위 값의 결정을 위하여 실제 위성관측값과

복사전달모의 결과와의 비교 및 오차수지(error budget)연구를 통하여 전세계 평균적인

오차범위로서 약 5%의 수치를 보고하였음.

- MODIS 지표반사도 산출물(코드명 MOD09, MYD09): 최근 업데이트된 C6 버전의

User’s Guide (Vermote et al., 2015) 상에서 언급된 오차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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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0.05×reflectance) 임.

- VIIRS/NPP 지표반사도 산출물(코드명 VNP09)

: MODIS 와 동일한 알고리즘이 적용됨.

: 최근 버전의 User’s Guide (Roger et al., 2016) 상에서 언급된 오차범위는

±(0.005+0.05×reflectance) 임.

- ASTER 지표반사도 산출물(코드명 AST07)

: 조견표와 MODTRAN 복사 모의를 통한 대기 보정 알고리즘이 적용됨.

: 오차범위는 약 14% (지표반사<0.1)과 7% (지표반사>0.1)로 보고됨 (Thome, 1999).

라.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기초 설계

(1) 지표반사도 산출물의 정의

- 지표 반사도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에너지와 지표에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는

에너지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 비율은 태양-위성 센서의 기하학적 위치에 따른 광 경

로에 따른 각도, 지표의 조성 및 형상, 그리고 광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3.2.

142과 143은 LANDSAT 영상을 이용한 대기보정된 반사도 산출결과 사례로서 대기보

정 전과 후의 영상자료는 위성영상의 채널별 물리량의 변화로 인하여 보다 정확한 지

표정보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Lee et al., 2011).

- 지표 반사도는 기상,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수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자이며

(Chin et al., 2009; Dickinson, 1983), 지구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변수들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입력자료로 이용된다(Veefkind et al., 2006; Noguchi et al., 2014). 따라

서, 보다 정확한 지표 반사도 산출물은 위성원격탐사 알고리즘 개발뿐만 아니라 각종

산출물의 활용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림 3.2.143. 2002년 9월 10일 LANDSAT 칼라합성영상 사례

(좌: 대기 상한 반사도, 우: 대기보정된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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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4. Mosaics created using Landsat 8 Level 1 data (left) and Provisional
Landsat 8 Surface Reflectance data (right). Images created December 2014.(Image

Source: USGS).

(2) 지표반사도 산출물 요구사항

- GOCI-II 의 대기보정된 반사도는 지표반사도와 동일한 물리량을 의미하며, GOCI-II

지표 반사도 산출물의 요구사항과 산출물 개발 방안은 표 3.2.22과 같다. 본 연구의 개

발요구사항은 ⅰ) GOCI-II 전구(full-disk)영상에서 관측되는 높은 태양 및 관측 천정

각의 영향 고려할 것, ⅱ) 산출물 특성에 따라 시간 합성이 필요할 경우(일일 합성, 주

간합성 등) GOCI-II의 시간해상도를 고려하여 적정 합성주기 제시할 것, 그리고 ⅲ)

요구 자료처리시간(실시간으로 자료 배포 예정)이 10분 이내인 것이다.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본 연구의 개발 방안은 가장 최적의 개발 방안(표 3.2.22 참조)을 마련하여 알

고리즘 및 자료처리 과정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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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요구사항 개발 방안

GOCI-II 전구(full-disk)영상에서
관측되는 높은 태양 및 관측
천정각의 영향 고려

기존 저궤도 위성에서는 직하점 근처영역에서만
L1B 자료가 생산되어 제한적인 대기보정 및
지표반사도 산출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지궤도 위성 특성이 반영되어 태양 천정각<70,
위성관측각 <70에 해당하는 영역이 모두 고려되어
개발되었음.
그러나, 현 알고리즘은 최소반사도 기법과 외부
입력자료 처리등이 지역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불특정 시간에 관측되는 전구영상(Full
disk) 영상의 자료처리에 적합하지 않음.

산출물 특성에 따라 시간 합성이
필요할 경우(일일 합성, 주간합성
등) GOCI-II의 시간해상도를
고려하여 적정 합성주기 제시

대기보정 과정에 필요한 최소반사도 전정에서
일주기 합성시간은 최대 16일(현재 관측 포함)로
제시되었음.

요구 자료처리시간(실시간으로
자료 배포 예정): 10분, G2GS
알고리즘 개발 환경(ADE)에서의
시험 기준

16일 기간의 자료처리 시 걸리는 시간이 다소
증가하게 되므로, 알고리즘 코드의 최적화를
위하여 전처리 과정과 실시간 처리과정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15일 이전 자료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이상이나, 실시간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후처리 과정은 10분 이내로
자료처리 완료됨을 확인하였음.

표 3.2.22. GOCI-II 지표 반사도 산출물의 요구사항과 산출물 개발 방안

- 표 3.2.22에서 제시된 GOCI-II 지표반사도 산출물의 개발 방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산출물의 목표 성능 정확도는 다음의 표 3.2.23와 같이 타 위성자료와 비교를 통

한 정확도로서 72%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지표반사도 산출물이 세계 최고 수

준(최고수준대비 약85%)과 GOCI-II 관측 영역의 평균적인 대기 에어로솔 광학두께 값

의 평균 범위(약0.4-0.6) 등 고려할 때(세계 최고 수준 95% × 최고수준의 85% × 지역

환경 수준 90% = 약 72 %)로 설정하였다.

* 세계 최고 수준 95% × 최고수준의 85% × 지역 환경 수준 90% = 약 72 %

입력자료 출력자료 검증자료
목표

정확도(%)
설정근거

GOCI-1
L1B data

L2 SRP
MODIS L2
지표반사도
자료

72% 이내*

목표의 세계 최고
수준(최고수준대비

약85%)과GOCI-II 관측 영역의
평균적인 대기 에어로솔
광학두께 값의 평균
범위(약0.4-0.6) 등 고려

표 3.2.23. GOCI-II 지표 반사도 산출물 목표 정확도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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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CI-∏ 기기 특성

- GOCI-II 센서는 1개의 UV파장대(380 nm), 8개의 가시광 파장대(412, 443, 490, 510,

555, 620, 660, 680 nm), 3개의 근적외 파장대(709, 745, 865 nm)로 총12개의 분광 밴드

가 있고 추가로1개의 광대역 (400～900 nm) 밴드를 가진다(표 3.2.24, 그림 3.2.145). 이

중 파장이 짧은 UV와 청색채널은 상대적으로 대기투과도가 작지만 지표반사도가 적지

만, 적색 채널이나 근적외 채널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 반사도 값을 나타낸다.

- GOCI-II는 지표반사도산출을 위하여 청천화소(clear pixel)의 선정이 필요하며, 이는 일

정기간 동안의 최소반사도를 찾는 방법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UV 채널을 이용하

여 광 흡수성 에어로솔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산출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의 해색센서(GOCI, SeaWiFS 등) 에서는 이러한 성능의 개선이 불가능하

였기 때문에 대기 투과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지표반사도 산출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GOCI-II에 추가된 밴드를 활용하여 정확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Central
wavelength

Bandwidt
h

SNR @ specified input spectral radiance

380 nm 20 nm 998 @ 93.0 W m-2μm-1sr-1

412 nm 20 nm 1050 @ 100 W m-2μm-1sr-1

443 nm 20 nm 1145 @ 92.5 W m-2μm-1sr-1

490 nm 20 nm 1228 @ 72.2 W m-2μm-1sr-1

510 nm 20 nm 1180 @ 64.9 W m-2μm-1sr-1

555 nm 20 nm 1124 @ 55.3 W m-2μm-1sr-1

620 nm 20 nm 1102 @ 53.3 W m-2μm-1sr-1

660 nm 20 nm 1060 @ 32.0 W m-2μm-1sr-1

680 nm 10 nm 914 @ 27.1 W m-2μm-1sr-1

709 nm 10 nm 914 @ 27.7 W m-2μm-1sr-1

745 nm 20 nm 903 @ 17.7 W m-2μm-1sr-1

865 nm 40 nm 788 @ 12.0 W m-2μm-1sr-1

wideband N/A N/A

표 3.2.24. GOCI II 밴드별 상세 특성.(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GOC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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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5. Relative spectral response (RSR) functions of GOCI (colored solid
lines) and assumed RSF for GOCI-II (gray shade).

(4) 민감도 실험

(가) 복사전달 과정에서 태양과 위성센서의 기하조건, 대기 및 육상 요소에 관한 상호 민감

도 실험

① GOCI-II 밴드 특성을 이용한 대기 광학특성 DB구축

-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하여 GOCI-Ⅱ의 각 밴드별 대기투과도를 계산하였으며, 여기

서 사용된 복사모델은 SBDART 와 6SV와 같은 범용 복사전달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도를 비교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의 비교적 고농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

는 두 가지의 미량기체(NO2, O3)에 대한 투과도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각 입력자

료에 대한 조건별 복사모의를 통하여 산출된 결과를 조견표로 작성하였다. 향후,

GOCI-Ⅱ 전용 복사전달모델이 개발된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입력자료를 이용

하여 전용 조견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기투과도 계산에 필요한 대기 미량기체 중 GOCI-II 관측 파장영역과 관측영역에

서 주요한 NO2와 O3에 대한 광 흡수계수(light absorption coefficient)는 그림 3.2.

14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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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6. NO2와 O3의 파장별 광 흡수계수(Bougumil et al., 2003; Scheneider
et al., 1987; Anderson et al., 1993; Burkholder & Talukdar (1994)).

- 그리고 수증기에 대한 광 흡수계수(light absorption coefficient)와 광 산란계수(light

scattering coefficient)는 그림 3.2.147과 같다.

그림 3.2.147. 수증기의 파장별 광 흡수(a) 및 산란계수(b) (Pope et al., 1997; Kou
et al., 1993; Smith et al., 1981).

(나) 정지궤도 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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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궤도 관측 특성이 반영된 복사전달모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복사전달

모의를 수행하였다. 먼저 정지궤도 위성 관측 시간대 별 변수가 될 수 있는 태양-센서

간 광투과 경로, 산란 위상함수, 파장별 흡수계수가 고려되었으며 (그림 3.2.148 참조),

단파장영역에서의 GOCI 관측 복사량에 대한 모의 복사량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복사

전달모델의 입력자료와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결과물과 비교를 통하여 알고리즘의

수행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 그림 3.2.149-156는 SBDART 모델을 이용하여 에어로솔과 지표반사의 영향을 받지 않

고 Rayleigh 산란만을 고려했을 때, 태양-위성의 위치에 따른 채널별 반사도 계산결과

를 나타낸다. Rayleigh 산란으로 인한 반사도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

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지궤도위성의 특성상 태양고도각이 계속 변화하게 되

므로 이러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태양 천정각의 경우를 고려하였다.

그림 3.2.148. 태양-위성 관측 기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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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9. SBDART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
사도(Band=1)(SZA : 0～180).



- 372 -

그림 3.2.150. SBDART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
사도(Band=2)(SZA : 0～180).



- 373 -

그림 3.2.151. SBDART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
사도(Band=3)(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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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2. SBDART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
사도(Band=4)(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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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3. SBDART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
사도(Band=5)(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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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4. SBDART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
사도(Band=6)(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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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5. SBDART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
사도(Band=7)(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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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6. SBDART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
사도(Band=8)(SZA : 0～180).

- 그림 3.2.157-166는 기존의 스칼라 모델이 아닌 벡터 모델인 6SV를 이용하여 이전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Rayleigh 산란만을 고려했을 때, 태양-위성의 위치에 따른 채널

별 반사도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Rayleigh 산란으로 인한 반사도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지궤도위성의 특성상 태양고도각이

계속 변화하게 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태양 천정각의 경우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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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7.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사도
(Band=1)(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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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8.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사도
(Band=2)(SZA : 0～180).



- 381 -

그림 3.2.159.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사도
(Band=3)(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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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0.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사도
(Band=4)(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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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1.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사도
(Band=5)(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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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2.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사도
(Band=6)(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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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3.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사도
(Band=7)(SZA :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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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4.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사도
(Band=8)(SZA : 0～180).

- 그림 3.2.165는 앞에서 기존의 스칼라 모델이 아닌 벡터 모델인 6SV를 이용하여 이전

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Rayleigh 산란만을 고려했을 때, 태양-위성의 위치에 따른

채널별 반사도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SBDART 모델 결과와 마찬가지로 Rayleigh 산란

으로 인한 반사도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과 태양 천정각이 커질수록

값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벡터모델의 특성상 두 모델의 결과는 기하조건에 따

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 벡터 복사전달모델은 저밀도 매체에서 편광전자기 복사(polarized electromagnetic

radiation) 전파를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스토크 벡터(Stokes vector)의 첫 번째 요소

만 모델링하는 스칼라 복사 전달모델과는 달리, 벡터 모델은 벡터 방법을 통해 네 가

지 구성 요소를 모두 모델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스토크 벡터의 네 성분은 다음과

같다.

    (1)



- 387 -

- 여기서, I, Q, U 및 V는 각각 스토크 파라미터의 제 1 ∼ 4 요소값이고 전자기 복사의

편광 상태를 완전히 설명한다. 우선 첫 번째 구성 요소 I는 총 복사량(편광 및 비 편

광)을 의미한다. 만일 편광 효과가 무시된다면 스토크 벡터가 단일 요소로 감소될 수

있다 (즉, 스칼라 근사법). SBDART와 유사한 대부분의 DISORT 모델은 이러한 가정

을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 Q는 기준 평면에 평행하거나 수직인 방향으로

선형으로 편광된(linearly polarized) 복사이다. 세 번째 요소 U는 기준면에서 45도 방

향으로 선형 편광된 복사이다, 마지막 제 4요소 V는 원형 편광된(circularly polarized)

복사광이다.

- 순수 Rayleigh 대기의 경우 복사전달 계산 과정에서 이러한 편광효과가 무시될 경우

최대 10%이내의 오차가 발생함이 보고되었다 (Kattawar et al., 1976).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GOCI 관측 채널의 Rayleigh 산란 효과의 복사전달 모의시 벡터 모델의 사용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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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5. Rayleigh 산란 LUT 비교사례(SBDART, 6SV).

(다) 채널별 대기 투과도,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기초 설계

① 지표 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설계

- 동일지점을 연속으로 관측하는 정지궤도 관측 자료의 잇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

하여 최소반사도 기법을 사용하였다. 화소별 최소반사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복사검정(Radiometric calibration)을 마친 L1B 반사도를 입력자료로부터 청천

(Clear sky)화소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미리 계산한 조견표와 대기 미량기체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 투과도에 관한 보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

종적으로 산출된 최소 반사도값을 지표 반사도로 간주하여 L2 자료 수준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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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장하게 된다.

② 대기투과도가 보정된 지표반사도 프로토타입 알고리즘 작성

- 최초의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은 프로토 버전으로서 IDL 언어(버전 8.*)로 작성

및 시험되었다. 실제 G2GS에서 운영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C언어로 코딩되어야 하

므로, IDL 버전의 코드를 C언어 버전으로 포워드 하는 작업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 따라서, IDL 버전의 원형 코드와 C언어로 작성한 원시 코드와의 비교를 위하여 시

간대별 청천 대기 투과도, 지표반사도 산출을 위한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화소별

비교 분석을 통하여 99% 이상의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 (표 3.2.25-32 참조).

- 그리고 해당 알고리즘 산출물은 MODIS L2 지표반사도 산출물과 비교 결과

RMSE 0.023, Bias 0.03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당 알고리즘은 C 소스코드 및 기

술문서(ATBD, 코드 설명서 등)로 위성센터에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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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 산출영상 C언어 산출영상

- 산출 Pixel : 26143906

- Min Value : 0.0351839624

- Max Value : 0.6184798479

- 산출 Pixel : 26143910

- Min Value : 0.0351839624

- Max Value : 0.6184798479
- 산출개수 4 pixel 차이

- Diff (IDL – C)

- Min : -0.1335123479

- Max : 0.0000008941
산출차이 Diff [IDL – C]( diff >=0.000001)

Count 범위

26143905 0.0000000149 ~ 0.0000008941
1 0.133512

Pixel
[row][col]

IDL
Value

C Value

[4940][1939] NaN 0.108334

[4946][1965] NaN 0.104264

[5269][2862] NaN 0.099753
[5272][2868] NaN 0.096413

Pixel
[row][col]

Diff
IDL
Value

C
Value

[4940][1939]
0.13351
2

0.14919
3

0.28270
5

표 3.2.25. IDL, C언어 지표반사도 산출 결과(ba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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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 산출영상 C언어 산출영상

- 산출 Pixel : 26143906

- Min Value : 0.315198489

- Max Value : 0.5718590021

- 산출 Pixel : 26143910

- Min Value : 0.0315197371

- Max Value : 0.5718585849
- 산출개수 4 pixel 차이

- Diff (IDL – C)

- Min : -0.1106431335

- Max : 0.0000007749
산출차이 Diff [IDL – C]( diff >=0.000001)

Count 범위

26143905 0.0000000224 ~ 0.0000007749
3 0.000584 ~ 0.110643

Pixel
[row][col]

IDL
Value

C Value

[4940][1939] NaN 0.084918

[4946][1965] NaN 0.081820
[5269][2862] NaN 0.071571

[5272][2868] NaN 0.069304

Pixel
[row][col]

Diff
IDL
Value

C
Value

[1769][2002]
0.00557
0

0.11042
53

0.11599
6

[3082][2949]
0.00058
4

0.09657
9

0.09716
3

[3092][1043]
0.11064
3

0.15533
0

0.26597
3

표 3.2.26. IDL, C언어 지표반사도 산출 결과(ba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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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산출영상 C언어 산출영상

- 산출 Pixel : 26143906

- Min Value : 0.0249299072

- Max Value : 0.6603531241

- 산출 Pixel : 26143910

- Min Value : 0.0249298122

- Max Value : 0.660352877
- 산출개수4pixel 차이

- Diff (IDL – C)

- Min : -0.0949696749

- Max : 0.0013826638
산출차이 Diff [IDL – C]( diff >=0.000001)

Count 범위

26143905 0.0000000298 ~ 0.0000006258

3 0.001383 ~ 0.094970

Pixel
[row][col]

IDL
Value

C Value

[4940][1939] NaN 0.068123

[4946][1965] NaN 0.063095

[5269][2862] NaN 0.048676
[5272][2868] NaN 0.047136

Pixel
[row][col]

Diff
IDL
Value

C
Value

[3082][2949]
0.00138
3

0.07650
4

0.07512
1

[1769][2002]
0.00880
9

0.08779
4

0.09660
3

[3092][1043]
0.09497
0

0.16176
5

0.25673
5

표 3.2.27. IDL, C언어 지표반사도 산출 결과(ban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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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산출영상 C언어 산출영상

- 산출 Pixel : 26143906

- Min Value : 0.0128819700

- Max Value : 1.1721765995

- 산출 Pixel : 26143910

- Min Value : 0.0128819086

- Max Value : 1.1721762419
- 산출개수 4 pixel 차이

- Diff (IDL – C)

- Min : -0.116578370

- Max : 0.0000010133

산출차이 Diff [IDL – C]( diff >=0.000001)

Count 범위

26143905 0.0000002384 ~ 0.0000009537

4 0.000001 ~ 0.116578

Pixel
[row][col]

IDL
Value

C Value

[4940][1939] NaN 0.060778

[4946][1965] NaN 0.053958

[5269][2862] NaN 0.031471
[5272][2868] NaN 0.029819

Pixel
[row][col]

Diff
IDL
Value

C
Value

[4881][504]
0.00000
1

0.70576
5

0.70576
4

[1769][2002]
0.01276
6

0.17975
5

0.19252
1

[3082][2949]
0.00362
7

0.16651
6

0.17014
2

[3092][1043]
0.11657
8

0.29403
9

0.41061
7

표 3.2.28. IDL, C언어 지표반사도 산출 결과(ba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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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산출영상 C언어 산출영상

- 산출 Pixel : 26143906

- Min Value : 0.00060810647

- Max Value : 0.8418022394

- 산출 Pixel : 26143910

- Min Value : 0.0060810400

- Max Value : 0.8418018222
- 산출개수4pixel 차이

- Diff (IDL – C)

- Min : -0.0607365370

- Max : 0.0000007153
산출차이 Diff [IDL – C]( diff >=0.000001)

Count 범위

26143905 0.0000000298 ~ 0.0000007153

3 0.002969 ~ 0.60737

Pixel
[row][col]

IDL
Value

C Value

[4940][1939] NaN 0.034793

[4946][1965] NaN 0.029014

[5269][2862] NaN 0.014836
[5272][2868] NaN 0.013685

Pixel
[row][col]

Diff
IDL
Value

C
Value

[1769][2002]
0.01038
1

0.06768
4

0.07806

[3082][2949]
0.00296
9

0.06166
7

0.06435

[3092][1043]
0.06073
7

0.26125
4

0.32199
0

표 3.2.29. IDL, C언어 지표반사도 산출 결과(ban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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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산출영상 C언어 산출영상

- 산출 Pixel : 26143906

- Min Value : 0.0057640523

- Max Value : 0.9673484564

- 산출 Pixel : 26143910

- Min Value : 0.0057640336

- Max Value : 0.9673476219
- 산출개수 4 pixel 차이

- Diff (IDL – C)

- Min : -0.0477609336

- Max : 0.0000008345
산출차이 Diff [IDL – C]( diff >=0.000001)

Count 범위

26143905 0.0000000037 ~ 0.0000008345

3 0.000049 ~ 0.047761

Pixel
[row][col]

IDL
Value

C Value

[4940][1939] NaN 0.032069

[4946][1965] NaN 0.025799

[5269][2862] NaN 0.019423
[5272][2868] NaN 0.018345

Pixel
[row][col]

Diff
IDL
Value

C
Value

[1769][2002]
0.00879
7

0.05458
1

0.06337
8

[3082][2949]
0.00004
9

0.04913
3

0.04918
2

[3092][1043]
0.04776
1

0.23968
8

0.28744
9

표 3.2.30. IDL, C언어 지표반사도 산출 결과(ban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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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산출영상 C언어 산출영상

- 산출 Pixel : 26143906

- Min Value : 0.0045118714

- Max Value : 1.11610352993

- 산출 Pixel : 26143910

- Min Value : 0.0045118593

- Max Value : 1.1610343456
- 산출개수4pixel 차이

- Diff (IDL – C)

- Min : -00475723147

- Max : 0.0011100769

산출차이 Diff [IDL – C]( diff >=0.000001)

Count 범위
26143905 0.0000000009 ~ 0.0000009537

3 0.001110 ~ 0.047572

Pixel
[row][col]

IDL
Value

C
Value

[4940][1939] NaN 0.108334
[4946][1965] NaN 0.104264

[5269][2862] NaN 0.099753

[5272][2868] NaN 0.096413

Pixel
[row][col]

Diff
IDL
Value

C
Value

[1769][2002]
0.01564
2

0.29396
8

0.30960
9

[3082][2949]
0.04757
2

0.16495
7

0.21253
0

[3092][1043]
0.00111
0

0.32472
7

0.32361

표 3.2.31. IDL, C언어 지표반사도 산출 결과(ban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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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산출영상 C언어 산출영상

- 산출 Pixel : 26143906

- Min Value : 0.0036850660

- Max Value : 0.4198412597

- 산출 Pixel : 26143910

- Min Value : 0.0036850583

- Max Value : 0.4198409021
- 산출개수4pixel 차이

- Diff (IDL – C)

- Min : -0.0373512954

- Max : 0.0000004768
산출차이 Diff [IDL – C]( diff >=0.000001)

Count 범위

26143905 0.0000000019 ~ 0.0000004768

3 0.007276 ~ 0.37351

Pixel
[row][col]

IDL
Value

C Value

[4940][1939] NaN 0.021255

[4946][1965] NaN 0.015812

[5269][2862] NaN 0.010055
[5272][2868] NaN 0.009359

Pixel
[row][col]

Diff
IDL
Value

C
Value

[1769][2002]
0.02723
1

0.29691
3

0.32414
5

[3082][2949]
0.00727
6

0.35244
7

0.35972
3

[3092][1043]
0.03735
1

0.12843
2

0.16578
4

표 3.2.32. IDL, C언어 지표반사도 산출 결과(ban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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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6. IDL, C언어 지표반사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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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25-32은 지표반사도 산출알고리즘의 C언어 개발버전의 성능검증을 위한 비교사

례결과로써, 기존의 연구용으로 작성된 IDL 또는 Fortran 2차년도 최종시험버전을 C

언어버전으로 재 작성 후 산출된 결과값을 비교하였다(그림 3.2.166). 1차년도에서 개발

된 버전에 비하여 두 버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 표 3.2.33에서는 이러한 차이값이 밴드1 = 0.000000, 밴드2 = 2.59734e-015, 밴드3 =

9.74003e-016, 밴드4 = 0.000000, 밴드5 = 4.87001e-016, 밴드6 = 0.000000, 밴드7 =

1.62334e-016, 밴드8 =-8.11669e-017으로 나타났다. 0이 아닌 차이값은 코딩 언어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자료처리 능력 및 소숫점이하 자료처리 부분에 의하여

이러한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band band1 band2 band3 band4 band5 band6 band7 band8

Diff 0.000000
2.59734e
-015

9.74003e
-016

0.000000
4.87001e
-016

0.000000
1.62334e
-016

-8.1166
9e-017

표 3.2.33. IDL, C언어 지표반사도 비교 결과

마.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1) 대기보정 알고리즘 개요

- 인공위성이 관측하는 가시채널 복사량으로부터 산출되는 지표 반사도는 대기투과도가

보정된 복사량으로서, 다양한 위성자료 산출 알고리즘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 (TOMS), Global Ozone Monitoring Experiment

(GOME),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 등과 같은 다양한 지구관측위성이 대기효과가 보정된

(또는 최소화 된) 지표반사도 산출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 이 중 TOMS는 1979년부터 관측을 시작하여 가장 오랜 관측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구름과 에어로솔이 없는 청천 대기조건에서의 등방향성 지표 반사도(Lambertian

Equivalent Reflectance; LER)를 산출하였다 (Herman and Celarier, 1997). TOMS 센

서는 자외선 채널 (340nm와 380nm)에서 산출된 지표반사도 값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육지: 2-4%, 해수면: 5-6%) 대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

나, 상대적으로 넓은 수평해상도(～50km at nadir; ～250km off nadir)로 인하여 청천

화소의 결정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Herman and Celarier, 1997).

- 1995년부터 관측을 시작한 European Remote Sensing-2 (ERS-2)위성의 탑재센서인

GOME은 공간해상도 40 km 320 km를 가지고, 237-772nm 영역의 파장대를 연속 관

측할 수 있는 분광센서(spectrometer)이다. GOME의 분광 관측자료 중 선택된 11개의

파장(335nm, 380nm, 416nm, 440nm, 463nm, 494.5nm, 555nm, 610nm, 670nm, 758nm,

and 772nm)에서 지표반사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TOMS에서 사용된 등방향성

반사도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물을 생산하였다 (Koelemeijer etal.,2003).

- Aura위성의 OMI센서는 공간해상도 13km 24km를 가지며, 270nm - 500nm의 파장영

역을 측정할 수 있는 분광센서이다.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3년 동안 관측

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반사도 값을 산출하여 이용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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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rador.gsfc.nasa.gov/), 앞에서 언급된 타 위성자료와 OMI의 LER 비교결과는

각각 1.5%(TOMS), 0.5%(GOME) 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Kleipool et al.

2008).

- EOS Terra(2000-current) 와 Aqua(2002-current) 위성의 탑재센서인 MODIS는 복사

전달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대기투과도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지표반사도를 산출한다.

MODIS Level 2 지표반사도 산출물은 다중분광 채널(0.47μm, 0.55μm, 0.66μm, 0.85μm,

1.2μm, 1.6μm, and 2.1μm)에서 결과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코드명

MOD09/MYD09 자료는 지표반사도 및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Vermote et al.,

2002). 또란 MODIS 는 지표면의 방향성 반사도 특징을 고려하여 양방향성 반사도 함

수(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BRDF)도 수치적인 계산을 통하여

산출하고 있다(Schaaf et al., 2002).

- 이상에서 언급된 지표반사도 산출방법은 GOCI-II 지표반사도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

하여 참고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대기보정 알고리즘의 구성

- GOCI-II 지표반사도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최소반사도 기법을 사용하며 자료처리과

정은 그림 3.2.167과 같다. 최소반사도 기법은 지표변화가 일정한 조건이라는 가정 하

에, 동일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관측된 반사도 값의 최소값을 선택함으로써, 대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이다. 최소반사도 기법은 지표

반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나 건조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자료처리에 많

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GOCI-II 의 주요 관측 영역인 동아시아는 대기

오염물질(에어로솔이나 가스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므로, 대기 투과도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GOCI-II 지표반사도 알고리즘은 최소 반사도

산출과정에서 화소별 대기투과도가 보정된 각 시간별 최소값을 지표반사도로 결정한

다.

- 현업용 GOCI-II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의 효율적인 자료처리를 위하여, 지표반사도

알고리즘은 대기 보정된 반사도(Atmospherically Corrected Reflectance: ACR)를 생산

하는 전처리 과정과 과거의 ACR 자료로부터 최소 반사도를 결정하는 후처리 과정에

서 생성되는 지표반사도(Surface Reflectance Product: SRP)의 두 가지 처리과정을 거

치도록 설계하였다. 일정 기간 동안의 전 채널 별 자료를 반사도 자료로부터 일괄적으

로 지표 반사도를 산출하기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시스템 자원 부하량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매 시간별 생산된 ACR 자료로부터 단순히 최소 반사도를 결정하면

시스템 자원과 자료처리 시간단축이 가능하다.

- 그림 3.2.167에서는 ACR 처리 과정에서는 L1B 자료로부터 Rayleigh 산란과 미량기체

흡수에 의한 반사도 보정이 이루어진다. 에어로솔은 광학특성과 분포영역이 매우 다양

하므로 직접적인 반사도 보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L2 에어로솔 정보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청천대기 조건에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기보정 과정을 거친

ACR 자료는 각 시간대별로 생산이 되며 일정기간 (예비)산출물로서 저장되는 것이 필

요하다. SRP 처리과정에서는 15일 이전까지의 ACR 자료를 입력자료로 하여 화소별

최소반사도 값을 결정하여 지표반사도 산출물로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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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7. GOCI-II 지표반사도 알고리즘 자료처리 순서도.

(3) 입력자료

- GOCI-II 지표반사도 알고리즘 입력자료는 주 입력자료인 GOCI-II level-1b/Geometry

자료, 보조 입력자료인 조견표(LUT), 미량기체(O3,NO2,PWV등), 에어로솔 산출물이

필요하다. LUT는 복사전달모의에 의하여 미리 생성된 입력자료이다. 미량기체와 에어

로솔은 외부에서 수집한 보조입력 자료로서, 현재 사용 가능한 자료로서 OMI daily

NO2자료와 OMI daily O3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실시간 처리에 필요한 기상자료가 확

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후학적 자료(Climatology data)를 이용하여 대체 할 수 있다.

(가) 주요 입출력자료

① GOCI-II L1b 자료

- GOCI-II는 해색을 관측하는 센서이며 GK-2B 위성에 탑재되어 동경 128.2도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GOCI-II 관측 자료의 보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Level-0, Level-1A, Level-1B자료가 생성될 것이다. 본

알고리즘은 복사 보정된 GOCI-II Level-1B를 입력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의 특성정보를 사용한다.

Ÿ pixel별 위경도 확인 방법 : Level-1B 파일 내부의 위경도 자료(double type) 제공

Ÿ 밴드 구성 : 1∼12번 밴드

Ÿ 파일 포멧 : NetCDF-CF convention

Ÿ 자료형 : 32bit float

Ÿ dimension : 12개 밴드 28xx * 28xx 크기의 그리드

(나) 보조 입력자료

① 조견표

- 조견표는 GOCI-II의 각 밴드별 대기 투과도를 계산한 테이블로서, 태양과 위성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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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위치별 조건에 따라 계산이 된다. 여기서 사용된 복사전달모델은

SBDART(Ricchiazzi et al., 1998) 또는 6SV(Kotchenova etal.,2006) 와 같은 범용

모델이 사용가능하며, 향후 개발될 GOCI-II 전용 복사전달모델의 사용이 될 것이

다. 알고리즘의 입력자료가 위성관측값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복사전

달모델을 사용한 반사도 모의 결과를 수행하였다.

② 미량기체

- 대기투과도 산정 시 필요한 공간분포자료이며, 실시간 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 기후학

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알고리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은 두

가지 미량 기체 (NO2와 O3)에 대한 투과도 보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GOCI-II 관

측 파장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증기는 수치모델 중 NCEP Reanalysis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 산출 자료

- GOCI-II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에서는 단파장 영역에서의 광 흡수성 에어로솔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실제 L2 산출물을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에어러솔 산출물

정보를 입력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알고리즘에서는 입력자료로 활용 가능한 경우

에 대한 유/무를 Flag로 표시 하고 있다.

- GOCI-II의 지표반사도 산출물의 품질 분석을 위하여 16bit 자료형의 flag를 제공하며

목록은 표 3.2.34과 같다.

Flag 이름 Flag 내용
1 L1B outlier L1b data 이상치

2 Cloud or Ice 구름 혹은 눈/얼음(Mask 처리)
3 No O3 보조입력자료(O3) 없음
4 No NO2 보조입력자료(NO2) 없음

5 No H2O 보조입력자료(H2O) 없음

6 High SZA 태양고도가 너무 낮아서 대기투과도 오차가 클 수 있음을 알림

7 High VZA 위성고도가 너무 낮아서 대기투과도 오차가 클 수 있음을 알림
8 High AOT 에어로졸 농도가 높아 대기보정의 오차가 클 수 있음을 알림

9 Neg. Ref 음의 반사도 산출

10 -reserved-

11 -reserved-

12 -reserved-

13 -reserved-

14 -reserved-
15 -reserved-

16 -reserved-

표 3.2.34. Quality Flags in DCOMP output

(라) 메타 데이터

- GOCI-II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에서는 최소 반사도 기법이 적용된 기간 및 유효화

소수에 대한 정보 등과 같은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부가자료에 대하여 메타데이터로서

부가적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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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산출물 이름

Ÿ 자료생성날짜, 시간

Ÿ 최소 반사도 결정에 사용된 유효화 소수

Ÿ 영상 자료의 차원(가로pixel * 세로pixel *밴드수)

Ÿ 영상 처리 관련 통계값들

Ÿ 지표 반사도 산출 시간

Ÿ 구름 마스킹 threshold

Ÿ 기타사항

(4) 대기보정 이론

(가) 복사전달 이론

- GOCI-II 센서의 각 밴드별 중심파장(λ)에서 자외-가시광선 영역의 대기상한 반사도(ρ

TOA)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s


(2)

- 식 (2)에서, 각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F0 : 대기 상단에서의 일사량(Extraterrestrial irradiance)

θ0 : 태양천정각(Solar zenith angle)

θS : 위성관측각(Satellite view angle)

φ : 상대방위각(relative azimuth angle)

L : 위성 관측 복사량

- 식(2)에서 계산된 반사도는 다음과 같이 대기와 지표에 대한 성분으로 구분된 복사전

달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raser and Kaufman, 1985).

 





(3)

- 식 (3)에서, 각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ρATM : 대기에 의한 반사도(atmospheric reflectance)

ρSFC : 지표에 의한 반사도(surface reflectance)

TATM : 대기에 의한 투과도(atmospheric transmission)

s* : 대기 반구 반사도(hemispheric spherical reflectance)

- 식(3)는 지표 반사도와 대기 투과도, 그리고 대기 분자 산란(또는 Rayleigh 산란)과미

량 기체의 흡수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기에 의한 기여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식

(3)를 지표 반사도의 항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4)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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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식(2), (3)에서 대기반사도와 대기투과도가 완벽히 설정되어 그 영향이 제거된다면, ρ

SFC는 정량적인 값이 된다. 그러나, 대기투과도와 대기-지표의 상호작용을 완벽히 정

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지표반사도 이외의 조건은 가능한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16일 연속 기간의 대기보정된 반사도값 중에서 최소

값(즉, 대기 반사도가 최소인 값)을 결정하여 대기반사도로 간주하였다.

min
 (5)

- 그림 3.2.168은 태양 입사 복사가 지구 대기권과 지표에서의 반사, 흡수 과정을 거치고

인공위성이 관측하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공위성이 관

측하는 복사량은 식(2)를 이용하여 대기상한 반사도로 전환할 수 있으며, 대기조성물질

(에어로솔, 대기분자, 미량기체)에 의한 투과도와 지표반사도의 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

다.

그림 3.2.168. 위성이 관측하는 복사량에 미치는 대기와 지표의 영향 모식도.

(나) 자료처리 과정 개선

- GOCI-II 요구 자료처리시간은 실시간으로 자료 배포시 10분 이내로 자료처리가 완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보정을 통한 지표반사도 산출에 필요한 자료는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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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된 자료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15일간의 관측자료를 처리하게 되므로

단일영상을 처리하는 시간보다 최소 15배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최소요구시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자료처리를 위하여 자료처리 과정을 하드웨어적인 병령화가 아

니라 자료처리를 위한 병렬화 방안을 선택하였다. 즉, 16일 기간에 해당하는 16개 영상

자료를 자료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일부터 15일 이전까지의 자료는 먼저 대기보정

과정만 처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자료와 실시간 자료와의 단순비교를 통하여 자료처리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 그림 3.2.169는 지표 반사도 산출을 위한 자료처리 과정에 관한 변화를 설명한 그림이

다. 자료처리 시간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스템 사양은 CENTOS 7 Linux, Dual CPU

(24 core), RAM 128GB 이다. 최초 개발된 초기버전의 알고리즘에서는 현재 관측시간

(D0)으로부터 15일 이전(D-15)까지의 자료에 대하여 각각 대기보정을 거친 후, 모든

자료에 대하여 최소반사도 처리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 4시간/영상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이처럼 단일 처리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과도하므로 선행 자료처리 과

정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먼저 D0부터 D-15일 까지의 자료를

우선 대기보정 과정에서 처리하고, 이 결과물을 내일(D+1) 동일시간에 관측된 자료 와

비교하는 방안을 사용하였을 대 약 10분 내외의 자료처리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그러

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단계의 산출 결과로 인하여 저장공간을 소모하게 되

므로, 자료처리시간 단축과 동시에 저장공간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방법은 D0에서 대기보정을 수행하여 저장공간에 중간 산출

물로 저장하고, 동시에 D0부터 D-15 까지의 대기보정된 중간 산출물을 메모리로 읽어

서 단순히 최소 반사도 화소만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처리시간은 4분

이내로 단축되게 된다. 따라서, 15일 이전 자료룰 동시에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이상이나, 실시간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전처리/후처리 과정을 사용하게 되면 10

분 이내로 자료처리 완료됨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반사도 산출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지면반사도 산출 알고리즘에서는 화소별 최소반사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복사검정

(Radiometric calibration)을 마친 L1B 반사도를 입력자료로부터 청천(Clear sky)화소를

결정한다. 과거 15일 동안의 L1B 자료로부터 청천화소의 결정을 위하여 각 화소별 특

이값 검사를 통하여 반사도 값에 대한 이상치(예: RTOA>0.6)가 발생하는 화소는 제외

한다. 그리고 이전에서 언급된LUT를 이용하여 대기 투과도에 관한 보정을 수행한다.

- 바로 16일전부터 관측 전일까지의 15일간의 L1B 자료로부터 위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

행하여 한 화소에 자료가 축적되면, 최소값을 결정한다. 이후, 해당일에는 15일간의 자

료와 비교를 통하여 다시 최소반사도를 구하게 되면 알고리즘 수행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완료된 후, 최소 반사도 값을 지면반사도로 간주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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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9. 자료처리 개선 방안 모식도.

(다) 조견표 작성

① 대기분자 산란

- GOCI-II 지표반사도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조견표(LUT)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같은

조건에서 복사전달모의를 수행하였다. 우선 대기분자입자에 의한 광산란 계산을 위

한 LUT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총2,125,440 bytes).

입력변수 입력조건

파장
380, 412, 443, 490, 510, 555, 620, 660, 680, 709, 745,
865 nm(12개)

태양천정각 0°부터80°까지10°간격(9개)

위성천정각 0°부터80°까지5°간격(17개)

상대방위각 0°부터180°까지10°간격(19개)

계절별 표준대기
봄, 가을: standard atmosphere
여름: midlatitude-summer
겨울: midlatitude-winter

표 3.2.35. 대기분자 입자 광 산란계산을 위한 LUT 입력 조건

② 대기 미량기체 흡수

- GOCI-II Surface Reflectance (G2SR) 산출: 대기 미량기체에 대한 투과도는 아래

의 식(6), (7)와 같이 주요 가스 성분(오존과 NO2)에 의한 하향 및 상향 흡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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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투과도를 의미한다.

 exp   (6)

 exp   (7)

Wavelengths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412 2.25E-23 5.38E-19 0.0045506 0.00665

443 1.73E-22 4.12E-19 0.0070691 0.0048724

490 7.72E-22 2.84E-19 0.015 0.0031645

555 3.47E-21 7.05E-20 0.0596 0.0018591
660 2.04E-21 1.03E-20 0.41 0.000889

680 1.31E-21 1.12E-20 0.465 0.0007831

745 4.27E-22 0 2.8338 0.0005316

865 6.59E-23 0 4.6052 0.0002825

표 3.2.36. 대기미량기체의 광흡수계수(GOCI 기준)

Wavelengths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380 0.00E+00 6.45E-19 0.01137 0.00941
412 2.33E-04 5.63E-19 0.004551 0.00665
443 3.56E-03 4.25E-19 0.007069 0.004872
490 2.06E-02 3.32E-19 0.015 0.003165
510 4.00E-02 2.59E-19 0.0325 0.002667
555 9.45E-02 7.92E-20 0.0596 0.001859
620 1.08E-01 2.76E-20 0.2755 0.00116
660 5.52E-02 6.82E-21 0.41 0.000889
680 3.57E-02 7.43E-21 0.465 0.000783
709 1.87E-02 3.87E-21 0.796289 0.000656
745 1.14E-02 2.83E-21 2.8338 0.000532
865 1.89E-03 2.13E-23 4.6052 0.000283

표 3.2.37. 대기미량기체의 광흡수계수(GOCI-Ⅱ 기준)

바. 지표반사도 산출결과

(1) 모의자료

-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의 검증은 코드구현수준 검증과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의 두

가지로 나누어 수행된다. 코드구현수준 검증을 위한 입력은 prototype 개발에 활용한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하며, 정확도 검증의 입력자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 GOCI-II 지표반사도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험자료는 1) 현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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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자료, 3) 타 위성자료 3가지로 구분된다.

(가) 현장자료

- 지표반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현장관측자료는 GOCI-II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스펙

을 가지고 있는 관측장비를 이용하여 특정지점에서의 지표반사도 측정자료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표반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기준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후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검증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나) 시뮬레이션자료

- 지표반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현장관측자료는 GOCI-II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스펙

을 가지고 있는 관측장비를 이용하여 특정지점에서의 지표반사도 측정자료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표반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있는 기준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후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검증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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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0.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
란에 의한 반사도 (Ba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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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1.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
란에 의한 반사도(Ba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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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2.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
란에 의한 반사도(Band=3).



- 412 -

그림 3.2.173.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
란에 의한 반사도(Band=4).



- 413 -

그림 3.2.174.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
란에 의한 반사도(Ban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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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5.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
란에 의한 반사도(Ban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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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6.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
란에 의한 반사도(Ban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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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7. 6SV 복사전달 모델로 계산된 GOCI 8개 채널별 Rayleigh 산
란에 의한 반사도(Band=7).



- 417 -

(다) 타 위성자료

- 현재 이용 가능한 미량기체 자료는 OMI L3 NO2와 O3자료기 대표적이다. GOCI

관측영역에서 이들 미량기체의 농도는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있으므로(그림 3.2.178, 179 참조) 반사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OMI 와같은 저궤도 위성관측자료는 하루 1회 제공되므로 실시간GOCI-II 자

료처리에 사용하기엔 제약이 따른다.

- 따라서, 실시간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OMI와 같은 위성 관측자료를 사용하

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후학적 자료를 사용한다.

그림 3.2.178. 최근 6년간 (2012년-2017년) 연평균 OMI 대류권 O3 칼럼농도(DU)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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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9. 최근 6년간 (2012년-2017년) 연평균 OMI 대류권 NO2 칼럼농도(mol/cm2) 분포
도.

(2) 산출 사례

(가) 대기보정 반사도(ACR)

- 지표 반사도 산출 알고리즘에 있어 최초 단계인 대기보정 반사도 산출결과 사례는

그림 3.2.56-187과 같다. 여기에서는 2016년 5월 20일 사례에 대한 ACR 결과이며,

GOCI 관측 시간별 대기투과도 값을 이용한 계산 및 대기투과도 보정이 각 영상

마다 적용된 결과이다. 또한, 구름이나 Sunglint, 총 반사도 값이 이상값(음의 값또

는 1보다 큰 경우)을 가지는 경우도 제외되어 저장되므로 산출결과가 없는 화소

영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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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0. GOCI 대기보정 반사도(ACR) 사례 (2016년 5월 20일)
(ba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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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1. GOCI 대기보정 반사도(ACR) 사례 (2016년 5월 1일)
(ba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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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2. GOCI 대기보정 반사도(ACR) 사례 (2016년 5월 1일)
(ban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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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3. GOCI 대기보정 반사도(ACR) 사례 (2016년 5월 1일)
(ba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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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4. GOCI 대기보정 반사도(ACR) 사례 (2016년 5월 1일)
(ban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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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5. GOCI 대기보정 반사도(ACR) 사례 (2016년 5월 1일)
(ban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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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6. GOCI 대기보정 반사도(ACR) 사례 (2016년 5월 1일)
(ban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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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7. GOCI 대기보정 반사도(ACR) 사례 (2016년 5월 1일)
(ban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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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표 반사도(SRP)

- 이전 15일 동안의 대기보정된 반사도(ACR) 결과와 현재 관측결과와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최종 산출물인 지표반사도(SRP)를 산출하였으며 산출결과 사례는 그림 3.2.

67-195와 같다. 여기에서는 2016년 5월 20일 사례에 대한 SRP 결과이며, ACR 결

과와는 다르게 구름이나 이상 반사도를 나타내는 영역이 존재하더라도 과거의 청

천화소가 존재하는 경우 유효 자료로 활용되어 합성된 결과가 저장되므로 SRP의

결과는 보다 화소값이 많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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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8. GOCI 지표 반사도(SRP) 사례 (2016년 5월 20일)
(ba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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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9. GOCI 지표 반사도(SRP) 사례 (2016년 5월 20일)
(ba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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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0. GOCI 지표 반사도(SRP) 사례 (2016년 5월 20일)
(ban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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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1. GOCI 지표 반사도(SRP) 사례 (2016년 5월 20일)
(ba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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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2. GOCI 지표 반사도(SRP) 사례 (2016년 5월 20일)
(ban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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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3. GOCI 지표 반사도(SRP) 사례 (2016년 5월 20일)
(ban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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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4. GOCI 지표 반사도(SRP) 사례 (2016년 5월 20일)
(ban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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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5. GOCI 지표 반사도(SRP) 사례 (2016년 5월 20일)
(band=8).



- 436 -

(다) RGB 칼라합성 영상

- ACR과 SRP 자료를 이용하여 컬러 RGB 합성 영상을 작성하여 두 자료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RGB 영상 작성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GOCI 의 기하

정보이며 자료처리과정에서는 GOCI의 관측 시간과 보조 자료인 각 픽셀별 위경도

자료를 이용하여 각 픽셀별 태양 기하정보(태양 천정각, 태양 방위각, 태양-지구의

거리)를 계산하고 각 화소별 반사도와 기하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

추어 투영된 결과물을 출력하게 된다.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정보 표출

은 실수형 반사도 값으로부터 RGB 밝기로 전환한 결과이므로, 반사도 값을 24비

트 RGB 컬러 합성 영상으로 변환하였다. 그림 3.2.75-197은 ACR과 SCR의 칼라합

성 영상 결과 사례로서, 단순히 대기보정만 한 결과와 이를 합성하여 일별 지표반

사도 값을 산출한 결과의 영상 품질 및 활용도에 관한 시각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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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6. GOCI ACR(좌)과 SRP(우)를 이용한 칼라합성영상 사례 (2016년 5월 20일)(0
0～0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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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7. GOCI ACR(좌)과 SRP(우)를 이용한 칼라합성영상 사례 (2016년 5월 20일)(0
4～0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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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 자료

- 지표반사도 산출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한 정량적인 방법은 검증 지수(validation

index)를 설정하여 화소별 검증결과를 수치적으로 요약한 정량적인 지수값을 통계적으

로 계산하였다. 검증대상이 되는 변수는 본 연구에서 산출한 GOCI SRP 산출물이며,

검증을 위한 기준 자료는 공개된 표준 산출물로서 NASA에서 현업용으로 제공되는

MODIS 지표반사도 산출물 자료를 사용한다. 정지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의 동일 영

역에 대한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GOCI 관측 시간의 30분 이내에 MODIS가 통과하는

시간의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통계적인 검증량 RMSE(Root Mean Squareroot

Error), MD(Mean Differnce)을 계산하였다.

- MODIS 지표반사도 산출물은 구름의 영향이 없는(또는 최소화된) 화소에 대한 지표반

사도 산출결과로서, 오랜 시간동안 산출 알고리즘과 분석자료에 대한 QA/QC과정을

통해 지표 반사도 산출 정확도를 높인 대표적인 자료이므로 검증자료로서의 사용 가능

한 자료이다. 만일, 특정 지점에서의 정확도 높은 지표반사도 산출 결과가 생산된다면,

위성 영상 자료의 검․ 보정을 위한 방법론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상기의 검증

및 검증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3.2.198는 GOCI와 MODIS를 이용한 지표반사도 산출 결과에 대한 직접 비교결과

로서 RMSE=0.023, MD=0.03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두 산출물의 차이가 발생하

는 원인은 알고리즘의 차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위성이 관측하는 화

소에 대한 특성(면적 및 센서의 관측 방향, 광 투과 경로)의 차이를 다룰 수 있다.

그림 3.2.198. GOCI와 MODIS 비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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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간 2016.05.01.00:00∼2016.05.31.07:00

구분 RMSE MD 정확도(목표정확도)

검증지수 0.023 0.03 81% (72%)

표 3.2.38. GOCI 지표반사도 산출물과 MODIS 지표반사도 산출물의 비교 검증결과

(4) 오차 요인

- GOCI-II 지표반사도 알고리즘에서 예상되는 오차유발 원인은 다음과 같다.

Ÿ 구름의 영향이 없는 청천대기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Ÿ 최소반사도 산출을 위한 기간 동안 토지피복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Ÿ 대기투과도 보정 시 사용된 에어로솔 또는 가스성분의 정확한 값이 보장되지 않

을 경우 최종산출물 오차로 나타날 수 있음.

사. 대기미량기체의 광흡수계수(GOCI-II 파장 기준)

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380 0.0000E+00 6.4531E-19 0.01137 0.00941 406 0.0000E+00 6.0375E-19 0.005182 0.007082

381 0.0000E+00 6.2223E-19 0.01102 0.009305 407 5.6703E-05 5.4004E-19 0.005082 0.007008

382 0.0000E+00 6.0108E-19 0.010648 0.0092 408 1.3376E-04 5.9799E-19 0.004973 0.006934

383 0.0000E+00 5.7079E-19 0.010212 0.009098 409 1.8950E-04 6.7141E-19 0.00485 0.006862

384 0.0000E+00 6.0546E-19 0.009753 0.008996 410 2.3034E-04 6.4898E-19 0.00473 0.00679

385 0.0000E+00 6.3302E-19 0.00941 0.008896 411 2.5314E-04 6.3490E-19 0.00463 0.00672

386 0.0000E+00 6.0800E-19 0.009281 0.008798 412 2.3282E-04 5.6295E-19 0.004551 0.00665

387 0.0000E+00 5.9565E-19 0.009228 0.0087 413 2.0193E-04 6.5843E-19 0.004496 0.006581

388 0.0000E+00 6.2474E-19 0.009066 0.008604 414 2.1174E-04 6.6104E-19 0.004463 0.006513

389 0.0000E+00 6.2704E-19 0.008779 0.00851 415 2.7061E-04 5.8983E-19 0.00444 0.006446

390 0.0000E+00 6.3039E-19 0.00851 0.008417 416 3.4520E-04 5.1873E-19 0.004422 0.00638

391 0.0000E+00 6.2386E-19 0.00837 0.008324 417 4.0316E-04 5.3024E-19 0.004416 0.006315

392 0.0000E+00 6.5637E-19 0.008311 0.008234 418 4.3400E-04 5.7076E-19 0.004432 0.00625

393 0.0000E+00 6.0795E-19 0.008264 0.008144 419 4.3854E-04 5.8396E-19 0.004474 0.006186

394 0.0000E+00 5.7780E-19 0.008202 0.008056 420 4.3601E-04 6.1311E-19 0.00454 0.006123

395 0.0000E+00 5.9378E-19 0.00813 0.007968 421 4.6130E-04 6.1329E-19 0.004626 0.006061

396 0.0000E+00 6.5027E-19 0.008044 0.007882 422 5.4344E-04 6.2113E-19 0.004709 0.006

397 0.0000E+00 5.8185E-19 0.007885 0.007797 423 6.8421E-04 6.0834E-19 0.00476 0.005939

398 0.0000E+00 6.4378E-19 0.007566 0.007714 424 8.7132E-04 6.3855E-19 0.004777 0.005879

399 0.0000E+00 6.4310E-19 0.007105 0.007631 425 1.0577E-03 6.0779E-19 0.00478 0.00582

400 0.0000E+00 6.4729E-19 0.00663 0.007549 426 1.1686E-03 4.9443E-19 0.004786 0.005762

401 0.0000E+00 6.7571E-19 0.006239 0.007469 427 1.1621E-03 5.1148E-19 0.004804 0.005704

402 0.0000E+00 6.1799E-19 0.005925 0.00739 428 1.0870E-03 6.0224E-19 0.004843 0.005647

403 0.0000E+00 5.6532E-19 0.005669 0.007311 429 1.0301E-03 5.2105E-19 0.004898 0.005591

404 0.0000E+00 6.0430E-19 0.005462 0.007234 430 1.0254E-03 4.9449E-19 0.00495 0.005536

405 0.0000E+00 6.3690E-19 0.0053 0.007157 431 1.1059E-03 5.9684E-19 0.004984 0.00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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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432 1.2941E-03 5.2187E-19 0.005016 0.005427 474 1.0097E-02 4.5839E-19 0.011167 0.003647

433 1.4657E-03 4.9228E-19 0.005073 0.005373 475 1.0855E-02 4.4825E-19 0.0114 0.003615

434 1.5179E-03 5.7502E-19 0.005165 0.00532 476 1.2109E-02 3.6681E-19 0.011672 0.003582

435 1.5075E-03 6.4157E-19 0.0053 0.005268 477 1.3556E-02 3.2280E-19 0.011959 0.00355

436 1.5164E-03 5.9533E-19 0.005482 0.005216 478 1.5244E-02 3.1398E-19 0.012235 0.003519

437 1.6000E-03 4.8737E-19 0.005692 0.005166 479 1.6946E-02 3.3096E-19 0.012485 0.003487

438 1.8209E-03 4.2384E-19 0.005907 0.005115 480 1.8772E-02 3.8357E-19 0.0127 0.003456

439 2.1693E-03 6.1486E-19 0.006123 0.005065 481 2.0055E-02 3.4358E-19 0.012873 0.003426

440 2.6189E-03 5.8847E-19 0.00635 0.005016 482 2.0936E-02 3.1076E-19 0.013025 0.003395

441 3.0411E-03 4.3525E-19 0.006596 0.004968 483 2.1083E-02 2.5167E-19 0.013179 0.003365

442 3.3337E-03 3.8646E-19 0.006843 0.00492 484 2.0483E-02 2.4068E-19 0.013359 0.003336

443 3.5560E-03 4.2487E-19 0.007069 0.004872 485 1.9651E-02 2.6655E-19 0.0136 0.003306

444 3.5596E-03 4.8510E-19 0.007279 0.004826 486 1.9066E-02 2.7213E-19 0.013922 0.003277

445 3.3911E-03 5.9900E-19 0.00751 0.004779 487 1.8721E-02 2.4909E-19 0.014256 0.003249

446 3.1772E-03 4.8860E-19 0.007792 0.004733 488 1.8880E-02 2.9886E-19 0.014517 0.00322

447 3.0710E-03 4.4183E-19 0.00812 0.004688 489 1.9585E-02 4.0705E-19 0.014722 0.003192

448 3.1521E-03 6.1890E-19 0.008489 0.004644 490 2.0567E-02 3.3192E-19 0.015 0.003165

449 3.4494E-03 5.2359E-19 0.008874 0.0046 491 2.1177E-02 2.4989E-19 0.015446 0.003137

450 3.8067E-03 4.3101E-19 0.00922 0.004556 492 2.1577E-02 2.4233E-19 0.015961 0.00311

451 4.0440E-03 4.4628E-19 0.00948 0.004513 493 2.1767E-02 2.5586E-19 0.01641 0.003083

452 4.1439E-03 4.4731E-19 0.009646 0.00447 494 2.2220E-02 2.9851E-19 0.016805 0.003056

453 4.1093E-03 4.5159E-19 0.009706 0.004428 495 2.2716E-02 3.2063E-19 0.0173 0.00303

454 4.1152E-03 4.0538E-19 0.009678 0.004386 496 2.3705E-02 3.0695E-19 0.018004 0.003004

455 4.3006E-03 4.3644E-19 0.00962 0.004345 497 2.5109E-02 2.7849E-19 0.018765 0.002978

456 4.7427E-03 4.1295E-19 0.009574 0.004305 498 2.6861E-02 2.0881E-19 0.019377 0.002953

457 5.4654E-03 3.7446E-19 0.00956 0.004264 499 2.9049E-02 1.7391E-19 0.019847 0.002928

458 6.3493E-03 4.8195E-19 0.009595 0.004225 500 3.1624E-02 1.5587E-19 0.0204 0.002903

459 7.2520E-03 4.2871E-19 0.00968 0.004185 501 3.4293E-02 1.7591E-19 0.021218 0.002878

460 8.1445E-03 4.4434E-19 0.00979 0.004147 502 3.6920E-02 2.0460E-19 0.02224 0.002854

461 8.7944E-03 4.5076E-19 0.009907 0.004108 503 3.9272E-02 2.5539E-19 0.023381 0.002829

462 9.0700E-03 3.8474E-19 0.010011 0.00407 504 4.0985E-02 2.3319E-19 0.024546 0.002806

463 9.0301E-03 4.8370E-19 0.010077 0.004033 505 4.2171E-02 2.9837E-19 0.0256 0.002782

464 8.5417E-03 4.7272E-19 0.010103 0.003996 506 4.2447E-02 2.3014E-19 0.026471 0.002758

465 7.9931E-03 3.8228E-19 0.01011 0.003959 507 4.2098E-02 2.1001E-19 0.027403 0.002735

466 7.7222E-03 3.0003E-19 0.010118 0.003923 508 4.1467E-02 1.9597E-19 0.028734 0.002712

467 7.9986E-03 4.0426E-19 0.010157 0.003887 509 4.0582E-02 2.3485E-19 0.030509 0.00269

468 8.5216E-03 3.9183E-19 0.010265 0.003852 510 4.0013E-02 2.5850E-19 0.0325 0.002667

469 8.9928E-03 3.3733E-19 0.010433 0.003817 511 3.9752E-02 2.3982E-19 0.034518 0.002645

470 9.4680E-03 3.1796E-19 0.0106 0.003782 512 4.0304E-02 2.2949E-19 0.036387 0.002623

471 9.6940E-03 3.1748E-19 0.010725 0.003748 513 4.1136E-02 2.1517E-19 0.037898 0.002601

472 9.8187E-03 3.3041E-19 0.010835 0.003714 514 4.2138E-02 1.7546E-19 0.038966 0.00258

473 9.7978E-03 3.4175E-19 0.010977 0.00368 515 4.3090E-02 1.5866E-19 0.0396 0.0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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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516 4.4001E-02 1.4900E-19 0.039801 0.002537 557 9.8183E-02 6.4320E-20 0.060363 0.001831

517 4.4879E-02 1.3358E-19 0.03984 0.002516 558 1.0038E-01 6.5698E-20 0.060817 0.001817

518 4.5690E-02 1.4785E-19 0.04003 0.002496 559 1.0296E-01 5.6323E-20 0.061264 0.001803

519 4.6561E-02 1.8473E-19 0.040438 0.002475 560 1.0545E-01 5.3989E-20 0.0619 0.001789

520 4.7564E-02 1.8198E-19 0.0409 0.002455 561 1.0814E-01 6.3476E-20 0.062843 0.001776

521 4.9081E-02 1.5630E-19 0.041282 0.002435 562 1.1070E-01 7.1050E-20 0.063732 0.001762

522 5.0703E-02 1.4196E-19 0.041537 0.002415 563 1.1310E-01 8.6151E-20 0.064085 0.001749

523 5.2716E-02 1.4824E-19 0.041614 0.002395 564 1.1527E-01 1.1216E-19 0.064004 0.001736

524 5.5091E-02 1.4686E-19 0.041593 0.002376 565 1.1710E-01 1.0991E-19 0.0642 0.001723

525 5.7684E-02 2.0091E-19 0.0417 0.002357 566 1.1884E-01 7.4903E-20 0.065201 0.00171

526 6.0275E-02 2.1389E-19 0.042096 0.002338 567 1.2034E-01 5.9552E-20 0.066571 0.001697

527 6.3083E-02 1.8546E-19 0.042595 0.002319 568 1.2183E-01 7.9071E-20 0.06771 0.001684

528 6.5676E-02 1.7384E-19 0.042942 0.0023 569 1.2346E-01 7.6332E-20 0.068543 0.001672

529 6.8213E-02 1.5320E-19 0.043131 0.002281 570 1.2493E-01 7.9323E-20 0.0695 0.001659

530 7.0409E-02 1.4702E-19 0.0434 0.002263 571 1.2627E-01 9.9944E-20 0.070905 0.001647

531 7.2273E-02 1.5063E-19 0.043915 0.002245 572 1.2750E-01 9.6461E-20 0.072521 0.001635

532 7.3715E-02 1.5499E-19 0.044484 0.002227 573 1.2819E-01 7.5471E-20 0.074018 0.001623

533 7.4598E-02 1.5235E-19 0.044835 0.002209 574 1.2849E-01 5.8605E-20 0.075437 0.001611

534 7.5072E-02 1.2774E-19 0.044977 0.002192 575 1.2840E-01 4.8105E-20 0.0772 0.001599

535 7.5153E-02 1.0293E-19 0.0452 0.002174 576 1.2780E-01 3.8024E-20 0.07962 0.001587

536 7.4983E-02 8.5422E-20 0.045713 0.002157 577 1.2689E-01 3.4020E-20 0.082314 0.001575

537 7.4946E-02 8.6000E-20 0.046334 0.00214 578 1.2580E-01 3.9452E-20 0.084779 0.001564

538 7.5320E-02 1.0115E-19 0.046802 0.002123 579 1.2468E-01 5.4549E-20 0.087029 0.001552

539 7.6109E-02 1.2533E-19 0.047091 0.002106 580 1.2340E-01 5.5385E-20 0.0896 0.001541

540 7.7168E-02 1.0282E-19 0.0474 0.00209 581 1.2221E-01 4.4510E-20 0.092931 0.001529

541 7.8471E-02 8.7552E-20 0.047887 0.002073 582 1.2109E-01 3.6668E-20 0.096825 0.001518

542 8.0081E-02 1.2840E-19 0.048531 0.002057 583 1.2009E-01 3.6067E-20 0.101031 0.001507

543 8.1707E-02 1.4546E-19 0.049296 0.002041 584 1.1929E-01 4.0486E-20 0.10543 0.001496

544 8.3167E-02 1.3360E-19 0.050158 0.002025 585 1.1869E-01 5.4135E-20 0.11 0.001485

545 8.4564E-02 1.3724E-19 0.0511 0.002009 586 1.1826E-01 5.5985E-20 0.11474 0.001475

546 8.5552E-02 1.2233E-19 0.052115 0.001993 587 1.1817E-01 5.0844E-20 0.119573 0.001464

547 8.6572E-02 1.0972E-19 0.053169 0.001978 588 1.1817E-01 4.2021E-20 0.12443 0.001453

548 8.7519E-02 1.3240E-19 0.054231 0.001963 589 1.1851E-01 4.2852E-20 0.129465 0.001443

549 8.8166E-02 1.2934E-19 0.055318 0.001947 590 1.1903E-01 5.4013E-20 0.1351 0.001433

550 8.8932E-02 1.1320E-19 0.0565 0.001932 591 1.2017E-01 6.0344E-20 0.141631 0.001422

551 8.9788E-02 9.5378E-20 0.057793 0.001917 592 1.2151E-01 7.0965E-20 0.1484 0.001412

552 9.0782E-02 9.2233E-20 0.058919 0.001903 593 1.2334E-01 7.1238E-20 0.154571 0.001402

553 9.1865E-02 1.0818E-19 0.059504 0.001888 594 1.2562E-01 4.9706E-20 0.16038 0.001392

554 9.3094E-02 9.7974E-20 0.05958 0.001873 595 1.2786E-01 3.5021E-20 0.1672 0.001382

555 9.4517E-02 7.9243E-20 0.0596 0.001859 596 1.3043E-01 2.9084E-20 0.176172 0.001372

556 9.6251E-02 6.3884E-20 0.059897 0.001845 597 1.3294E-01 3.1760E-20 0.186786 0.00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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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598 1.3516E-01 3.3713E-20 0.198406 0.001353 639 8.0646E-02 1.3798E-20 0.309016 0.00102

599 1.3706E-01 3.8342E-20 0.210481 0.001343 640 7.8951E-02 1.5070E-20 0.3108 0.001013

600 1.3859E-01 4.4462E-20 0.2224 0.001334 641 7.7367E-02 1.5990E-20 0.315183 0.001007

601 1.3949E-01 4.5605E-20 0.233525 0.001324 642 7.5925E-02 1.8989E-20 0.320167 0.001

602 1.3995E-01 4.0269E-20 0.243112 0.001315 643 7.4492E-02 2.1387E-20 0.323018 0.000993

603 1.3981E-01 2.8538E-20 0.250112 0.001306 644 7.3120E-02 1.7819E-20 0.323725 0.000987

604 1.3907E-01 1.8246E-20 0.254581 0.001296 645 7.1829E-02 1.5808E-20 0.325 0.00098

605 1.3795E-01 1.7012E-20 0.2577 0.001287 646 7.0614E-02 1.8954E-20 0.328771 0.000974

606 1.3643E-01 1.8862E-20 0.260227 0.001278 647 6.9334E-02 2.5874E-20 0.33328 0.000967

607 1.3440E-01 1.8553E-20 0.262196 0.001269 648 6.8174E-02 2.1689E-20 0.336031 0.000961

608 1.3233E-01 2.0248E-20 0.26338 0.00126 649 6.7111E-02 1.2773E-20 0.337261 0.000955

609 1.3003E-01 1.9950E-20 0.263926 0.001252 650 6.5964E-02 1.2336E-20 0.34 0.000949

610 1.2761E-01 2.0120E-20 0.2644 0.001243 651 6.4917E-02 1.3798E-20 0.346473 0.000942

611 1.2517E-01 2.5218E-20 0.2652 0.001234 652 6.3858E-02 1.2281E-20 0.354443 0.000936

612 1.2284E-01 4.1615E-20 0.266112 0.001226 653 6.2724E-02 1.0501E-20 0.36086 0.00093

613 1.2070E-01 4.7569E-20 0.266797 0.001217 654 6.1626E-02 9.0674E-21 0.36552 0.000924

614 1.1853E-01 3.4305E-20 0.267251 0.001209 655 6.0523E-02 9.6519E-21 0.371 0.000918

615 1.1656E-01 2.9801E-20 0.2678 0.0012 656 5.9420E-02 9.6603E-21 0.379205 0.000912

616 1.1463E-01 3.3992E-20 0.268716 0.001192 657 5.8332E-02 7.7101E-21 0.38858 0.000906

617 1.1277E-01 3.9664E-20 0.269966 0.001184 658 5.7206E-02 6.7444E-21 0.396933 0.000901

618 1.1117E-01 3.2606E-20 0.271507 0.001176 659 5.6217E-02 6.9353E-21 0.403738 0.000895

619 1.0956E-01 2.3324E-20 0.273338 0.001168 660 5.5244E-02 6.8236E-21 0.41 0.000889

620 1.0818E-01 2.7583E-20 0.2755 0.00116 661 5.4237E-02 5.3304E-21 0.416316 0.000883

621 1.0689E-01 3.1931E-20 0.277971 0.001152 662 5.3273E-02 4.2236E-21 0.421892 0.000878

622 1.0549E-01 2.2032E-20 0.280203 0.001144 663 5.2253E-02 3.8192E-21 0.425473 0.000872

623 1.0428E-01 2.2212E-20 0.28149 0.001136 664 5.1260E-02 3.9248E-21 0.427267 0.000866

624 1.0306E-01 2.3138E-20 0.282111 0.001129 665 5.0163E-02 5.2702E-21 0.429 0.000861

625 1.0179E-01 2.2105E-20 0.2834 0.001121 666 4.9046E-02 6.8292E-21 0.43186 0.000855

626 1.0037E-01 1.9662E-20 0.286265 0.001113 667 4.7914E-02 8.2723E-21 0.434888 0.00085

627 9.9073E-02 1.7113E-20 0.289361 0.001106 668 4.6778E-02 9.9449E-21 0.436651 0.000845

628 9.7619E-02 1.4076E-20 0.290849 0.001098 669 4.5688E-02 9.8643E-21 0.437374 0.000839

629 9.6098E-02 1.3462E-20 0.290873 0.001091 670 4.4630E-02 1.0956E-20 0.439 0.000834

630 9.4657E-02 1.1307E-20 0.2916 0.001083 671 4.3592E-02 8.9200E-21 0.442831 0.000829

631 9.3237E-02 1.1932E-20 0.294565 0.001076 672 4.2530E-02 9.2336E-21 0.446836 0.000824

632 9.1792E-02 1.3828E-20 0.298175 0.001069 673 4.1507E-02 1.0414E-20 0.448228 0.000818

633 9.0274E-02 1.2627E-20 0.300198 0.001062 674 4.0543E-02 1.1672E-20 0.447396 0.000813

634 8.8735E-02 1.4561E-20 0.300535 0.001055 675 3.9722E-02 1.0095E-20 0.448 0.000808

635 8.7143E-02 1.3731E-20 0.3012 0.001048 676 3.8830E-02 1.0474E-20 0.452668 0.000803

636 8.5567E-02 1.4437E-20 0.303627 0.001041 677 3.7921E-02 9.9128E-21 0.458693 0.000798

637 8.3924E-02 1.5008E-20 0.30659 0.001034 678 3.7099E-02 8.1168E-21 0.462323 0.000793

638 8.2239E-02 1.5460E-20 0.308329 0.001027 679 3.6373E-02 6.8318E-21 0.46334 0.0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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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680 3.5707E-02 7.4311E-21 0.465 0.000783 721 1.5064E-02 1.7648E-21 1.27859 0.000611

681 3.5114E-02 6.6658E-21 0.469671 0.000778 722 1.4551E-02 2.0261E-21 1.32924 0.000607

682 3.4527E-02 5.1453E-21 0.475506 0.000773 723 1.4151E-02 2.1446E-21 1.38379 0.000604

683 3.4046E-02 5.1711E-21 0.479853 0.000769 724 1.3720E-02 2.0492E-21 1.43945 0.0006

684 3.3487E-02 4.9334E-21 0.482573 0.000764 725 1.3388E-02 1.5197E-21 1.489 0.000597

685 3.2900E-02 4.9383E-21 0.486 0.000759 726 1.2995E-02 1.1005E-21 1.53309 0.000593

686 3.2207E-02 5.7566E-21 0.491858 0.000754 727 1.2723E-02 9.3401E-22 1.61011 0.00059

687 3.1529E-02 4.8561E-21 0.498773 0.00075 728 1.2366E-02 9.2090E-22 1.7607 0.000586

688 3.0660E-02 3.6272E-21 0.504818 0.000745 729 1.1996E-02 8.5847E-22 1.8444 0.000583

689 2.9783E-02 3.3356E-21 0.50995 0.000741 730 1.1665E-02 8.3856E-22 1.9624 0.000579

690 2.8964E-02 3.2348E-21 0.516 0.000736 731 1.1409E-02 8.2607E-22 2.0801 0.000576

691 2.8139E-02 3.0891E-21 0.524322 0.000732 732 1.1215E-02 8.8098E-22 2.1974 0.000573

692 2.7302E-02 2.8892E-21 0.533593 0.000727 733 1.1029E-02 8.7215E-22 2.3144 0.000569

693 2.6641E-02 2.5198E-21 0.542024 0.000723 734 1.0927E-02 1.1247E-21 2.4482 0.000566

694 2.5908E-02 2.5077E-21 0.549776 0.000718 735 1.0846E-02 1.4888E-21 2.5304 0.000563

695 2.5145E-02 2.6905E-21 0.559 0.000714 736 1.0797E-02 1.3211E-21 2.6123 0.00056

696 2.4437E-02 2.7534E-21 0.571332 0.000709 737 1.0747E-02 1.2733E-21 2.64505 0.000557

697 2.3705E-02 2.6170E-21 0.585185 0.000705 738 1.0686E-02 1.1436E-21 2.6733 0.000553

698 2.3069E-02 1.9476E-21 0.598461 0.000701 739 1.0703E-02 1.4319E-21 2.7377 0.00055

699 2.2475E-02 1.7814E-21 0.610898 0.000697 740 1.0732E-02 1.2962E-21 2.768 0.000547

700 2.1909E-02 2.4896E-21 0.624 0.000692 741 1.0835E-02 1.3059E-21 2.7982 0.000544

701 2.1395E-02 2.5879E-21 0.638935 0.000688 742 1.0989E-02 1.0730E-21 2.8113 0.000541

702 2.0997E-02 2.7655E-21 0.654938 0.000684 743 1.1106E-02 1.4788E-21 2.8245 0.000538

703 2.0560E-02 3.1709E-21 0.670973 0.00068 744 1.1288E-02 1.9638E-21 2.8376 0.000535

704 2.0163E-02 4.2547E-21 0.687006 0.000676 745 1.1409E-02 2.8320E-21 2.8338 0.000532

705 1.9816E-02 4.9373E-21 0.704 0.000672 746 1.1526E-02 3.3058E-21 2.8468 0.000529

706 1.9504E-02 5.7750E-21 0.722945 0.000668 747 1.1519E-02 2.6042E-21 2.843 0.000526

707 1.9215E-02 5.7637E-21 0.744251 0.000664 748 1.1394E-02 1.3457E-21 2.856 0.000523

708 1.8945E-02 5.8454E-21 0.768628 0.00066 749 1.1130E-02 1.0536E-21 2.85222 0.00052

709 1.8684E-02 3.8656E-21 0.796289 0.000656 750 1.0672E-02 1.2230E-21 2.8484 0.000517

710 1.8455E-02 4.2133E-21 0.827 0.000652 751 1.0116E-02 1.3972E-21 2.8613 0.000514

711 1.8271E-02 5.4156E-21 0.860747 0.000648 752 9.5914E-03 1.4778E-21 2.8575 0.000511

712 1.8099E-02 4.8848E-21 0.896148 0.000644 753 9.0320E-03 1.4598E-21 2.8704 0.000508

713 1.7965E-02 4.5260E-21 0.931794 0.00064 754 8.4990E-03 1.5450E-21 2.8666 0.000505

714 1.7922E-02 4.3402E-21 0.968022 0.000637 755 8.0644E-03 1.3960E-21 2.8794 0.000502

715 1.7761E-02 3.4668E-21 1.007 0.000633 756 7.6604E-03 1.4228E-21 2.8756 0.0005

716 1.7546E-02 2.3475E-21 1.05044 0.000629 757 7.3444E-03 1.0778E-21 2.87046 0.000497

717 1.7173E-02 2.1253E-21 1.09617 0.000625 758 7.0825E-03 8.7921E-22 2.8681 0.000494

718 1.6733E-02 1.8160E-21 1.14145 0.000622 759 6.8806E-03 5.9558E-22 2.8643 0.000491

719 1.6189E-02 1.6284E-21 1.18582 0.000618 760 6.7094E-03 4.9011E-22 2.8605 0.000489

720 1.5622E-02 1.5091E-21 1.231 0.000614 761 6.5691E-03 4.0115E-22 2.8733 0.0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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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762 6.4571E-03 4.2649E-22 2.8695 0.000483 803 3.9604E-03 3.3474E-22 2.2222 0.000387

763 7.0300E-03 5.2838E-22 2.8657 0.00048 804 3.9730E-03 2.8078E-22 2.2038 0.000385

764 6.9739E-03 6.1000E-22 2.86118 0.000478 805 4.0383E-03 1.2998E-22 2.2011 0.000383

765 6.8820E-03 7.3555E-22 2.8582 0.000475 806 4.1114E-03 5.2376E-23 2.2038 0.000381

766 6.8019E-03 6.8421E-22 2.8545 0.000473 807 4.2303E-03 6.2268E-23 2.1956 0.000379

767 6.7196E-03 5.9826E-22 2.8344 0.00047 808 4.4164E-03 3.7695E-23 2.1773 0.000377

768 6.7504E-03 4.7129E-22 2.8307 0.000467 809 4.6203E-03 7.1044E-23 2.1902 0.000375

769 6.7771E-03 3.9196E-22 2.827 0.000465 810 4.8400E-03 8.5509E-23 2.1875 0.000373

770 6.7817E-03 2.5818E-22 2.8234 0.000462 811 5.0315E-03 6.7943E-23 2.18851 0.000371

771 6.9294E-03 2.3637E-22 2.8158 0.00046 812 5.2246E-03 9.2642E-23 2.1976 0.000369

772 7.0802E-03 2.2414E-22 2.7998 0.000457 813 5.4187E-03 1.1753E-22 2.2103 0.000367

773 7.2711E-03 2.4179E-22 2.7799 0.000455 814 5.5873E-03 1.2304E-22 2.223 0.000365

774 7.5373E-03 2.4548E-22 2.7763 0.000452 815 5.7014E-03 1.3177E-22 2.23308 0.000363

775 7.8865E-03 2.7423E-22 2.7565 0.00045 816 5.7580E-03 9.7097E-23 2.2484 0.000362

776 8.1618E-03 3.3627E-22 2.7529 0.000447 817 5.7353E-03 3.8005E-23 2.2764 0.00036

777 8.3374E-03 3.8604E-22 2.74563 0.000445 818 5.6339E-03 2.2256E-23 2.3043 0.000358

778 8.4714E-03 3.9548E-22 2.7297 0.000442 819 5.4689E-03 1.3068E-23 2.31136 0.000356

779 8.5081E-03 4.0262E-22 2.7101 0.00044 820 5.2480E-03 2.7103E-23 2.3294 0.000354

780 8.4115E-03 4.1321E-22 2.6905 0.000438 821 4.9595E-03 1.4659E-23 2.3878 0.000352

781 8.1831E-03 3.8742E-22 2.6549 0.000435 822 4.6292E-03 3.6370E-24 2.446 0.00035

782 7.9137E-03 3.9921E-22 2.63979 0.000433 823 4.2907E-03 1.3234E-23 2.47551 0.000349

783 7.5270E-03 4.3572E-22 2.632 0.000431 824 3.9660E-03 3.9952E-23 2.5163 0.000347

784 7.1247E-03 4.3699E-22 2.6127 0.000428 825 3.6654E-03 5.7926E-23 2.6199 0.000345

785 6.6830E-03 5.3899E-22 2.5933 0.000426 826 3.3768E-03 6.0456E-23 2.7689 0.000343

786 6.3602E-03 5.1190E-22 2.558 0.000424 827 3.1125E-03 7.1074E-23 2.83076 0.000342

787 6.1096E-03 4.9516E-22 2.5229 0.000421 828 2.8871E-03 5.2076E-23 2.9139 0.00034

788 5.8483E-03 5.7133E-22 2.51291 0.000419 829 2.6983E-03 7.6131E-23 3.1075 0.000338

789 5.5762E-03 8.7191E-22 2.5005 0.000417 830 2.5338E-03 8.3743E-23 3.21308 0.000336

790 5.3907E-03 1.0856E-21 2.4656 0.000415 831 2.3878E-03 7.7053E-23 3.2966 0.000335

791 5.1750E-03 1.1995E-21 2.4465 0.000412 832 2.2821E-03 9.2923E-23 3.4588 0.000333

792 4.9431E-03 7.5506E-22 2.4117 0.00041 833 2.1959E-03 1.1336E-22 3.6055 0.000331

793 4.7562E-03 5.5286E-22 2.38883 0.000408 834 2.1164E-03 1.5643E-22 3.66155 0.00033

794 4.5731E-03 3.7619E-22 2.374 0.000406 835 2.0709E-03 2.0338E-22 3.7022 0.000328

795 4.4010E-03 2.6097E-22 2.3552 0.000404 836 2.0508E-03 3.0044E-22 3.7879 0.000326

796 4.3069E-03 2.2817E-22 2.3365 0.000402 837 2.0263E-03 1.2860E-22 3.8282 0.000325

797 4.2365E-03 2.1074E-22 2.3178 0.000399 838 2.0079E-03 8.7171E-23 3.8539 0.000323

798 4.1872E-03 2.6781E-22 2.30361 0.000397 839 2.0027E-03 1.1298E-22 3.9092 0.000321

799 4.1044E-03 2.7174E-22 2.2805 0.000395 840 2.0111E-03 1.6754E-22 3.9494 0.00032

800 4.0148E-03 2.9718E-22 2.2462 0.000393 841 2.0393E-03 1.6403E-22 3.97239 0.000318

801 3.9817E-03 3.3913E-22 2.2434 0.000391 842 2.0796E-03 1.5418E-22 3.9997 0.000317

802 3.9704E-03 3.7289E-22 2.23807 0.000389 843 2.1233E-03 1.6836E-22 4.0397 0.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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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nm]

kO3
[cm-1]

kNO2
[cm2]

kaH2O
[m-1]

kbH2O
[m-1]

844 2.1897E-03 1.7926E-22 4.05653 0.000313

845 2.2985E-03 1.6728E-22 4.0748 0.000312

846 2.4291E-03 1.0140E-22 4.1145 0.00031

847 2.5786E-03 4.6238E-23 4.12683 0.000309

848 2.7622E-03 4.6718E-23 4.1493 0.000307

849 2.9812E-03 4.2935E-23 4.2036 0.000306

850 3.2258E-03 1.0738E-23 4.1986 0.000304

851 3.4787E-03 2.9085E-23 4.2232 0.000303

852 3.6896E-03 2.1233E-23 4.25357 0.000301

853 3.8069E-03 5.0060E-23 4.2723 0.0003

854 3.8161E-03 6.7824E-23 4.2803 0.000298

855 3.7428E-03 9.4437E-23 4.3064 0.000297

856 3.6319E-03 9.6967E-23 4.3601 0.000295

857 3.4995E-03 4.0297E-23 4.3694 0.000294

858 3.3515E-03 5.7924E-24 4.3792 0.000292

859 3.1721E-03 1.3489E-23 4.4326 0.000291

860 2.9410E-03 2.9458E-23 4.45336 0.00029

861 2.7010E-03 3.4038E-23 4.4661 0.000288

862 2.4816E-03 2.9320E-23 4.5047 0.000287

863 2.2756E-03 2.3616E-23 4.52734 0.000285

864 2.0818E-03 1.3992E-23 4.5524 0.000284

865 1.8944E-03 2.1328E-23 4.605200 0.0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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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지피복도

가. 연구개발 목적

(1)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를 위한 Land Cover 산출물 개발

(가) 정지궤도 위성자료(GOCI-II)에 기반한 세계 최초 Land Cover 자료 제공

① 주요기능

-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 토지피복분류 정의

-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 토지피복분류 영상 제공

② 주요 성능치

- 공간 해상도 250 m 이하의 동북아시아 Land Cover 영상

- 기존 Global Land Cover 자료의 정확도를 상향하는 Land Cover 제공

③ 핵심기술

- 동북아시아에 적합한 토지피복분류 정의 (세계 최초)

- Land Cover 정확도 검증을 위한 동북아시아 Reference Dataset 구축 (세계 최초)

-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 Land Cover 산출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기술 (세계 최최)

- BRDF 효과를 고려 유무 등 다양한 Case에 따른 민감도 분석 기술 (세계 Top 5

위)

- 민감도 분석 및 이질성 검사를 바탕으로 한 높은 분류정확도의 Land Cover 산출

기술 (세계 Top 5위)

④ 적용 범위 또는 서비스

- 정지궤도 위성자료에 기반한 세계 최초 Land Cover 자료 제공 서비스

-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정밀 Land Cover 최초 제공 서비스

- 지표, 수자원, 생태, 대기, 기후 등 다양한 모델링의 기초 입력 자료로 적용 가능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 토지피복, 그리고 자연 또는 인공적인 토지피복의 변화는 지구의 기후와 지구 규모의

생지화학 패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은 지구 물리적 기후학의 주요 원동력이지

만, 육지 표면은 지구의 생지화학 순환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며 온실 가스 및

반응성, 복사 특성을 통해 기후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형, 알베도, 식

물 피복 및 육상 표면의 다른 물리적 특성의 변화는 지표 대기 물질과 에너지 플럭스

및 지구 자전의 추진력에 의해 유도되는 대기 순환 패턴을 강요함으로써 기후에 영향

을 미쳐 기후의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토지피복은 지역 및 지구 규모의 기후 및 생

태계 프로세스 모델에 의해 요구되는 대기와 지표면 사이의 생물 물리적 과정과 에너

지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연구개발 범위

(1) 1차년도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GOCI-II의 공간·분광·시간 해

상도, 관측영역을 고려한 GOCI-II Land Cover Classes 명명

① 해외 Global Land Cover (IGBP, UMD, GLC2000, GlobCover2009, MODIS 등) 산출

기술 동향 고찰

② 해외 Classification Scheme 고찰 및 GOCI-II의 공간·분광·시간 해상도, 관측영역을

고려한 Land Cover Classes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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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을 위한 Reference Dataset 결정 또는 Database 구축

① Land Cover 산출 정확도 검증을 위한 Reference Dataset

현장조사자료 고해상도 위성자료 토지피복자료 Global Land Cover

국내

Landsat 8 (OLI) 한국 MODIS (MCD12Q1)

KOMPSAT-2 중국 GlobCover2009

KOMPSAT-3 일본 New LC Product

② Spatial aggregation과 scaling

③ GOCI-II의 시간 해상도와 토지피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합성주기 결정

(다) 육상 Land Cover 산출 알고리즘 prototype 구축

① PC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② Unsupervised Classification (K-means, ISODATA)

(2) 2차년도

(가) GOCI-II Land Cover 산출 알고리즘 개발

① GOCI Reflectance Data를 Proxy Data로 하여 Land Cover 산출

② 다양한 Case (BRDF, NDVI)에 따른 민감도 분석

③ 민감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Post-Clustering 수행

④ GOCI-II Land Cover Classes 명명에 따른 Land Cover 산출

(나) 산출물 정확도, 알고리즘 코드 검증 수행

① Reference Dataset (현장관측자료, 국가별 토지피복지도, 고해상도 위성자료, Global

Land Cover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확도 검증 수행

② 고해상도 위성자료 등과의 시계열 비교·분석 수행

③ 시공간적 오차 특성 분석 수행

(다) 기술문서 작성

① IGBP, UMD, GLC2000, GlobCover2009, MODIS 등의 Land Cover Product에 대한

ATBD 또는 Product Description 등을 참조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와

의 협의를 통한 기술문서의 Contents 결정

② GOCI-II Land Cover Product 기술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물을 포함하게 구성할 계

획

- Introduction

- Overview and background information

- Algorithm description

: Overall algorithm structure

: Mathematical description of algorithm

- Land cover validation

: Methodology

: Reference dataset

: Validation results

- Discussion and conclusion

라. 연구 수행 내용

- GOCI-II를 위한 토지피복 산출물은 GOCI-II level-2 atmospheric correction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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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 반사도, GOCI-II level-2 BRDF 모델링에 의해 산정된 정규화 반사도와 GOCI-II

Level-2 NDVI가 입력자료이다. BRDF 모델링을 통해 BRDF parameter를 산출하기 위

해서는 구름이 없는 조건에서 최소 3회 이상의 관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각도

조건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GOCI-II 는 multi-angle 센서가 아니기 때

문에 일정 기간의 자료를 합성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본 알고리즘에서는 합성 기간을 16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합성 기간 16일을

적용한 BRDF 모델링에 의해 산정된 정규화 반사도와 NDVI를 입력값으로 하여 주성

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구름 및 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 합성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토지피복지도 제작을 위해 5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데이터를 입

력 자료로 선정했다. 또한,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 시간 단축 및 성능 향상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성분 분석 수행 시 accumulate percentages 99%

이하를 주성분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주성분을 입력값으로 하여 K-means clustering

algorithm을 실시한다. K-means clustering algorithm에 의해 결정된 clusters는 민감

도 분석과 이질성 검사를 거쳐 GOCI-II를 위한 토지피복 명명에 따른 분류항목으로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reference datasets을 이용한 정확도 검증이 수행된다.

마. 연구 수행 성과

(1) GOCI-II Land Cover Classes 명명

- GOCI-II Land Cover product를 제작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토지피복을 잘 반영하는

토지피복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GOCI-II Land Cover product의 토지피복 분류체계 명

명을 위해 Global land cover datasets의 토지피복 분류체계를 참고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GOCI-II Land Cover product의

분류체계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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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Label Description

1 Urban
Land modified by human activities, including all kinds of
habitation, industrial and minig area, transportation facilities, etc.

2 Croplands
Land used for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gardens, including
paddy fields, irrigated and dry farmland, vegetable and fruit
gardens, etc.

3 Forest
Land covered by trees, vegetation covers over 30%, including
evergreen or deciduous, needleleaf or broadleaf forests, etc.

4 Grasslands
Land covered by natural grass with cover 10% and shrubs with
cover over 50%, including deciduous and evergreen shrubs, and
desert steppe with cover over 10%, etc.

5 Wetlands
Land covered by wetland plants and water bodies, including
inland marsh, lake marsh, river floodplain wetland, forest/shrub
wetland, peat bogs, mangrove and salt marsh, etc.

6 Barren
Land with vegetation cover lower than 10%, including desert,
sandy fields, bare rocks, saline and alkaline land, etc.

7 Water
Water bodies in land area, including river, lake, reservoir, fish
pond, etc.

(2) Reference Dataset 구축 및 정확도 검증

(가) First reference dataset

- 구축된 GOCI-II Land Cover product를 평가하기 위해 2007넌 전국 단위로 제작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first reference dataset으로 선정하였

다. 정확도 평가를 위해 confusion matrix를 이용하여 전체 정확도를 산정하였으

며, first reference dataset과의 전체 정확도는 79.04%로 산출되었다.

(나) Second reference dataset

- 남한 지역 뿐 아니라 GOCI-II Land Cover product 전 영역에서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6가지 Global land cover datasets(IGBP, U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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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2000, GlobCover2009, MCD12Q1, GlobeLand30)을 선정하였다. 정화도 평가는

first reference dataset과 마찬가지로 confusion matrix를 이용하여 전체 정확도를

산출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Reference dataset

Croplands Forest Grasslands Wetlands Barren Total

Croplands 56,277 23,990 1,470 540 517 82,794

Forest 37,027 225,414 3,488 240 511 266,680

Grasslands 8,174 2,685 295 497 429 12,080

Wetlands 131 49 7 70 6 263

Barren 49 13 0 13 3 78

Total 101,658 252,151 5,260 1,360 1,466 361,895

Overall accuracy (%) 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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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 개발 성과

가. 26종 정확도 평가표(2018년)

번호 산출물 입력자료 출력자료(A) 참값(검증자료)(B) 검증방법
정확도
목표치

정확도 결과
달성
여부

1
대기분자산란
보정반사도

복사전달
모의자료
(TOOL명)
Ltoa

대기분자산란
보정반사도
(Rho_c)

복사전달 모의자료
(다른 TOOL)

의
대기분자산란보정

반사도
(Rho_c)

모의자료 간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모의자료
기반 (98%)

PCOART-SA
복사전달코드
모의자료와 비교,
99.57% 이상

달성

2 원격반사도

복사전달
모의자료
(TOOL명)
LTOA

대기보정
결과

원격반사도
(Rrs)

복사전달
시뮬레이션 입력
원격반사도 (Rrs)

모의자료 간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모의자료
(1형수 93%,
2형수 87%)

1형수 95.6%, 2형수
96.4%

달성

3 총 흡광계수
현장측정
원격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흡광계수
현장측정 흡광계수

현장자료 기준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현장자료
(65%)

72.9% 달성

4
총

후방산란계수
현장측정
원격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후방산란계수

현장측정
후방산란계수

현장자료 기준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현장자료
(65%)

88.8% 달성

5
하향확산
감쇠계수

현장측정
원격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하향확산감쇠
계수

현장측정
하향확산감쇠계수

현장자료 기준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현장자료
(65%)

80.2% 달성

6
세키 디스크
깊이

현장측정
원격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세키깊이
현장측정 세키깊이

현장자료 기준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현장자료(60
%)

77.2% 달성

7 엽록소농도
현장측정
원격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엽록소
농도

현장측정 엽록소
농도

현장자료 기준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현장자료
이용 (1형수
70%, 2형수
60%)

1형수 56.2%, 2형수
49.4%

미달
성

8
용존유기물
흡광

현장측정
원격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용존유기물
흡광지수

현장측정
용존유기물
흡광지수

현장자료 기준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현장자료
(60%)

59.2%
미달
성

9
총부유물질
농도

현장측정
원격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총부유물질
농도

현장측정
총부유물질 농도

현장자료 기준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현장자료
(70%)

65.7%
미달
성

10
부유조류
(녹조지수)

GOCI LTOA
GOCI 산출
녹조 면적

Landsat 산출
녹조면적

위성 간 부유조류 점유
면적 비교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타고해상도
위성면적상관
도 (60%)

LANDSAT-8 대비
각 픽셀별

면적 정확도 77%,
위치 정확도 89%

달성

11
해양일차생산

력

MODIS
원격반사도,
해수온, PAR

알고리즘
산출

일차생산량

현장측정
일차생산량

현장자료 기준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현장자료
(알고리즘

 정밀도 향상
> 20%)

R2 0.7113
미달
성

12 해양전선 GOCI chl 해양전선
MODIS

클로로필-a 기반
타 위성/모델 자료와

비교
RMSE0.5 0.4076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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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전선
RMSE

13 표층해류흐름 GOCI chl 해류벡터 표층 뜰개
현장관측/타 위성자료

결과와 비교
RMSE

현장자료 및
타

위성자료(RM
SE:0.15)

RMSE 0.16
미달
성

14
저염분수
판별

GOCI Lw 염분(SSS) HYCOM SSS
타 위성/모델 자료와

비교
상관계수(R), RMSE

타
위성자료(HY
COM SSS와
상관관계 0.7
이상)

상관관계 0.88,
RMSE 0.85 psu

달성

15 해빙 GOCI 해빙 MODIS 해빙

타 위성자료와 비교

POD (Probability Of
Detection)

POD = Hit / (Hit +
Miss)

POD 0.7
이상

POD 0.843 달성

16 적조지수 GOCI 적조
현장 적조 cell
개체수

현장자료와의
상관도(AUC)

AUC (Area Under the
ROC* Curve)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현장 적조
cell 개체수와
상관도 0.8
이상

AUC 97.3% 달성

17 어장지수

MODIS
SST/PAR/kd
(490)

GOCI chl

어장지수 어획량 현장자료와의 상관도(r)
어획량(주요
어종 0.7
이상)

상관관계 0.7096 달성

18 해무
GOCI,
히마와리8

해무 유무

해안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8개의
기상청 지상관측소

시정 자료

시정 현장관측 결과와
비교

Hit rate = #Hit/(#Hit
+#Miss)

False alarm rate =
#FA/ (#FA+#CR)

탐지정확도(
HR >0.8)

Hit rate 0.95, False
alarm rate 0.21

달성

19 황사 - - - -
타

위성자료(정
성적 비교)

- -

20
에어로졸
타입

GOCI LTOA

알고리즘
산출

에어로졸
타입 (Lee et
al., 2010
기준)

현장측정 에어로졸
타입 (Lee et al.,
2010 기준)

타
위성자료(75

%)
미측정

미달
성

21
에어로졸
광학두께

GOCI LTOA

알고리즘
산출

에어로졸
광두께 (555
nm 기준)

현장측정
에어로졸광학두께

현장자료 기반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타
위성자료(75

%)

GOCI와
AERONET-OC의
비교 정확도 50%
(MODIS의 AOD
정확도 60% 대비
75%는정확도
50%를 의미)

달성

22
육상지표반사

도
GOCI

육상
지표반사도

MODIS 지표반사도 타 위성자료와 비교
타

위성자료(72
%)

약 92% 달성

23
육상

BRDF/Albed
o

GOCI

-
(중간)BRDF
parameters
및 정규화
반사도
- (최종)
광대역
알베도

MODIS albedo
타 위성자료와
비교(RMSE)

타
위성자료(Alb
edo) RMSE
<0.05

RMSE :
알베도(0.035)

달성

24 정규식생지수

GOCI
(BRDF
모델링을
통한 정규화
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NDVI

MODIS NDVI
타 위성자료와
비교(RMSE)

RMSE <0.17
RMSE :
NDVI(0.109)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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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달성항목 6종 (2019-2020년) 정확도 분석 결과

GOCI-II Level 2 26종 중 20종은 `18년도 모의자료 기반으로 정확도 달성이 확인되었으며

정확도 목표치 미달성 알고리즘은 표층해류흐름, 엽록소농도, 총부유물질농도, 용존유기물,

해양일차생산력, 에어로졸 타입이다. 이 6종은 `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자료 수집 및 분

석, 품질제어(QC) 등의 방법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였다. 검증자료로는

GOCI, GOCI-II, 현장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번호 산출물명 검증 방법 검증 결과 정확도 목표치
달성
여부

1 표층해류흐름
QC를 이용한 오류 제거를

통한 성능개선
- Speed RMSE : 0.148 m/s (달성)
- Speed Bias : -0.013 m/s

현장자료 및 타
위성자료(RMSE:0.15)

달성

2 엽록소농도 추가 자료수집 및 분석
- 1형수 APD : 26.5, 정확도(100-APD) : 73.5
- 2형수 APD : 30.4, 정확도(100-APD) : 69.6

현장자료 이용 (1형수
70%, 2형수 60%)

달성

3 총부유물질농도 추가 자료수집 및 분석 - APD : 29.8, 정확도(100-APD) : 70.2 현장자료 (70%) 달성

4 용존유기물 추가 자료수집 및 분석 - APD : 38.8, 정확도(100-APD) : 61.2 현장자료 (60%) 달성

5 해양일차생산력 Pbopt알고리즘 개선/검토
-기존 알고리즘(VPGM) 정확도 : 51.7%
-현 알고리즘(UB) 정확도 : 96.1%
정확도 44.4% 향상

현장자료 (알고리즘
 정밀도 향상 > 20%)

달성

6 에어로졸 타입
GOCI와 AERONET
현장자료 비교

정확도 83.33% 타 위성자료(75%) 달성

표 3.2.50. GOCI-II 자료 검증 결과 요약(6종)

25 향상식생지수

GOCI
(BRDF
모델링을
통한 정규화
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EVI

MODIS EVI
타 위성자료와
비교(RMSE)

RMSE <0.17 RMSE : EVI(0.085) 달성

26 토지피복 GOCI NDVI Land Cover
GlobeLand30
분류값

Reference Dataset과
비교(오차행렬)

정확도 70% 72.8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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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GOCI-II 활용 산출물 검증

□ GOCI-II 자료검증 실적 및 계획

- 현장관측(10.11~10.14) 및 현장자료 분석(10.15~10.30)

- 위성자료분석, 현장자료 분석(11월)

- 위성자료분석 및 매치업 기반 위성자료 정확도 분석(12월1주~2주) 및 보고서 작성(12

월3주), 정확도검증 평가회의 개최(12월 4주)

□ GOCI-II 산출자료 검증을 위한 주요 측정항목

- AOPs: Ed(0+)(RAMSES, Profiler-II), Lsky, LwT, Rrs (RAMSES), Ed(0-), Lu

(Profiler-II)

- IOPs: ap, ass, aph, adom (해수 여과), bb (Hydroscat-6)

- PSD (LISST-200X), Turbidity (OBS-3, Triplet, TriLux), Fluorescence (Triplet,

TriLux)

- CHL, TSM (해수 여과), Turbidity (휴대용 탁도계)

- 수온, 염분 (SBE-19plus, 장목1호의 CTD)

No 산출물
GOCI-II
산출자료(A)

현장관측 결과
관측장비 현장관측 자료(B) 비고 결과도출

1 원격반사도
원격반사도
(Rrs)

RAMSES
Ed, Lsky, LwT

이용
Rrs 산출

장비 관측값 11월 2주

2 총 흡광계수
흡광계수
(ap)

해수여과
시스템

스펙트로포토미터
분석 ap 산출

실험실 분석값 11월 4주

3 총 역산란계수
역산란계수
(bb)

Hydroscat-
6

Hydrosoft 이용
bb 산출

장비 관측값 11월 2주4
하향확산
감쇄계수

하향확산감쇄
계수(Kd)

Profiler-II
Prosoft 이용
Kd 산출

5 세키깊이 세키깊이 세키디스크 세키깊이 산출

6 엽록소농도
엽록소 농도
(CHL)

해수여과
시스템

스펙트로포토미터
분석 CHL 산출

실험실 분석값 11월 4주7
용존유기물
흡광

유색용존유기물
흡광(adom)

스펙트로포토미터
분석 adom 산출

8
총부유물질
농도

부유물질
농도(TSM)

미세저울
분석 TSM 산출

9
부유조류
(녹조지수)

부유조류
탐지자료

- -
현상 발생시
확인 가능

-

※ 정확도는 GOCI-II 산출물(A)과 현장관측 자료(B) 상대 오차율로 검증: 정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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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추진 실적

- 대상기간 : ‘20.10.04~‘20.10.31

- 주요 수행 내용

: 선박 해양조사를 통한 현장자료 획득

: ‘20.10.12일 ~ 13일 부산 근해 현장자료 획득

<2020년 장목1호 승선 부산 근해 현장조사>
(목적) GOCI-II & GOCI 검보정용 매칭 현장자료 수집, 부산 근해의 검보정용 현장정점 확보
- 승선기간: 2020년 10월 11일 ~ 10월 14일 (3박4일)
* 기존 7일 관측예정이었으나, 태풍 찬홈(CHAN-HOM) 및 해양기상 악화로 기간 변경/단축됨

- 조사선박: 장목1호
- 승/하선 장소: 장목(남해연구소), 일부 단기 승선자는 부산항
- 조사해역: 부산 근해
- 가용장비: RAMSES, IOPs package system (Hydroscat-6, LISST-200X, SBE-19plus, Triplet,

TriLux, OBS-3), 휴대용 탁도계, 해수여과시스템, Profiler-II
- 주요측정항목
+ AOPs: Ed(0+)(RAMSES, Profiler-II), Lsky, LwT, Rrs (RAMSES), Ed(0-), Lu (Profiler-II)
+ IOPs: ap, ass, aph, adom (해수 여과), bb (Hydroscat-6)
+ PSD (LISST-200X), Turbidity (OBS-3, Triplet, TriLux), Fluorescence (Triplet, TriLux)
+ CHL, TSM (해수 여과), Turbidity (휴대용 탁도계)
+ 수온, 염분 (SBE-19plus, 장목1호의 CTD)

- 주의사항
+ GOCI-II와의 매칭이 가능한 기상 및 해상조건일 때 현장조사 수행 예정
+ 기상조건: 흐리거나 우천이면 매칭 불가
+ 해상조건: 풍랑주의보 발효이면 출항 불가
+ 관측장비 선적 및 하역은 장목(남해연구소)에서 수행
+ 승선기간 모든 승선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하기의 관측정점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 현장관측 정점도 및 조사항로

- 현장관측 정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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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자료 분석

번호 관측일자 시간(UTC) 정점명 위도(N) 경도(E) 대기상태 측정항목
1 2020.10.12 01:39 Test 34o 59.965’ 129o 0.023’ 맑음 20% all
2 2020.10.12 05:15 Test01 35o 0.002’ 129o 0.045’ 맑음10% all
3 2020.10.12 06:29 BS01 34o 54.985’ 129o 10.001’ 맑음 0% all
*4 2020.10.12 07:32 BS06 35o 0.000’ 129o 10.018’ 맑음 0% all

5 2020.10.13 01:12 BS01-1 34o 55.028’ 129o 10.042’
구름조금
35%

all

6 2020.10.13 02:50 BS02-1 35o 0.000’ 129o 19.973’ 맑음 10% all
7 2020.10.13 04:30 BS03-1 35o 4.978’ 129o 29.951’ 맑음 0% all
*8 2020.10.13 05:57 BS07-1 35o 5.214’ 129o 20.020’ 맑음 5% all

9 2020.10.13 07:22 BS05-1 35o 5.014’ 129o 10.015’
구름조금
45%

all

* 기존 계획에서 추가한 정점

<현장시료 분석>
(목적) 총 흡광계수, 엽록소 농도, 용존유기물 흡광, 총부유물질 농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해수 채수 및 여과를 통해 획득한 현장시료들을 실험실에서 시약 및 분석장비와 측정값들의
후처리를 통한 현장시료 분석
- 수행기간: 2020년 10월 15일 ~
- 사용장비: 스펙트로포토미터, 초순수 증류수 제조 시스템, 건조기, 미세저울
- 산출정보: 총 흡광계수, 엽록소 농도, 용존유기물 흡광, 총부유물질 농도

<현장관측자료 분석>
(목적) 원격반사도, 총 역산란계수, 하향확산 감쇠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운용된
관측장비들의 측정값들을 후처리를 통한 현장관측자료 분석
- 수행기간: 2020년 10월 21일 ~
- 관측장비: RAMSES, Hydroscat-6, Profiler-II
- 산출정보: 원격반사도, 총 역산란계수, 하향확산 감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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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월 추진 실적

- 목적: ‘20.12월 과제 종료 전 GOCI-II 자료검증 결과 확보

- 추진방안 : 연구업무 내용 정기보고(10월,11월) 및 검토회의(12월) 개최

- 2019~2020년 검증대상 산출물 항목(9종)

: 원격반사도, 총 흡광계수, 총 역산란계수, 하향확산 감쇄계수, 세키깊이, 엽록소농도,

용존유기물 흡광, 총부유물질 농도, 부유조류(녹조지수)

- 대상기간 : ‘20.11. 1 ∼ ‘20. 11. 30

- 주요 수행 결과

: GOCI-II 위성자료 분석/처리

* 현장관측 시기에 맞는 위성자료(2020.10.12~13일 영상) 대상

* 대기보정 및 대리교정 처리

현장관측일시 L1B filename
L2 생성 및
위성자료 분석

매치업 자료 추출 및
비교 분석

2020.10.12 10:39
GK2_GOCI2_L1B_20201012_011

530_LA_S007,nc

- 대리교정 처리
(진행 중)

12월 1~2주 수행 예정

2020.10.12 14:15
GK2_GOCI2_L1B_20201012_051

530_LA_S007,nc

2020.10.12 15:29
GK2_GOCI2_L1B_20201012_061

530_LA_S007,nc

2020.10.12 16:32
GK2_GOCI2_L1B_20201012_071

530_LA_S007,nc

2020.10.13 10:12
GK2_GOCI2_L1B_20201013_011

530_LA_S007,nc

2020.10.13 11:50
GK2_GOCI2_L1B_20201013_012

530_LA_S007,nc

2020.10.13 13:30
GK2_GOCI2_L1B_20201013_041

530_LA_S007,nc

2020.10.13 14:57
GK2_GOCI2_L1B_20201013_061

530_LA_S007,nc

2020.10.13 16:22
GK2_GOCI2_L1B_20201013_071

530_LA_S007,nc

- 현장관측결과 도출

No 산출물
현장관측 결과

관측장비 현장관측 자료(B) 비고 결과(예시)

1 원격반사도 RAMSES
Ed, Lsky, LwT

이용
Rrs 산출

장비 관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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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산출물
현장관측 결과

관측장비 현장관측 자료(B) 비고 결과(예시)

2 총 흡광계수
해수여과
시스템

스펙트로포토미터
분석 ap 산출

실험실 분석값

3 총 역산란계수
Hydroscat-

6
Hydrosoft 이용
bb 산출

장비 관측값

4
하향확산
감쇄계수

Profiler-II
Prosoft 이용
Kd 산출

5 세키깊이 세키디스크 세키깊이 산출

6 엽록소농도

해수여과
시스템

스펙트로포토미터
분석 CHL 산출

실험실 분석값7
용존유기물
흡광

스펙트로포토미터
분석 adom 산출

8
총부유물질
농도

미세저울
분석 TSM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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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추진계획

- 대상기간 : ‘20.12. 1 ∼ ‘20. 12. 31

- 주요 수행 계획

: GOCI-II 위성자료 분석/처리(계속)

: GOCI-II와 실측검증자료 매치업 분석자료 정리

: GOCI-II Level 2 핵심수질변수 정확도 검토회의 개최(‘20.12말, 예정)

□ 이슈사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본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11/30)에 따른 방역조치(12/1)

: 전직원 코로나19 전수검사 및 재택근무 강화(11/30~12/4)

: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출장 전면 금지

- 검토회의 방법/일정 협의 필요

No 산출물
현장관측 결과

관측장비 현장관측 자료(B) 비고 결과(예시)

9
부유조류
(녹조지수)

- -
현상 발생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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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월 추진 실적

□ 12월 수행업무

- 위성자료분석 및 매치업 기반 위성자료 정확도(‘19-’20, 9종) 분석

* 부유조류는 현상 미발생으로 미분석

- ‘18년 정확도 미달성 산출물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 재검증

- 보고서 작성 및 정확도검증 평가회의 개최

□ GOCI-II 자료 정확도검증 평가회의

- 일시 : 2020년 12월 30일 14:00~16:00

- 방식 : 온나라 화상회의

- 참석자: 주관연구기관, 전문가, KIMST,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위성센터

- 회의내용

: GOCI-II 산출물 알고리즘 검증 결과 발표

*‘18년 재검증, ’19~‘20년 GOCI-II 검증

□ GOCI-II Level-2 알고리즘 정확도 재검증 계획 및 결과(‘18, 6종)

- 대상 알고리즘 (6종)

: 표층해류흐름, 엽록소농도, 총부유물질농도, 용존유기물, 해양일차생산력, 에어로졸 타

입

※ GOCI-II Level 2 26종 중 20종은 ‘18년도 모의자료 기반으로 정확도 달성 확인됨

- 검증 수행기간 : 2020.09. ~ 12.

- 검증 방법 : 추가 자료 수집 및 분석, 품질제어(QC) 등

- 검증 자료 : GOCI, GOCI-II, 현장자료 등

□ GOCI-II 자료 재검증 결과 요약(‘18,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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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산출물명 검증 방법 검증 결과 정확도 목표치
달성
여부

1 표층해류흐름
QC를 이용한 오류
제거를 통한 성능개선

- Speed RMSE : 0.148 m/s (달성)
- Speed Bias : -0.013 m/s

현장자료 및 타
위성자료(RMSE:

0.15)
달성

2 엽록소농도 추가 자료수집 및 분석

- 1형수 APD : 26.5,
정확도(100-APD) : 73.5
- 2형수 APD : 30.4,
정확도(100-APD) : 69.6

현장자료 이용
(1형수 70%,
2형수 60%)

달성

3
총부유물질농

도
추가 자료수집 및 분석

- APD : 29.8, 정확도(100-APD) :
70.2

현장자료 (70%) 달성

4 용존유기물 추가 자료수집 및 분석
- APD : 38.8, 정확도(100-APD) :

61.2
현장자료 (60%) 달성

5
해양일차생산

력
Pbopt알고리즘
개선/검토

-기존 알고리즘(VPGM) 정확도 :
51.7%

-현 알고리즘(UB) 정확도 : 96.1%
정확도 44.4% 향상

현장자료
(알고리즘

 정밀도 향상 >
20%)

달성

6
에어로졸
타입

GOCI와 AERONET
현장자료 비교

정확도 83.33%
타

위성자료(7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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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CI-II 위성자료 정확도(‘19-’20, 9종) 분석 결과

번호 산출물 입력자료
출력자료(
A)

참값(검증
자료)(B)

검증방법
정확도
목표치

결과

1
원격반사
도

GOCI-II
LTOA
자료

GOCI-II
산출

원격반사
도 (Rrs)

현장측정
원격반사
도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1형수 90%,
2형수 85%

1형수 MODIS 비교 결과:
오차율 :9.4%, 정확도:

90.6%
2형수 현장관측 비교

결과:
오차율 :13.2%, 정확도:

86.8%

2
총

흡광계수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흡광계수

현장측정
흡광계수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TBD% =>
443nm
밴드의
정확도
결과 산출

오차율 6%, 정확도 94%

3
총

역산란계
수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정
역산란계
수

현장측정
역산란계
수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TBD% =>
555nm
밴드의
정확도
결과 산출

오차율 16.9%, 정확도
83.1%

4
하향확산
감쇄계수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하향확산
감쇄계수

현장측정
하향확산
감쇄계수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65%
(490nm
밴드 기준)

오차율 33.9%, 정확도
66.1%

5 세키깊이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세키깊이

현장 측정
세키깊이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60%

오차율 37.2%, 정확도
62.8%

6
엽록소농
도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엽록소
농도

현장 측정
엽록소
농도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1형수 70%,
2형수 60%

1형수 MODIS 비교 결과:
오차율: 20.0%, 정확도:

80.0%
2형수 현장관측 비교

결과:
오차율: 27.7%, 정확도:

72.3%

7
용존유기
물 흡광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유색용존
유기물
흡광

현장측정
유색용존
유기물
흡광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60%

오차율 20.5%, 정확도
79.5%

8
총부유물
질 농도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부유물질
농도

현장측정
부유물질
농도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70%

오차율 29.9%, 정확도:
70.1%

9
부유조류
(녹조지수

)

GOCI-II
LTOA
자료

GOCI-II
산출

부유조류
탐지자료

Landsat등
의

고해상도
위성자료

타고해상도
위성면적상관도

TBD% =>
위성면적상
관도 결과
산출

-
(※2021년 현상 발생시

분석)

※ 정확도는 GOCI-II 산출물(A)과 현장관측 자료(B) 상대 오차율로 검증: 정확도 =  ×

* 현장자료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타위성자료 기준으로 비교 검증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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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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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형수 MODIS 매치업 분석
- 1형수 매치업은 타위성자료(MODIS*)와 비교
* NASA 해색위성(Seawifs, MODIS 등)은 맑은 해역에 대해서 5% 이내의 오차율을 보임 

(Hooker & McClain, 2000)
MODIS는 1형수에 대해서 정확도가 검증되어 있어 GOCI-II 검증자료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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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GOCI-II Level 2 정확도 검증 방법 및 결과(‘2018~2020)

번호 산출물 입력자료 출력자료(A) 참값(검증자료)(B) 검증방법 정확도 목표치 정확도 결과
달성
여부

1
대기분자산란
보정반사도

복사전달
모의자료
(TOOL명)
Ltoa

대기분자산란
보정반사도
(Rho_c)

복사전달 모의자료
(다른 TOOL)

의 대기분자산란보정반사도
(Rho_c)

모의자료 간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모의자료 기반
(98%)

PCOART-SA 복사전달코드
모의자료와 비교, 99.57%
이상

달성

2☆ 원격반사도
GOCI-II
LTOA 자료

GOCI-II 산출
원격반사도 (Rrs)

현장측정 원격반사도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1형수 90%,
2형수 85%

1형수 MODIS 비교 결과:
오차율 :9.4%, 정확도: 90.6%
2형수 현장관측 비교 결과:
오차율 :13.2%, 정확도:

86.8%

달성

3☆ 총 흡광계수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흡광계수 현장측정 흡광계수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TBD% =>
443nm 밴드의
정확도 결과 산출

오차율 6%, 정확도 94% 달성

4☆
총

후방산란계수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정
역산란계수

현장측정 역산란계수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TBD% =>
555nm 밴드의
정확도 결과 산출

오차율 16.9%, 정확도 83.1% 달성

5☆
하향확산
감쇠계수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하향확산감쇄계수

현장측정 하향확산감쇄계수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65%
(490nm 밴드
기준)

오차율 33.9%, 정확도 66.1% 달성

6☆
세키 디스크
깊이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세키깊이 현장 측정 세키깊이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60% 오차율 37.2%, 정확도 62.8% 달성

7☆ 엽록소농도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엽록소
농도

현장 측정 엽록소 농도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1형수 70%,
2형수 60%

1형수 MODIS 비교 결과:
오차율: 20.0%, 정확도:

80.0%
2형수 현장관측 비교 결과:
오차율: 27.7%, 정확도:

72.3%

달성

8☆
용존유기물
흡광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유색용존유기물 흡광

현장측정 유색용존유기물
흡광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60% 오차율 20.5%, 정확도 79.5% 달성

표 3.2.60. 26종 산출물 검증 방법 및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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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부유물질
농도

GOCI-II Rrs
자료

GOCI-II 산출 부유물질
농도

현장측정 부유물질 농도
현장자료 기준 GOCI-II
상대오차율 분석

70%
오차율 29.9%, 정확도:

70.1%
달성

10
부유조류
(녹조지수)

GOCI-II
LTOA 자료

GOCI-II 산출 부유조류
탐지자료

Landsat등의 고해상도
위성자료

타고해상도 위성면적상관도
TBD% =>

위성면적상관도
결과 산출

-
(※2021년 현상 발생시

분석)
달성

11 해양일차생산력
MODIS
원격반사도,
해수온, PAR

알고리즘 산출
일차생산량

현장측정 일차생산량
현장자료 기준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현장자료
(알고리즘

 정밀도 향상 >
20%)

-기존 알고리즘(VPGM)
정확도 : 51.7%
-현 알고리즘(UB) 정확도 :
96.1%
정확도 44.4% 향상

달성

12 해양전선 GOCI chl 해양전선
MODIS 클로로필-a 기반

해양전선
타 위성/모델 자료와 비교
(RMSE)

RMSE 0.5 0.4076 달성

13 표층해류흐름 GOCI chl 해류벡터 표층 뜰개

- 현장관측/타 위성자료 결과와
비교 RMSE
- QC를 이용한 오류 제거를
통한 성능개선

현장자료 및 타
위성자료(RMSE:

0.15)

- Speed RMSE : 0.148 m/s
(달성)
- Speed Bias : -0.013 m/s

달성

14 저염분수 판별 GOCI Lw 염분(SSS) HYCOM SSS
타 위성/모델 자료와 비교
상관계수(R), RMSE

타
위성자료(HYCO
M SSS와
상관관계 0.7
이상)

상관관계 0.88, RMSE 0.85
psu

달성

15 해빙 GOCI 해빙 MODIS 해빙
타 위성자료와 비교
POD (Probability Of Detection)
POD = Hit / (Hit + Miss)

POD 0.7 이상 POD 0.843 달성

16 적조지수 GOCI 적조 현장 적조 cell 개체수

현장자료와의 상관도(AUC)
AUC (Area Under the ROC*
Curve)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현장 적조 cell
개체수와 상관도
0.8 이상

AUC 97.3% 달성

17 어장지수

MODIS
SST/PAR/kd(

490)
GOCI chl

어장지수 어획량 현장자료와의 상관도(r)
어획량(주요 어종
0.7 이상)

상관관계 0.7096 달성

18 해무 GOCI, 해무 유무 해안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시정 현장관측 결과와 비교 탐지정확도(HR Hit rate 0.95, False alarm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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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개발 당시 참값(기본자료)에 대한 정확도를 산출 알고리즘 자체의 정확도로 볼 수 있음.(이론적인 모델 – 모델의 정확도, 경험적인 모델 – 경험적 현장자료와의 검증)
- 자료(산출물)의 정확도는 검보정 단계에서 도출됨.
- 2018년의 정확도는 자료 산출 알고리즘의 정확도에 해당하며, 2020년에 현장자료를 통한 검보정 자료는 산출물 정확도에 해당함.

히마와리8
판단되는 8개의 기상청
지상관측소 시정 자료

Hit rate = #Hit/(#Hit +#Miss)
False alarm rate = #FA/
(#FA+#CR)

>0.8) rate 0.21

19 황사 - - - -
타

위성자료(정성적
비교)

- -

20 에어로졸 타입 GOCI LTOA
알고리즘 산출

에어로졸 타입 (Lee et
al., 2010 기준)

현장측정 에어로졸 타입
(Lee et al., 2010 기준)

타
위성자료(75%)

정확도 83.33% 달성

21
에어로졸
광학두께

GOCI LTOA
알고리즘 산출

에어로졸 광두께 (555
nm 기준)

현장측정 에어로졸광학두께

현장자료 기반 상대오차율 분석

정확도 = 100-오차율
오차율 = (|A-B|/A) x 100

타
위성자료(75%)

GOCI와 AERONET-OC의
비교 정확도 50%
(MODIS의 AOD 정확도
60% 대비
75%는정확도 50%를 의미)

달성

22 육상지표반사도 GOCI 육상 지표반사도 MODIS 지표반사도 타 위성자료와 비교
타

위성자료(72%)
약 92% 달성

23
육상

BRDF/Albedo
GOCI

- (중간)BRDF
parameters 및 정규화

반사도
- (최종) 광대역 알베도

MODIS albedo 타 위성자료와 비교(RMSE)
타

위성자료(Albedo)
RMSE <0.05

RMSE : 알베도(0.035) 달성

24 정규식생지수

GOCI
(BRDF

모델링을 통한
정규화
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NDVI MODIS NDVI 타 위성자료와 비교(RMSE) RMSE <0.17 RMSE : NDVI(0.109) 달성

25 향상식생지수

GOCI
(BRDF

모델링을 통한
정규화
반사도)

알고리즘 산출 EVI MODIS EVI 타 위성자료와 비교(RMSE) RMSE <0.17 RMSE : EVI(0.085) 달성

26 토지피복 GOCI NDVI Land Cover GlobeLand30 분류값
Reference Dataset과
비교(오차행렬)

정확도 70% 72.80% 달성

☆ : 2020년 12월 현장관측자료를 이용한 초기 검증결과임.
* GOCI-II 정규 운영 기간 동안 산출물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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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GOCI-II Level 2 산출물 알고리즘 정확도 계산

(2015년 과제 제안요청서(RFP)에서 발췌함)

* 알고리즘 정확도 산출방법

  - CASE-I(맑은 해수): 1번 밴드(412nm) 기준

  - CASE-II(탁한 해수): 4번 밴드(555nm) 기준

  - 오차율(%): 절대 오차 평균

  - 정확도(%) = 100% - 오차율(%)

    (정확도 ≤ 0 이면 정확도는 0 으로 표기)

  - 알고리즘 정확도(총괄평균) = (CASE-I Rrs 정확도 x 0.2) + (CASE-II Rrs 정확도 x 0.2)

   + (CASE-I CHL 정확도 x 0.1) + (CASE-II CHL 정확도 x 0.1)

   + (TSS 정확도 x 0.2) + (CDOM 정확도 x 0.2)

- 상기 알고리즘 정확도 산출방법(과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계산식)에 따라 GOCI-II

Level 2 산출물 정확도를 계산함.

- 알고리즘 정확도(총괄평균) = 80.63%으로 과제 요구사항인 70%를 초과 달성함.

산출물 정확도(A) 가중치(B) C = A*B
Rrs case 1 90.6 0.2 18.12
Rrs case 2 86.8 0.2 17.36
chl case 1 80 0.1 8
chl case 2 72.3 0.1 7.23
tss 70.1 0.2 14.02
cdom 79.5 0.2 15.9

총괄평균 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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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종산출물 (ATBD)

GOCI-II 산출물의 ATBD는 confluence에서 작성되었으며 이 페이지는 추후 공개 예정이

다. 작성된 원본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No. 산출물 ATBD 파일명

1 정규수출광량(원격반사도) 01,02.AC.docx

2 대기산란보정반사도 01,02.AC.docx

3 하향확산감쇠계수 03.Diffuse Attenuation Coefficient.docx

4 수중가시거리(세키깊이) 04.Secchi Disk Depth.docx

5 해류벡터(표층해류흐름) 05.Sea Surface Current.docx

6 흡광계수 06,07.Inherent Optical Properties.docx

7 역산란계수(후방산란계수) 06,07.Inherent Optical Properties.docx

8 해양전선 08.Chlorophyll(-a) Front.docx

9 저염분수 09.Low Sea Surface Salinity.docx

10 해빙 10.Sea Ice.docx

11 엽록소농도 11.Chlorophyll-a Concentration.docx

12 적조지수 12.Red Tide Index.docx

13 어장지수(어장환경지수) 13.Fishing Ground Information.docx

14 해양일차생산력 14.Primary_Production.docx

15 부유조류(녹조) 15.Floating Algae.docx

16 용존유기물
16.absorption of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docx

17 총부유물질농도 17.Total Suspended Material.docx

18 해무 18.Marine_Fog.docx

19 황사 19,20,21.Aerosol Retrieval.docx

20 에어로졸타입 19,20,21.Aerosol Retrieval.docx

21 에어로졸 광학두께 19,20,21.Aerosol Retrieval.docx

22 정규식생지수(NDVI)
22,23,25.Albedo_Fixed Viewing BRDF Adjusted
Reflectance_NDVI_EVI.docx23

향상된식생지수(EVI)
(개량식생지수)

24 육상지표반사도 24.Land Surface Reflectance.docx

25 육상 알베도
22,23,25.Albedo_Fixed Viewing BRDF Adjusted
Reflectance_NDVI_EVI.docx

26 토지피복도 26.Land Cover.docx

표 3.2.63. GOCI-II 산출물 ATBD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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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9. ATBD 목차 화면(Co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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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0. ATBD 내용 예시(Co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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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종산출물 (소스코드)

GOCI-II L2 알고리즘 목록은 아래와 같다(그림 3.2.221).

번호 산출물명 알고리즘명
1 대기분자산란 보정반사도 AC
2 원격반사도 AC
3 하향확산 감쇠계수 Kd
4 총 흡광게수 IOP
5 총 후방산란계수 IOP
6 세키 디스크 깊이 Zsd
7 총 부유물질 농도 TSS
8 용존유기물 흡광 CDOM
9 엽록소농도 Chl
10 에어로졸(에어로졸 광학두께) AOD
11 에어로졸(에어로졸 타입) AOD
12 에어로졸(황사) AOD
13 적조지수 RI
14 해무 MF
15 부유조류(녹조) FA
16 저염분수 판별 LSSS
17 어장환경지수 FGI
18 표층해류흐름 SSC
19 해양 일차생산력 PP
20 해양전선 CF
21 해빙 SI
22 육상지표반사도 SRL
23 육상알베도 LSAB, LSAN
24 육상식생지수 VI
25 향상식생지수 VI
26 토지피복 LCC

표 3.2.64. GOCI-II L2 알고리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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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1. 소스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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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상국 하드웨어 구축
1. GOCI-II 지상시스템 하드웨어 인프라 구성

그림 3.3.1. GOCI-II 지상시스템 HW 인프라의 구성.

가. HW 상세설계 및 성능 시험 결과 (‘17~’18)

(1) Lustre와 GPFS 파일시스템 성능 시험∙분석을 통해 최적 파일시스템 도출(‘17)

- I/O(Read/Write), Metadata(File-Creation/Stat) 성능 시험(IOR, MDTEST 벤치마크)

- 시험케이스는 각각 약 1800회(80시간) 수행

(2) 고속자료접근을 위한 주저장소와 아카이빙을 위한 영구저장소 구축 완료(‘18)

- 주저장소/영구저장소 각각 약 2PB의 Lustre 병렬분산파일시스템 구축

그림 3.3.2. 병렬분산파일시스템 성능 시험 결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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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Lustre 병렬분산파일시스템 구축 시험결과(‘18).

나. 전처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1) 자료보정서브시스템(DCS)

GOCI-Ⅱ 지상시스템의 상세설계 및 항공우주연구원 전처리시스템 개발에 따른 SW구축/

시험을 수행하고 자료보정 서브시스템(DCS)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를 설치하였다.

- 시스템 요구 사항: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전원 이중화 구성, DPS/INR 저장공간은 스

토리지에서 각 용량에 맞춰 할당

대상 범위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치 내역과 정보는 아래 표 및 그림들과 같다.

서브시스템 구성요소 세부 구성요소 및 하드웨어 대수

자료보정
서브시스템

전처리 시스템
(DPS, 항우연)

자료처리 서버 6대
워크스테이션 2대

전처리 기하보정 시스템
(INR, 항우연)

기하보정 자료처리 서버 4대
(고성능 CPU 서버 2대 + GPU 서버 2대)

자료배포서버 자료배포 지원을 위한 서버 2대

전처리시스템 전용 저장소
100TB 이상 위성자료 저장 공간 제공
(서버 필요량만큼 할당하여 활용)

표 3.3.1.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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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네트워크 구성도.

품명 및 규격
수량
(Set)

모델명

전처리 시스템
자료처리/영상 서버

6
 HPE SY480 Gen10 X3.2GHz * 2P/16Core, 192GB   

 Memory, 960GB * 2EA, 10G 2P NIC, Redhat Linux

워크스테이션 2
  HP Z4 W-2123 3.6GHz * 1P/4Core, 64GB Memory,

  256GB * 2EA SSD, 1TB * 1EA, 10G 2P NIC

전처리 기하보정시스템
고성능 CPU 서버

2
 HPE SY 480 Gen10 X3.0GHz * 2P/36Core, 256GB  

 Memory, 960GB * 2EA, 10G 2P NIC, Redhat Linux

전처리 기하보정시스템
GPU 서버

2
 HPE SY480 Gen10 X3.2GHz * 2P/16Core, 256GB  

 Memory, 480GB * 2EA, 10G 2P NIC, Tesla M6,
 Win Svr Std

배포 서버 2
 HPE SY 480 Gen10 X2.6GHz * 1P/12Core, 64GB  

 Memory, 480GB * 2EA, 10G 2P NIC

블레이드서버 프레임 2
 HPE Synergy 12000 Configure-to-order Frame with 1x  

 Frame Link Module 10x Fans

전처리 시스템 전용
스토리지 인클로저

2
 HPE Synergy D3940 12Gb SAS CTO Drive Enclosure  

 with 40 SFF (2.5in) Drive Bays

위성자료 저장 스토리지
HDD 등

2
 HPE Synergy D3940 12Gb SAS CTO Drive Enclosure  

 with 40 SFF (2.5in) Drive Bays

서버랙 및 KVM 1 HPE 42U RACK &KVM

네트워크 모듈
1  HPE 12900 12p 40GbE QSFP+ FX Module
4  HPE X140 40G QSFP+ MPO SR4 Transceiver

표 3.3.2. 하드웨어 설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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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Rack 실장도.

그림 3.3.6.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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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 Module Type
Source
Port

Destination Port

Bay 3 1/10GbE SFP+ FE 10G LC

13 Frame1-Bay3-Q1
14 Frame1-Bay6-Q1
15 Frame1-Bay3-Q2
16 Frame1-Bay6-Q2
17 Frame1-Bay3-Q3
18 Frame1-Bay6-Q3
19 Frame1-Bay3-Q4
20 Frame1-Bay6-Q4
21 전처리시스템 클라이언트1-P1
22 전처리시스템 클라이언트1-P2
25 Frame2-Bay3-Q1
26 Frame2-Bay6-Q1
27 Frame2-Bay3-Q2
28 Frame2-Bay6-Q2
29 Frame2-Bay3-Q3
30 Frame2-Bay6-Q3
31 Frame2-Bay3-Q4
32 Frame2-Bay6-Q4
33 전처리시스템 클라이언트2-P1
34 전처리시스템 클라이언트2-P2

Bay 5 1/10GBASE-T FX Module 10G UTP 3 Frame1-MGMT1
4 Frame2-MGMT1

Bay 6
 HPE 12900 12p 40GbE
QSFP+ FX Module

40G DAC

1 Frame1-Bay3-Q6
2 Frame1-Bay6-Q6
3 Frame2-Bay3-Q6
4 Frame2-Bay6-Q6

표 3.3.3. 모듈 정보

용도 위치 Model S/N CPU Momory
Disk
Internal
(OS)

External
(DATA)

배포서버

Frame1

2 HPE SY480 G10 SGH929YS5P
Intel Xeon-Gold 6126
(2.6GHz/12-core) x 2EA

64GB
 (32GB x
2EA)

480GBx2ea
(Raid 1)

2.4TBx4ea
(Raid1 + 0)

자료처리서버 7 HPE SY480 G10 SGH930S86C
Intel Xeon-Gold 6134
(3.2GHz/8-core) x 2EA

192GB
 (32GB x
6EA)

960GBx2ea
(Raid 1)

2.4TBx8ea
 (Raid5 +
Spare1)

자료처리서버 8 HPE SY480 G10 SGH930S86K
Intel Xeon-Gold 6134

 (3.2GHz/8-core) x 2EA

192GB
 (32GB x
6EA)

960GBx2ea
(Raid 1)

2.4TBx8ea
(Raid5 +
Spare1)

자료영상서버 9 HPE SY480 G10 SGH930S86F
Intel Xeon-Gold 6134

 (3.2GHz/8-core) x 2EA

192GB
(32GB x
6EA)

960GBx2ea
(Raid 1)

2.4TBx40ea
(Raid6 +
Spare1)

전처리
기하보정
CPU 서버

10 HPE SY480 G10 SGH930S864
 Intel Xeon-Gold 6154

 (3.0GHz/18-core) x 2EA

256GB
 (32GB x
8EA)

960GBx2ea
(Raid 1)

2.4TBx8ea
(Raid5 +
Spare1)

전처리
기하보정
GPU 서버

11

HPE SY480 G10 SGH930S85Y
Xeon-Gold 6134

(3.2GHz/8-core)  x 2EA

256GB
(32GB x
8EA)

480GBx2ea
(Raid 1)

2.4TBx4ea
(Raid1 + 0)12

배포서버 Frame1
2

2 HPE SY480 G10SGH929YS5Q
Intel Xeon-Gold 6126

 (2.6GHz/12-core) x 2EA

64GB
 (32GB x
2EA)

480GBx2ea
(Raid 1)

2.4TBx4ea
(Raid1 + 0)

자료처리서버 7 HPE SY480 G10 SGH930S867 Intel Xeon-Gold 6134 192GB 960GBx2ea 2.4TBx8ea

표 3.3.4. 서버/워크스테이션 HW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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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GHz/8-core) x 2EA
(32GB x
6EA)

(Raid 1)
 (Raid5 +
Spare1)

자료처리서버 8 HPE SY480 G10 SGH930S869
Intel Xeon-Gold 6134

 (3.2GHz/8-core) x 2EA

192GB
(32GB x
6EA)

960GBx2ea
(Raid 1)

2.4TBx8ea
(Raid5 +
Spare1)

자료영상서버 9 HPE SY480 G10 SGH930S86H
Intel Xeon-Gold 6134

 (3.2GHz/8-core) x 2EA

192GB
(32GB x
6EA)

960GBx2ea
(Raid 1)

2.4TBx40ea
 (Raid6 +
Spare1)

전처리
기하보정
CPU 서버

10 HPE SY480 G10 SGH930S862
 Intel Xeon-Gold 6154

 (3.0GHz/18-core) x 2EA

256GB
32GB x
8EA)

960GBx2ea
(Raid 1)

2.4TBx8ea
 (Raid5 +
Spare1)

전처리
기하보정
GPU 서버

11

HPE SY480 G10 SGH930S860
Xeon-Gold 6134

 (3.2GHz/8-core)  x 2EA

256GB
 (32GB x
8EA)

480GBx2ea
(Raid 1)

2.4TBx4ea
 (Raid1 + 0)12

클라이언트1 4311 사무실 HP Z4 4CE93316S5
Intel-Xeon W-2123
(3.6GHz/4-core) x 1EA

64GB
(16GB x
4EA)

250GBx2ea
(Raid1 +0)
SATA
1TBx1EA

-

클라이언트2 4311 사무실 HP Z4 4CE93316S6
Intel-Xeon W-2123
(3.6GHz/4-core) x 1EA

64GB
(16GB x
4EA)

250GBx2ea
(Raid1 +0)
SATA
1TBx1EA

-

모니터1-1 4311 사무실 HP E273 CNK917303F3 - - - -
모니터1-2 4311 사무실 HP E273 CNK9191N1N - - - -
모니터2-1 4311 사무실 HP E273 CNK9191N1L - - - -
모니터2-2 4311 사무실 HP E273 CNK91703F0 - - - -

용도 위치 OS
배포서버

Frame11

2 Windows ser 2016
자료처리서버 7 RHEL 7.5
자료처리서버 8 RHEL 7.5
자료영상서버 9 RHEL 7.5

전처리
기하보정
CPU 서버

10 RHEL 7.5

전처리
기하보정
GPU 서버

11

Windows ser 201612

배포서버

Frame12

2 Windows ser 2016
자료처리서버 7 RHEL 7.5
자료처리서버 8 RHEL 7.5
자료영상서버 9 RHEL 7.5

전처리
기하보정
CPU 서버

10 RHEL 7.5

전처리
기하보정
GPU 서버

11

Windows ser 201612

클라이언트1 4311 사무실 RHEL 7.5
클라이언트2 4311 사무실 RHEL 7.5

표 3.3.5. 서버/워크스테이션 SW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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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프레임의 앞면(좌)과 뒷면(우).

그림 3.3.8. Rack의 앞면(좌)과 뒷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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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Model

Rack HPE 42U 600mmx1200mm G2

Monitor HP LCD 8500 1U Console

KVM HP 0x1x8 G3 KVM Console Switch

표 3.3.6. Rack 설치 정보

- 검수 사진

그림 3.3.9. Rack / Frame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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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Rack / Frame rear.

그림 3.3.11. Frame1 / Bay3~4 / D3940 / DISK 2.4TBx32EA
/ DPS & INR & 배포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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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Frame1 / Bay5~6 / D3940 / DISK 2.4TBx40EA / DPS2-1 Storage.

그림 3.3.13. Frame2 / Bay3~4 / D3940 / DISK 2.4TBx32EA / DPS & INR & 배포 Storage.

그림 3.3.14. Frame2 / Bay5~6 / D3940 / DISK 2.4TBx40EA / DPS2-2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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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CI-II 자료보정서브시스템 영상 전처리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시험 (DPS)

(가) 사업 범위

① GOCI-II DPS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시험

: GK2B 위성 발사 전 설치, IOT 종료 후 설치

- DPS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시험 수행

② GOCI-II 지상시스템과의 통합 시험 지원

: 해과원에서 주관하는 GOCI-II 지상국 통합 시험 수행 시, GOCI-II 수신 전처리 서

브시스템인 DPS와의 연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③ GOCI-II DPS 소프트웨어 운영 교육

: DPS S/W 운영 방법 교육

그림 3.3.15. 사업 추진 체계(수행 조직).

- 사업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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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Primary GOCI-II DPS 설치.

차수 설치 일자 방식 설치 버전 참고사항

1차 설치 2019/12/16 현장 설치
GOCI2 DPS
V0.1.1-20191216

위성 발사 전 최초
설치

2차 설치 2020/03/06 원격 설치
GOCI2 DPS
V1.0.2-20200306

GOCI-II 지상시스템
통합시험(1차) 대응

업데이트

3차 설치 2020/05/07 원격 설치
GOCI2 DPS

V1.0.16-20200506

4차 설치 2020/08/06 원격 설치
GOCI2 DPS

V1.0.25-20200803

5차 설치 2020/09/08 원격 설치
GOCI2 DPS

V1.0.29-20200904
최종 업데이트

표 3.3.7. GOCI-II DPS 설치 내역

- GOCI-II DPS 설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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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수행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결과 비고

1차 시험 2019/12/17 KIOST Pass
모의기로부터 GOCI-II FM
데이터를 전송하여 시험

최종 시험 2020/09/09 KIOST Pass
HDR로부터 전송되는 실 GK2B
위성 영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시험

표 3.3.8. GOCI-II DPS 설치 시험 내역

참고사항)

GOCI-II DPS의 경우 개발 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요청으로 인해 영상 제품 생성 시 레

벨 별 실패 조건이 표 3과 같이 천리안 1호 때의 GOCI 전처리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설정

됨. 영상 처리 실패 조건의 변경은 GOCI-II 영상 제품 생성 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운영자

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영상 제품
레벨

영상 처리 실패 조건
천리안 1호 GOCI 전처리 S/W 천리안 2B호 GOCI-II DPS

Raw
각 영상 제품 레벨 별로 전체 slot에
대해 모든 영상 제품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에만 실패 처리
n Missing packet 발생 여부와 무관
n Scene을 기준으로 처리 성공
여부 결정 (일부 slot에 대한 영상
제품이라도 생성되면 성공)

RAW 수신 구간 중 1개의
Packet이라도 Missing 발생 시 실패
처리

L0/L1A

하나의 Scene을 구성하는 Slot 중
1개라도 생성 실패 시 해당 Scene을
실패 처리 (생성 실패된 Slot 외의
영상제품은 생성됨)

표 3.3.9. 천리안 1호 및 천리안 2B호 영상 전처리 S/W 영상 제품 생성 실패 조건

다만, 이로 인해 영상 수신 상태에 따라 GOCI-II 영상 처리 성공률이 천리안 1호 대비 떨

어질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장소 수행 시점 상태

착수보고 회의 착수 보고 SI 2019/11/28 완료

DPS 1차 설치
및 시험

GOCI2 DPS 발사 전 설치
(1차 설치)

DPS 설치 시험
KIOST 2019/12/16~17 완료

최종 설치 시험
GOCI2 DPS 최종 업데이트

DPS 설치 시험
KIOST 2020/09/09 완료

운영자 교육
KIOST 운영자를 대상으로
GOCI2 DPS 사용법 교육

KIOST 2020/09/09 완료

검수 및 납품
산출물 검수
산출물 납품

KIOST 2020/09/23 완료

표 3.3.10. 사업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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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CI-II 자료보정서브시스템 기하보정 소프트웨어(DCS-INR) 설치 및 시험

(가) 설치 업무

① 설치절차서 (Qu19105-2503-GK2INR 설치절차서-최종)에 따른 GK2INR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 및 점검 완료

> INR IOT 2차분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설치

: 공식 버전 1.2

: 세부 버전 1.2.0

: 대상: GK2INR, INR 모니터, 촬영 별 생성기, DB 파라미터, 보조도구

② INR1-서버#2(윈도우) 재설치

> 서버#1-서버#2 간 공유 네트워크 문제 해결을 위한 재설치

> RHEL 7.3 – 네트워크 가상화 – 윈도우 서버 2016간 윈도우 버전 호환성이 의심

되어, 윈도우 서버 2019로 업그레이드

> 윈도우 버전 호환성 문제가 아닌 네트워크 설정 오류로 판명되어, 윈도우 서버

2016으로 환원

(나) 시험 업무

① 서버#1(리눅스) – 서버#2(윈도우) 간 삼바 공유 네트워크에서의 응답 지연으로 인한

INR 모니터의 표출 및 크래시 원인 확인 및 지원

> 네트워크 설정 오류로 판명

> 네트워크 설정 오류 정정 이후 해당 이슈 해소

② 접속시험 절차서 (Qu19105-2607-GK2INR 접속시험절차서-최종)에 따른 접속시험 실

시

③ 단위시험 절차서 (Qu19105-2606-GK2INR 단위시험절차서-최종)에 따른 단위시험 실

시

④ 미드텀 에이징 점검 실시 (설치/시험 후 1일 간)

(다) 사용자 교육 업무

① GK2INR 서브시스템

② INR 실행 및 재처리

③ INR 모니터 및 촬영별 생성기

④ 장애 확인 및 조치

(라) 보완 사항

① 해양과학원의 위성 수신 불안정 및 기타 원인에 기인한 네비게이션 오차 개선을 반영

한 L1B 산출물의 품질 안정화 개선 (9월 제공 계획 – 이후 지속 지원)

② UI 사용성/운용성/버그에 대한 개선 (지속 지원)

(마) 요청 사항

① INR 성능 관련 교육 요청 (메커니즘, 성능 확인/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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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운영/배포시스템(ADE/SOE/DSE) 전산장비 구축 결과

(1) 알고리즘개발환경(ADE: Algorithm Development Environment) ↔ 연구자/내부망

- GOCI-II 지상시스템의 알고리즘 개발 환경은 GOCI-II 해색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자

(연구원, 교수 등)가 개발한 해색 산출물 알고리즘을 GOCI-II 지상시스템에서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통합 시스템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을 의

미한다. GOCI-II 해색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자는 알고리즘 개발 환경을 이용하여 프로

그램 소스코드 관리 및 빌드, 입출력 자료 관리 및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3.17. 알고리즘 개발 환경 구조.

- 알고리즘 개발 환경은 크게 AdeServer와 AdeClient로 구성된다. AdeServer는

BuildServer를 이용하여 소스코드를 빌드하고, EvenBus를 통해 소스 코드 등록, 빌드,

실행, 검증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설계되었다. AdeClient는 GOCI-II 해색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자의 개발 도구로써 리눅스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GOCI-II 해색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작성 및 수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빌드, 실행,

검증 등의 자동으로 수행된다.

그림 3.3.18. 알고리즘 개발 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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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고리즘 개발 환경 기능 시험

그림 3.3.19. 알고리즘 개발 환경 기능 시험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 알고리즘 개발 환경 기능 시험을 위해 방화벽 내부 망에 임의로 AdeServer와

AdeClient가 모두 배치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3.20. 알고리즘 개발 환경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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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개발 환경 기능별로 계정 관리, 역할 및 권한 관리, 시스템 설정, 시스템 상

태 전시, 알고리즘 관리, 자료 관리, 프로젝트 관리, 소스코드 관리 등에 관하여 시험을

완료하였다.

(2) 서비스운영환경(SOE: Service Operation Environment) ↔ 운영자/내부망

- 운영/관리서버 이중화 구성(시스템 무중단 운영 확보)

- CPU/GPU 클러스터 구성(자료처리 고가용성 확보)

- 100G(데이터)/10G(제어)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 SOE 장비 1차 도입
: CPU 및 GPU 병렬처리에 최적화된 계산서버 구성

: Lustre 분산파일시스템 기반의 고속 주저장소와 영구저장소 구성

: 100G 데이터 네트워크 이중화 및 10G 제어 네트워크 구성

- SOE 하드웨어 성능 시험 및 최적화

: CPU 및 GPU 계산서버의 벤치마크 시험

: Lustre 분산스토리지 I/O 시험 및 성능 최적화

그림 3.3.21. SOE 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3.3.22. SOE 랙 구성도.



- 494 -

(3) 자료서비스환경(DSE: Data Service Environment) ↔ 사용자/외부망

- DSE 구축 1안: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가 프록시 역할 수행. 보안과 성능 유지보수성이

좋지만 구현 난이도가 높은 단점이 있다.

- DSE 구축 2안: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가 DSE의 검색 부분만 중개. 보안, 성능, 유지

보수성(User는 KOSC H/P, DSE 모두에 종속)은 1안보다 낮지만 구현이 쉬운 장점이

있어 2안으로 구축하였다.

그림 3.3.23. KOSC 홈페이지와 DSE 모식도 - 1안.

그림 3.3.24. KOSC 홈페이지와 DSE 모식도 -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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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행 세부내용

HW
기본설계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기술 조사
수행
- 지상국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HW
상세설계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상세 구성(‘16)
- 병렬분산파일시스템 성능 시험(‘17)
- 실제 성능 분석 및 설계∙구축 보완(’18)

테스트베드
구축

서버 4대
- 자료처리 기술 개발 및 알고리즘 연구
활용

ADE
전산장비
구축

서버 6대, 스토리지 4대(800TB)
- SW 개발업체 전산실 비치
- KIOST 내부 및 외부 위탁기관 연구에서
활용

DSE
전산장비
구축

서버 3대, 스토리지 4대(800TB)
- SOE 1차 인수시험 이후 DSE 활용

SOE
전산장비
구축

서버 28대, 스토리지 9대(4PB)
- CPU/GPU 클러스터 구성 완료
- Lustre 병렬파일시스템 구축 완료

DPS/INR
전산장비
구축

서버 12대, 스토리지 4대(300TB)
- 항우연 전처리시스템 전산장비 구축 완료

SOE
전산장비
확충

연산용 GPU 24대, 스토리지 2대
- 자료처리시스템 및 병렬파일시스템 성능
강화

수신시스템
인프라
구축

위성 안테나 및 관련 장비 24대

표 3.3.11. 인프라 구축 추진일정표

- GOCI-II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3.3.25. GOCI-II 하드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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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안테나 및 수신시스템

(1) 사업 수행 일정 및 요구사항

수신시스템 구축의 수행 일정은 아래 그림 3.3.26와 같으며, 안테나지지구조물, 편파, 기능

등의 요구 사항은 표 3.3.12에 나타나있다.

그림 3.3.26. 사업 수행 일정표.

분야 테스트ID 요구사항

안테나지지
구조물

TS-AF-001 King post Type으로 안테나의 방위각 구동이 원활한 구조
TS-AF-002 운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테나에 사다리 설치

TS-AF-003
포스트는 풍압에 대하여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고, 안테나의
안정된 운용을 위하여 설치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안정된
구조로 설치

편파

TS-AF-004
X-Band 주파수 대역을 좌선회원형편파(Left Hand Circular
Polarization)로 수신

TS-AF-005
L-Band 주파수 대역을 수평선형편파(Horizontal Linear
Polarization)로 수신

TS-AF-006
GOCI와 GK-2A HRIT는 L-Band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GOCI 수신우선

양각/방위
각

구동장치

TS-AF-007 앙각5°∼90°, 방위각 ±45°로 기계적 구동
TS-AF-008 운용 시 구동속도(방위각, 앙각)는 0.1°/초 이상
TS-AF-009 구동경보와 안전용 차단 스위치가 안테나 구조물 등에 설치
TS-AF-010 해양위성센터 상황실에서 안테나 원격제어가 가능
TS-AF-011 안테나 구동장치 고장 시 핸드크랭크 구동이 가능

자동 추적
장치

TS-AF-012
안테나 조정장치 고장 시 수동 운영 및 핸드크랭크에 의한
안테나 조정이 가능

TS-AF-013 각 축의 디지털 각도표시
TS-AF-014 변조된 추적 신호 강도 표시

표 3.3.12. 수신 시스템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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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F-015 각 축의 Limit 표시
TS-AF-016 각 축의 수동조작 기능
TS-AF-017 운용상태 제어 및 표시

TS-AF-018
운용 모드: 자동 추적 모드, 수동 추적 모드, 프로그램 추적
모드

안테나
기초대

TS-AF-019
안테나 하중, 풍압 등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안테나가
안정되게 동작되도록 설계

TS-AF-020 시공 시 위성센터 건축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치

TS-AF-021
안테나 설치를 위해 해양위성센터 안테나 운영동 건축 설계
및 시공 시 적극 지원

접지 시설

TS-AF-022
낙뢰로부터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침은 레이돔 상단
1개소에 설치

TS-AF-023
피뢰 접지저항은 5Ω 이내, 접지선은 충분한 용량의
피복동선 사용, 접지선 도체가 안테나 접촉되지 않아야 하고
접지선은 중간 이음이 없어야 함

TS-AF-024
낙뢰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낙뢰계수기를
접지단자함에 설치

TS-AF-025 통신용 접지는 건물 접지와 공동으로 사용

건조공기
주입장치

TS-AF-026
안테나의 피드혼에 건조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증설을 감안하여 분기 장치를 구비

TS-AF-027
출력부에는 일정한 압력을 조절, 유지할 수 있는 조정자가
부착되어야 하며, 19“ 표준랙에 장착이 가능한 모델

항공등
TS-AF-028

일몰 후 또는 짙은 안개 및 악천후의 기상조건에서
항공등이 교번 점등하여 이동 비행체에 신호를 제공

TS-AF-029
항공등은Timer 또는 광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점등과
소등

기타 시설

TS-AF-030
안테나, 전산실 간 연결은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며 RF
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

TS-AF-031
안테나 전면에 필요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CI(Corporate
Identity) 로고를 도장

TS-AF-032
안테나 및 옥외 케이블 트레이 주변에 시설 보호용
Suspension Pipe를 설치

TS-AF-033
먼지발생 최소화 조치 등 건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며 완료 후 누수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조치

전원 공사

TS-AF-034
안테나용 전용 분전반(상용 1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분전반까지 전력을 공급

TS-AF-035 위성자료 수신 시스템용 UPS전원은 발주부서에서 제공

TS-AF-036
케이블은 랙과덕트를 이용하여 포설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보호관을 이용하여 포설

TS-AF-037 케이블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TS-AF-038
모든 전원선은 내화전선 이상, 최소 규격 이상의 전원선을
사용

RF 및
Data

Cable 포설

TS-AF-039
Cable 및 Connector의 상세 수량, 특성 및 길이를 정하여
사용

TS-AF-040
케이블 포설 시 만곡부에는 곡률반경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TS-AF-041
커넥터 삽입 및 연결을 위한 케이블 절단 시 오물(쇠,
동가루 등)이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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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F-042
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특성 시험을 하여
규격에 맞는지 확인한 후 시공

TS-AF-043
M&C연동을 위한 Data Cable이 포설, 필요 시 TCP/IP를
위한 UTP Cable 포함

LNA 설치
TS-AF-044

LNA System 설치 시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

TS-AF-045
LNA System Controller는 전산실에 설치되며 19” 랙에
고정

D/C 설치
TS-AF-046 각 부분은 19” 랙에 고정되어 설치
TS-AF-047 External reference 신호를 수용 가능

기본 기능

T-MCS-001

지상국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안테나제어장치(ACU),
저잡음증폭기(LNA System), 모뎀장비(Modem),
주파수변환기(Frequency Down Converter), 시각 생성 및
분배장치(GPS Timing System) 등의 모든 설정을 정의하고
생성할 수 있는 기능(On/off line) 제공

T-MCS-002
수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계되고 구성된 아래의 모든
장비는 M&C를 통해 원격제어 및 상태 표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User Interface 정보 제공

T-MCS-003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다양한 파일 형태(예. 텍스트, 엑셀
등)로 추출(export)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폴더에 시간
단위 log파일 저장

T-MCS-004 데이터 저장 시스템은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T-MCS-005
상태 및 알람로그는 최소 1Hz 간격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 및 출력 시 시스템의 저하가 없어야 함

T-MCS-006

수신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실시간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RS232/422/485, PLC,
TCP/IP, SNMP, TELNET)를 제공하여, 원격으로 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

T-MCS-007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T-MCS-008
M&C GUI상에 별도의 Menu bar를 생성하여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설정(System setting) 및 로그북(Logbook)에 대한
조회 및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T-MCS-009
M&C 주 화면 상단에 현재 지상국 시스템의 요약정보 및
상태와 운용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함

T-MCS-010

각 개별 장비 시트(Equipment sheet)에서 구성한 각 장비에
대한 설정 탭 페이지를 만들고, 제어 파라미터에 대한
Configuration을 저장 및 로딩하여 전체 장비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T-MCS-011
시리얼장비의 경우 이더넷(Ethernet) 통신으로 변환되어
M&C와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장비(Ethernet Converter)를 제공해야 함

T-MCS-012
운용자의 데이터분석 편의성을 위해 Report file 생성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운용자가 날짜/시간 등의 기간 동안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T-MCS-013
GK-2B 위성신호의 감시는 24시간 365일 운용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에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T-MCS-014
각 장비로부터 이상신호 접수 시 예비 시스템으로의 신속한
절체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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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현황

수신시스템의 장비 목록과 구성물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T-MCS-015
운용자 별로 시스템 제어 및 접근 권한이 구분될 수 있어야
함

T-MCS-016 클라이언트의 수(계정, 라이센스)는 제한이 없어야 함

T-MCS-017
통합운영시스템 및 다양한 클라이언트 접속을 위한 API를
지원해야 하며, 다중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어야 함(예.
HTTP, TCP 프로토콜 등)

T-MCS-018 수집 방법에 대한 다양한 통신 상태 관리가 가능해야 함

T-MCS-019
여러 클라이언트의 동일한 장비 관리 및 운용상태를
제공해야 함

T-MCS-020
운영자의 편의성 및 식별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체 계통도,
상세 계통도 등으로 화면을 구성해야 함

T-MCS-021
장비의 On-line/Stand-by 상태 및 정상/고장/점검 상태를
색상 및 이미지로 구별해야 함

T-MCS-022
운용자의 잘못된 제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어명령 실행 시
알림 기능을 제공해야 함

T-MCS-023

발주처가 운영하는 타수신소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제어가 원격으로 가능하도록 사전에 고려되어야함(향후 타
수신소와 시스템 연결 예정, 원격데스크탑 등
원격제어프로그램이 아님)

스펙트럼
분석 기능

T-MCS-024
스펙트럼분석기의 동작상태 및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함

T-MCS-025 스펙트럼분석기를 연결하기 위한 설정 메뉴를 제공해야 함
T-MCS-026 스펙트럼분석기의 현재 화면을 동일하게 출력해야 함

T-MCS-027
GUI상에서의 제어패널은 스펙트럼분석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운용자에 의한 제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T-MCS-028
스펙트럼분석기의 로그를 선택하여 선택된 데이터를 쉽게
plot할 수 있도록 해야 함

T-MCS-029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개발해야 함

시간
동기화

T-MCS-030
지상국내의 모든 장비는 GPS Timing System의 네트워크
시각동기 패킷(NTP: Network Time Packet)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각동기가 이루어져야 함

T-MCS-031 검색된 로그의 표시 및 Reporting 기능을 제공해야 함

T-MCS-032
해양위성센터 내 운영장비들의 시간동기화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필요 시 각 서버에 client 설치 가능)

순번 품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1 9m 위성 안테나 General Dynamics 975-5315B 1대

2 ACU General Dynamics Model 950 1대

3 X-Band LNA System Geosync A1R-800840-50-6001889 1대

표 3.3.13. 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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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Band LNA System Geosync A1R-167171-40-6001889 1대

5 X-Band Down Converter
ZODIAC DATA
SYSTEMS

SM01034003A 2대

6 L-Band Down Converter Geosync DTR-095215 2대

7 Switchover Unit Geosync R1R-S50/S50 1대

8 Modem/BB(GOCI-I)
ZODIAC DATA
SYSTEMS

Cortex CRT-Q 2대

9 Modem/BB(GOCI-II)
ZODIAC DATA
SYSTEMS

Cortex HDR 4G 2대

10 Time &Frequency Microsemi
S650

(IGIG-B4Port,1PPS4Port)
2대

11 Switch &distribution Microsemi 9611B (10MHz 12port) 1대

12 BPF(L-Band용) Mini Circuits ZX75BP-1690+ 1대

13 BPF(X-Band용) Mini Circuits ZVBP-8250+ 1대

14 L-band 스펙트럼 분석기 Rohde &Schwarz FCE1000 1대

15 X-Band 스펙트럼 분석기 Rohde &Schwarz FSV3013 1대

16   Power Div(L-Band)   Mini-Circuit   ZA4PD-2+ 1대

17   Power Div(X-Band)   Mini-Circuit   ZA4PD-8.4+ 1대

18   Tracking Receiver   General Dynamics   Model 550 1대

19   통신랙   POS   P707 4대

20   RF 케이블1    CommScope   FSJ1-50A M

21   RF 케이블2
  Times Microwave

Systems
  LMR-300 M

22   Data Server/KVM Drawer   HP/ATEN
  HP ProLiant DL360 G5

Server        

  Basic SAS/CL6708MW

1대/1
대

23   Client Terminal/Monitor   DELL/삼성   3630T/S24F356
1대/1
대

24
  수신 신호 모니터링 및

  저장 장치(SA Terminal)
  DELL/삼성   3630T/S24F356

1대/3
대

25   Terminal Server   SystemBase   SG-1160 1대

26   switching HUB   HP
  HPE 1420 24G 2SFP+

JH018A
1대

27   Data Cable(6C Shield)   Belden Wire &Cable   84506 M

28   레이돔   Harbin Topfrp   12.5m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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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배치도: 해양위성센터에 구축되는 안테나 및 RF 시스템은 L-Band(천리안 위성의

L/HRIT 신호), X-Band(GK-2B 위성의 PD 신호)의 위성 자료를 동시에 수신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개념도 및 배치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3.27. 시스템 개념도.

Composite

29   X to L converter   GeoSync   DBR-8.25-6001978 1대

30   1:1 Redundant switch
  ZODIAC DATA
SYSTEMS

  SM01062895A 1대

31   건조공기 주입장치
  Environmental
Technology

  ADH NETCOM 1대

32   Power Div(70MHz)   Mini-Circuit   ZB4PD-52-20W+ 1대

33   Power Div(720MHz)   Mini-Circuit   ZB4CS-870-10W 1대

34   냉방기   LG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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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시스템 배치도.

(4) 안테나 구성도

RF 처리부와 위성체 간의 수신 경로를 제공한다. RF 시스템은 베이스 밴드에서 송신 신호

를 X 대역 및 Ka 대역 안테나 허브로 전달하고 X 대역 및 Ka 대역 안테나 허브에서 수신

한 신호를 베이스 밴드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림 3.3.29. 안테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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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안테나 측면도(좌) 및 투영도(우).

(5) Rack 주요 성능 및 구성도

- M&C Rack: M&C 운영을 위한 장비들로 구성되며,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RF

신호를 모니터 함

- X-Band Rack: X-Band 신호와 관련된 장비들이 설치 및 운용됨

- L-Band Rack: L-Band 신호와 관련된 장비들이 설치 및 운용됨

- 제어부 Rack: M&C 시스템과 연동하여 해양위성센터에서 운용자가 원격으로 장비를

제어/감시하기 위한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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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Rack 구성도 및 구성품.

(6) 케이블 조립체

RF 처리부 rack 내, rack 간 및 interface(T&F, M&C) 장비와의 연결 경로를 제공한다.

종류 주요성능

LMR-300
주파수 범위 : 5.8 ~ 10.0GHz
손실 : 1.2dB/M @ 1GHz
Impedance : 50 Ω

FSJ1-50A
주파수 범위 : 0.95 ∼ 18GHz
손실 : 0.38dB/M @ 8GHz
Impedance : 50 Ω

Belden
84506

최대 동작 전환 : 300Vrms
최대 권장 전류 : 1.4A per conductor @25°C
차폐 DC 저항 : 5.8 DCR @20°C (Ohm/1000ft)

표 3.3.14. 케이블 조립체 종류 및 주요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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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케이블 조립체 형상.

CAT.6A
전송속도 : 1Gbps
대역폭 : 100MHz
규격 : 1000BASE-T

장비내역 전압(V) 소모전력(W) 수량 총 소모전력(W)

안테나
및
레이돔

 안테나 구동조정기 MAIN (PDU) 380 7,457 1 7,457
안테나 실내등 220 100 1 100
안테나 콘센트 220 100 2 200
레이돔 항공등 220 160 1 160
레이돔 실내등 220 100 3 400
냉방기 220 5000 1 5000

RF

 Terminal Server 220 3 1 3
 Switching Hub 220 27 1 27

 모니터 220 27 1 27
 Data Server 220 350 1 350

 X-Band LNA Controller 220 50 1 50
 X-Band Down Converter 220 50 2 100
 X-Band Switchover Unit 24 48 1 48

 X-to L  Converter 220 40 1 40

 X-Band Spectrum Analyzer 220 180 1 180

표 3.3.15. 장비 별 소모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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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능 검증 결과

천리안 해양위성 2호 수신안테나의 X/L-Band 통합 성능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을

제시한다. 시험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단위 시험은 제조사인 위스텍, 통

합 시험은 KIOST에서 진행하였다.

구분 시험명 대상장비

단위 시험
FAT 시험 안테나, LNA, Modem/BB, D/C

장비 단위 시험
FAT 시험을 제외한 D/C, Time/Freq 장비 등 모든

구성품

통합 시험

현장 설치 후 시험 기구적/전기적 특성 시험 및 검사

소프트웨어 통합 시험 M&C 프로그램 통합 시험 ( 장비 제어 및 모니터링)

연동 시험 검증  시험

표 3.3.16. 성능 시험 구분

 X-Band Modem/BB 220 1080 2 2160
 L-Band LNA Controller 220 50 1 50
 L-Band Down Converter 220 40 2 80

 L-Band Switchover Unit 220 13 1 13

 L-Band Spectrum Analyzer 220 14 1 14
 L-Band Modem/BB 220 1080 2 2160
 Time &Frequency 220 50 2 100

 Switch &Distribution 220 20 1 20
 Tracking Receiver 220 200 1 200

 Antenna Control Unit 220 350 1 350
 건조공기 주입기 220 150 1 150

분야 요구사항 Validation 테스트ID

안테나
지지
구조물

King post Type으로 안테나의 방위각 구동이 원활한
구조

Inspection TS-AF-001

운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테나에 사다리
설치

Inspection TS-AF-002

포스트는 풍압에 대하여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고,
안테나의 안정된 운용을 위하여 설치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안정된 구조로 설치
Inspection TS-AF-003

안테나
수신
시스템

X-Band 주파수 대역을 좌선회원형편파(Left Hand
Circular Polarization)로 수신

Inspection TS-AF-004

L-Band 주파수 대역을 수평선형편파(Horizontal
Linear Polarization)로 수신

Inspection TS-AF-005

GOCI와 GK-2A HRIT는 L-Band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GOCI 수신우선

Comment TS-AF-006

앙각 5°∼90°, 방위각 ±45°로 기계적 구동 Test TS-AF-007
운용 시 구동속도(방위각, 앙각)는 0.1°/초 이상 Inspection TS-AF-008
수신패턴시험(Envelope Line, 1st Side Lobe) Inspection TS-AF-009

표 3.3.17. 시험 구분 – 통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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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nna Noise Temperature &G/T Inspection TS-AF-010
수신 이득 (System linkBudget) Test TS-AF-011

구동경보와 안전용 차단 스위치가 안테나 구조물 등에
설치

Inspection TS-AF-012

해양위성센터 상황실에서 안테나 원격제어가 가능 Inspection TS-AF-013
안테나 구동장치 고장 시 핸드크랭크 구동이 가능 Inspection TS-AF-014

ACU

안테나 조정장치 고장 시 수동 운영 및 핸드크랭크에
의한 안테나 조정이 가능

Inspection TS-AF-015

각 축의 디지털 각도표시 Inspection TS-AF-016
변조된 추적 신호 강도 표시 Inspection TS-AF-017

각 축의 Limit 표시 Inspection TS-AF-018
각 축의 수동조작 기능 Inspection TS-AF-019
운용상태 제어 및 표시 Inspection TS-AF-020

운용 모드: 자동 추적 모드, 수동 추적 모드, 프로그램
추적 모드

Inspection TS-AF-021

접지 시설
낙뢰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낙뢰계수기를

접지단자함에 설치
Inspection TS-AF-027

건조공기
주입장치

안테나의 피드혼에 건조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증설을 감안하여 분기 장치를

구비
Inspection TS-AF-029

출력부에는 일정한 압력을 조절, 유지할 수 있는
조정자가 부착되어야 하며, 19“ 표준랙에 장착이

가능한 모델
Inspection TS-AF-030

항공등

일몰 후 또는 짙은 안개 및 악천후의 기상조건에서
항공등이 교번 점등하여 이동 비행체에 신호를 제공

Inspection TS-AF-031

항공등은Timer 또는 광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점등과 소등

Inspection TS-AF-032

기타 시설

안테나, 전산실 간 연결은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며
RF 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
Inspection TS-AF-033

안테나 전면에 필요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CI(Corporate Identity) 로고를 도장

Inspection TS-AF-034

안테나 및 옥외 케이블 트레이 주변에 시설 보호용
Suspension Pipe를 설치

Inspection TS-AF-035

먼지발생 최소화 조치 등 건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며 완료 후 누수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조치
Inspection TS-AF-036

기본 기능

지상국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안테나제어장치(ACU),
저잡음증폭기(LNA System), 모뎀장비(Modem),

주파수변환기(Frequency Down Converter), 시각 생성
및 분배장치(GPS Timing System) 등의 모든 설정을
정의하고 생성할 수 있는 기능(On/off line) 제공

Demo T-MCS-001

수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계되고 구성된 아래의 모든
장비는 M&C를 통해 원격제어 및 상태 표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User Interface 정보

제공

Demo T-MCS-002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다양한 파일 형태(예. 텍스트, Demo T-MCS-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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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등)로 추출(export)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폴더에 시간 단위 log파일 저장

데이터 저장 시스템은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Data T-MCS-004
상태 및 알람로그는 최소 1Hz 간격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 및 출력 시 시스템의 저하가 없어야 함

Demo T-MCS-005

수신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실시간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RS232/422/485, PLC,

Inspection T-MCS-006

TCP/IP, SNMP, TELNET)를 제공하여, 원격으로
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Inspection T-MCS-007

M&C GUI상에 별도의 Menu bar를 생성하여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설정(System setting) 및

로그북(Logbook)에 대한 조회 및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Inspection T-MCS-008

M&C 주 화면 상단에 현재 지상국 시스템의 요약정보
및 상태와 운용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함

Inspection T-MCS-009

각 개별 장비 시트(Equipment sheet)에서 구성한 각
장비에 대한 설정 탭 페이지를 만들고, 제어

파라미터에 대한 Configuration을 저장 및 로딩하여
전체 장비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Demo T-MCS-010

시리얼장비의 경우 이더넷(Ethernet) 통신으로
변환되어 M&C와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장비(Ethernet Converter)를
제공해야 함

Inspection T-MCS-011

분야 요구사항 Validation 테스트ID

기본
기능

운용자의 데이터분석 편의성을 위해 Report file 생성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운용자가 날짜/시간 등의
기간 동안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Demo T-MCS-012

GK-2B 위성신호의 감시는 24시간 365일 운용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에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Demo T-MCS-013

각 장비로부터 이상신호 접수 시 예비 시스템으로의
신속한 절체가 가능해야 함

Data T-MCS-014

운용자 별로 시스템 제어 및 접근 권한이 구분될 수
있어야 함

Demo T-MCS-015

클라이언트의 수(계정, 라이센스)는 제한이 없어야 함 Data T-MCS-016

통합운영시스템 및 다양한 클라이언트 접속을 위한
API를 지원해야 하며, 다중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어야 함(예. HTTP, TCP 프로토콜 등)

Demo T-MCS-017

수집 방법에 대한 다양한 통신 상태 관리가 가능해야
함

Demo T-MCS-018

표 3.3.18. 시험 구분 – 단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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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클라이언트의 동일한 장비 관리 및 운용상태를
제공해야 함

Demo T-MCS-019

운영자의 편의성 및 식별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체
계통도, 상세 계통도 등으로 화면을 구성해야 함

Inspection T-MCS-020

장비의 On-line/Stand-by 상태 및 정상/고장/점검
상태를 색상 및 이미지로 구별해야 함

Demo T-MCS-021

운용자의 잘못된 제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어명령
실행 시 알림 기능을 제공해야 함

Demo T-MCS-022

발주처가 운영하는 타수신소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제어가 원격으로 가능하도록 사전에

고려되어야함(향후 타 수신소와 시스템 연결 예정,
원격데스크탑 등 원격제어프로그램이 아님)

Demo T-MCS-023

스펙트럼
분석
기능

스펙트럼분석기의 동작상태 및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함

Demo T-MCS-024

스펙트럼분석기를 연결하기 위한 설정 메뉴를
제공해야 함

Demo T-MCS-025

스펙트럼분석기의 현재 화면을 동일하게 출력해야 함 Inspection T-MCS-026

GUI상에서의 제어패널은 스펙트럼분석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운용자에 의한

제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Inspection T-MCS-027

스펙트럼분석기의 로그를 선택하여 선택된 데이터를
쉽게 plot할 수 있도록 해야 함

Demo T-MCS-028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개발해야 함

Data T-MCS-029

시간
동기화

지상국내의 모든 장비는 GPS Timing System의
네트워크 시각동기 패킷(NTP: Network Time

Packet)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각동기가 이루어져야
함

Demo T-MCS-030

검색된 로그의 표시 및 Reporting 기능을 제공해야
함

Demo T-MCS-031

해양위성센터 내 운영장비들의 시간동기화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필요 시 각 서버에 client

설치 가능)
Demo T-MCS-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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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RF 시스템 구성도.

(8) 통합 시험 – 기구적 시험

안테나의 동작(방위각 구동범위)을 시험하였다. 기구적 시험은 안테나의 RF 특성을 검증

하고자 하는 시험이며, 현장 검증으로 제조사에서 진행하였다. 방위각 구동 시험

(TS-AF-007)과 양각 구동 시험(TS-AF-007)을 수행하였으며, 각각 장비의 방위각/양각

의 구동 각도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주요 성능(구동 범위)은 방위각 ±45°, 양각 5°~90°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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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기구적 시험에 사용된 장비.

(9) 통합 시험- 전기적 특성 시험

안테나의 RF 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험이며, 검증 시험은 제조사 성적서 및 현장 시

험으로 진행되었다. 장비의 잡음 온도 특성을 확인하는 Antenna Noise

Temperature(TS-AF-010)를 수행하였고, 시험 결과 주요 성능은 X-Band 30K 이하,

L-Band 18.5K 이하이다. 또한 시스템의 단계별 이득을 확인하는 System Link Budget

(TS-AF-011)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X-Band 53.3dBi 이상, L-Band 41.5dBi 이상이다.

그림 3.3.35. 전기적 특성 시험에 사용된 장비.

- 표 3.3.17에 나와 있는 요구 사항에 대한 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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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그림 3.3.36. 요구 사항 시험 결과서(표지).

나. 시스템 구성 및 설치 현황

그림 3.3.37. 전체 시스템 구성도(R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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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안테나 레이돔 외부 및 내부 사진.

그림 3.3.39. 장비실 Rack 장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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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C 서브시스템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 수신시스템 장치를 구동하는 감시제어(M&C) 소프트웨어는

아래와 같다.

CSC CSU S/W 기능

M&C S/W
M&C Server S/W M&C 시스템 구성 장비들과의 실제 통신을 담당

M&C Client S/W 수신안테나 및 RF시스템의 제어/감시 및 운용을 수행

SA S/W SA Client S/W 스펙트럼분석기와 연동하여 자동 측정 작업을 수행

NTP S/W

NTP Server S/W NTP Status S/W들과의 실제 통신을 담당

NTP Monitoring S/W NTP 동기화 상태감시 기능을 수행
NTP Status (Windows)

S/W
Windows 컴퓨터의 NTP 동기화 상태를 전송

NTP Status (Linux)
S/W

Linux 컴퓨터의 NTP 동기화 상태를 전송

Database
M&C Database 수신안테나 및 RF시스템 관련 데이터의 저장소

NTP Database NTP 동기화 상태감시 시스템 관련 데이터의 저장소

표 3.3.19. 소프트웨어 목록

그림 3.3.40. 전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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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M&C S/W 시스템 구성도.

그림 3.3.42. SA S/W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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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NTP S/W 시스템 구성도.

그림 3.3.44. 인터페이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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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분 자료 내용
1. 프로그램 소스 최종 프로그램소스
2. 설치 프로그램 최종 설치 프로그램

3. 납품 문서

SRS(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SDD(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
DBDD(데이터베이스 설계기술서)
SIG(소프트웨어 설치절차서)
SUM(소프트웨어 사용자지침서)
STD(소프트웨어 시험절차서)
STR(소프트웨어 시험결과서)

4. 납품 문서 (PDF) PDF 파일 형식

표 3.3.20. 소프트웨어 납품 자료

라. LNA 필터 설치 - 개선사항

X-Band 수신에서 Missing Packet이 발생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원인 분석 겨로

가 아래의 그림 중 BPF 추가 전 스펙트럼 분석기에 나온 파형과 같이 수신 대역 외 신호가

수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신 신호의 대역 외 신호의 수신은 전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

킬 수 있으므로 X-Band LNA 전단에 BPF를 추가하여 원하는 주파수만 수신하도록 변경을

하였다. 필터 장착 후 수신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3.46).

그림 3.3.45. LNA 필터 설치 사진.

그림 3.3.46. LNA 필터 설치 이전(좌)/이후(우) 수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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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위성운영동 건축 개요

가. 목적

-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상국 인프라 확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에 안테나운영동 신축을 통해 최첨단의 전산실, 상황실, 자료처

리실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운영 환경 조성

- 안테나 기초대 및 운영시설 설치

- 안테나 수신환경 확보와 부족한 기반인프라(전산실, 상황실 등) 보완

나. 규모: 지상 1층 약 200평(571m2), 9m 위성수신안테나(12m 레이돔 포함)

다. 예산 : 총 42.65억원(설계·건축·감리 약 30억원, 기반시설* 설치 12.65억원)

*전력공급 및 비상전원, 항온항습기 등 기반시설 확보

라. 용역 수행업체: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 펜코산업개발(건축/토목/기계), 상용전기

(전기), 금성하니웰(통신), 유경기업(소방), 위스텍(안테나 및 수신시스템)

마. 추진 일정표

ㅇ 추진일정

- ‘19년 10월 : 건축 설계(변경) 최종 확정 및 KIMST 진도점검(1차)*

* 2019년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 시스템 개발과제의 인프라 설립, 장비구입 현황, 주요연구결과물

등 관련 현장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도출

=> 1층 단층건물, 안테나 지상 설치로 결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

- ‘19년 10월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변경승인

- ‘19년 10월 : 건축 인허가(영도구청) 신청

- ‘19년 11월 : 우리원 건설위원회 보고

- ‘19년 11월 : 국유재산 변경 승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대학교)

- ‘19년 11월 : 건설 시공사 및 감리 업체 선정 용역 추진, 관급자재 발주 추진

- ‘19년 12월 : 영도구청 경관심의 및 KIMST 진도점검(2차)*

* 2019년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 시스템 개발과제의 인프라 설립 관련, 진척상황점검

=>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상황 보고함, 건축 공정 단축을 위해 노력을 당부

- ‘19년 12월~ : 시공사 계약 및 안테나운영동 공사 시작(안테나 기초대 공사 포함)

- ‘19년 12월 : 영도구청 공작물축조 신고 완료

- ‘20년 03월 : 안테나 구축 완료

- ‘20년 05월 : 준공 정산 및 준공 처리
- ‘20년 06월 : 해양위성센터 안테나운영동 건물 완공*

* 세움터 등록 및 심사, 영도구청 건축물 사용승인
- ‘20년 06월 : 해양수산부 기부채납, 등기 신청 및 KIMST 진도점검(3차)*

* 해양위성센터 안테나 운영동 구축 등 연구개발과제 진행현황 점검

=> 건물 완공 후 지상시스템 설치 결과 확인, GOCI-II 활용지원 강화 당부

- ‘20년 12월 : 해양수산부 등기, 무상사용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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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 해양위성운영동 조감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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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사용용도

외부 안테나 - 천리안 해양위성2호 수신안테나 설치 (레이돔 포함)

1층

전산실

- 천리안 해양위성1호 및 2호 전산장비 설치/운용
- 안테나 구동 및 수신장비(RF장비) 설치/운용
- 각종 서버, 항온항습기(20RT * 4set, 신규)
- Access Floor 설치

상황실
- 위성운영 및 서비스 모니터링 (대형 디스플레이 설치)
- 항온항습기(5RT * 2set, 신규)
- Access Floor 설치

발전기실 - 비상발전기 설치/운용(750kW)

UPS 실
-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운용(400kW, 이중화)
- 항온항습기(20RT * 1set, 기존 장비 이전)
- Access Floor 설치

자료처리실
- 해양위성운영 인원의 근무공간 (現 4연구동에서 일부 이
전)

기타
수배전실
(4연구동1층)

- 해양위성운영동 전용 전력공급 설비 설치
- 상전 1,000kW

표 3.3.21. 해양위성운영동 내/외부 용도

- 해양위성운영동 공사 일정표

그림 3.3.48. 건축 관련 월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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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설계 결과

(1) 해양위성운영동 설계 변경

- 위성 발사에 맞춰 해양위성운영동을 구축하기 위해 안테나(및 수신시설)와 건물을 분

리하여 동시에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함.

그림 3.3.49. 해양위성운영동 기존 설계-1(2019.02.19).

그림 3.3.50. 해양위성운영동 기존 설계-2(2019.10.17).

그림 3.3.51. 해양위성운영동 변경 설계(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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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사 추진 결과

그림 3.3.52. 외부 전경 및 준공 사진.

아. 준공식

(1) 천리안 해양위성 2호의 신규발사(‘20.2월)에 따라, 위성 1&2호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해양위성 운영동 준공식을 개최함(20.07.27).

(2) 행사 내용

- 해양위성운영동 준공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증정, 현판식/테이프커팅식, 기

념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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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실, 전산실, 자료처리실 등 시설관람

- 해수부와 KIOST 보도자료

그림 3.3.53. 준공식 사진.

그림 3.3.54. 준공식 보도자료.

자. 참고서류

(1)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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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10.10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변경승인

완료 7
2019.11.06
-

2020.01.13

원내 해양위성운영동
용역(건축/전기/소방/통신

/감리)
 신청 및 계약

완료

2 2019.10.29 설계변경 완료 8 2020.12.02
영도구청 공작물축조

신고 완료
완료

3
2019.10.28
-12.13

영도구청건축인허가 완료 9
2019.12.23
-

2020.05.13
해양위성운영동 구축공사 완료

4
2019.11.04
-11.28

원내 건설위원회 완료 10
2020.05.19
-

2020.06.01

세움터 등록 및 심사
- 영도구청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5
2019.11.15
-11.18

국유재산 변경승인
(해수부, 해양대)

완료 11 2020.05.27 준공 정산 및 준공 처리 완료

6 2019.12.06 영도구청 경관심의 완료 12
2020.06.01-
12.17

해양수산부
기부채납, 등기,
무상사용승인 요청

완료

표 3.3.22. 해양위성운영동 구축 체크리스트

(2)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 승인

그림 3.3.55. 연구개발특구 승인 공문(좌) 및 입주(변경) 승인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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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인허가(영도구청)

그림 3.3.56. 영도구청 건축인허가 신청서(좌) 및 허가서(우).

(4) 원내 건설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그림 3.3.57. 건설위원회 보고 안건 상정, 서면 심의 시행 및 서면 결과 보고 공문.

(5) 국유재산변경승인 공문(해양수산부,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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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8. 국유재산변경승인 공문(좌: 한국해양대학교, 우: 해양수산부).

(6) 경관심의 신청서 및 결과서(영도구청)

그림 3.3.59. 영도구청 경관심의 신청서(좌) 및 결과서(우).

(7) 원내 해양위성운영동 용역(건축/전기/통신/소방/감리) 용역 신청 및 계약



- 527 -

그림 3.3.60. 해양위성운영동 용역(건축/소방/감리/전기/통신) 업체 계약서.

(8) 안테나 기초대 관련 공작물축조 신고(영도구청)



- 528 -

그림 3.3.61. 영도구청 공작물축조 신고서(좌) 및 필증(우).

(9) 세움터 등록 및 심사

그림 3.3.62. 영도구청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확인서(좌) 및 사용승인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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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양위성운영동 용역 준공 정산 및 준공 처리 완료

그림 3.3.63. 구축공사 준공 및 준공정산 결과보고
내부결재 문서.

(11) 해양위성운영동 기부채납 및 등기 완료

그림 3.3.64. 기부채납서 및 등기완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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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GOCI-II 궤도상시험 지원
G2GS 시스템이 완성되고, GOCI-II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정지궤도상에서 GOCI-II

의 성능 확인 및 전처리시스템 검증/개선을 위한 GOCI-II 궤도상시험(In-Orbit Test, IOT)

이 진행되었다. G2GS에서는 임무 계획 및 산출물 생성 확인 작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

1. 추진일정표

- GOCI-II 궤도상 시험의 추진일정표는 아래와 같으며, 항우연 주관 하에 해양과기원의

지원으로 수행됨.

그림 3.5.1. GOCI-II 궤도상시험 개략적인 일정(안).

- 항우연에서 계획한 GK2B GOCI-II IOT 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기한 내에 완

료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분석/대응이 이루어짐.

그림 3.5.2. GK2B GOCI-II IAC/IOT 일정.

- GOCI-II 초기구동 및 기능 시험은 GK2B Bus IOT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

2020.03.08~03.25까지 진행됨. 상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GOCI-II 기계적 기능 시험

과 태양관측, 지구관측 기능을 시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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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GOCI-II IAC/IOT 세부 일정(안) - 시험 중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2. 궤도상시험 사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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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기원 연구진은 항우연 탑재체팀과 궤도상시험 준비를 위해서 총 7차에 걸친 사

전 협의를 항우연에서 진행하고, 시험절차, 산출물, 지원 방법 등의 결론을 도출

차수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1 19.06.17
용상순, 강금실,

차성용(항우연), 박영재,
한희정(해과원)

- IOT 시험 진행 방법
- GOCI-II IOT 준비관련 정기회의
확정

2 19.07.05
용상순, 강금실(항우연),
박영제, 조성익,
한희정(해과원)

-KIOST MR 생성기 개발계획 발표 및
이슈 논의
- GOCI-II IOT 담당자 확정

3 19.08.23
용상순, 강금실,

차성용(항우연), 박영재,
한희정, 안기범(해과원)

- GOCI-II의 OBT(On Board Time)
분석
- GOCI-II 태양검정 파라미터 분석

4 19.09.02

박봉규(항우연 GK2 사업단).
임현수, 이상철,

복준영(항우연 지상국),
용상순, 강금실,

차성용(항우연 탑재체),
박영재, 한희정(해과원)

- GOCI-II IOT 의 초기 시험(GEMS
outgassing 기간) 시간 반영
- GOCI-II 운용을 위한 Timeline
command 작성 및 운영 협의
-GOCI-II MR 형식 협의

5 19.10.28

용상순, 강금실,
차성용(항우연 탑재체),
박영재, 한희정, 안기범,
성세현(해과원)

- 백업자료에 GOCI-II L1B Slot 추가
(change request 발행)
- DPS 채널파라미터 샘플 파일 검토
- IOT 기간 중 MTF 시험 검토
- IAC/IOT 항목 검토

6 19.11.15

용상순, 강금실,
차성용(항우연 탑재체),
이서림(항우연 사업단),
한희정, 안기범,
성세현(해과원)

- 2차 리허설 결과 보고
- 향후 리허설 준비 협의

- 향후 리허설 계획(안)

- 3차 : 2019.12.03~05 (GOCI-II SOP 활

용)

- 4차 : 2020.01.29~31 (GOCI-II MR 활용)

- 5차 : 2020.02.12~13

- 6차 : L-3 (2020.02.17)

- 7차 : L-1 (2020.02.19)

- 해과원 요청 공문 검토
- MR 업로드 관련 이슈 설명
- 편광 관련 KIOST 답변 제출
-IOT Plan 공유

표 3.5.1. KIOST-항우연 간 GOCI-II 궤도상시험 준비 사전회의

- 항우연-KIOST간 IOT 협업을 위한 협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기반한 협업을 통해 안

정적인 자료 분석 협업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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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KIOST-항우연 협업 추진 협의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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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KIOST-항우연 협업 추진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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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궤도상시험 지원 성과 – 임무계획

가. GOCI-II 운영 개념

그림 3.5.6. 위성 발사 후 정지궤도까지 이동하는 궤도 천이과정 개념도.

- 정지궤도 위성 발사 후 초기운영 단계 돌입시 2B 위성은 프랑스령 기아나 꾸루우주기

지에서 2020년 2월 19일(한국시간)에 발사하였다. 수차례 LAE 점화을 통해 정지궤도

에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상기 그림은 처닝궤도에서 정지궤도로 올라가는 위성

의 초기운영모습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천이궤도에 진입하고(0번), AOCS 및

연료계통의 초기화(1번), BASS를 이용한 태양 획득을 수행(2번)한다. 태양을 확인한

후에 태양전지판을 전개하고(3번), 태양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맞춘다(4번). 별관측

기를 기반으로 태양을 계속 추적하여 충분한 전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5번). 위성

의 자세를 확인하고(6번), 액체원지점엔진을 점화하여 각속도를 추가하여 궤도를 높인

다(7번). 다시 태양을 향하는 자세를 회복한다(8번).

- LA 관측: 태양이 한반도를 비추는 낮시간대에 10회 관측을 실시한다. GOCI와 동일한

영역(130E, 36N 중심좌표 기준 2,500 x 2,500km)를 12개 슬롯으로 나눠 관측하게 되

며, 각 슬롯간 겹치는 영역(overlap margin)은 100pixel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관측 정확도를 고려하여 200~400pixel 수준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설정값을 반영한

슬롯 중심좌표는 아래와 같으며, 임무계획에는 ECEF 좌표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좌표도 같이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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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LA영역 관측 오버랩 예상도.

Slot
numbe
r

Slot center : Earth
Coordinate

Coder angle ECEF coordinates

Geodetic
Latitude (°N)

Longitude
(°E)

CodX (deg) CodY (deg) POM_Position_XPOM_Position_YPOM_Position_Z

(S/N) (E/W) (km) (km) (km)

0 27.46 139.93 162.298 182.790 -4334.0868 3645.7956 2923.5074

1 34.74 140.78 157.105 183.672 -4065.2824 3317.5935 3613.8162

2 42.98 142.46 151.771 184.558 -3705.5161 2847.5707 4326.0827

3 27.62 133.32 162.361 188.916 -3879.8348 4114.5859 2939.2975

4 34.81 133.60 157.278 189.720 -3615.6648 3796.3507 3620.3570

5 42.97 134.18 152.042 190.612 -3257.4266 3352.4005 4324.9450

6 27.56 126.79 162.632 194.989 -3389.1300 4531.2287 2933.3267

7 34.79 126.50 157.579 195.764 -3119.4659 4215.2745 3618.3953

8 42.96 126.10 152.401 196.631 -2754.3484 3777.7066 4324.0165

9 27.56 120.25 162.906 201.109 -2850.3351 4888.2884 2933.0663

10 34.72 119.37 157.969 201.854 -2573.7538 4573.6474 3612.5087

11 42.86 118.03 152.892 202.649 -2200.7920 4133.1710 4316.0740

표 3.5.3. 수정된 LA 관측 중심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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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 관측: 235개 슬롯을 1일 1회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 시험 당시에는 별관

측시간 추가 및 LA 관측 시간의 마진이 커서 LA 10회 관측과 동시에 1일 1회 관측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었으나, IOT 기간 중에 실제 관측 후 마진을 줄이면서 1일 1회

전구관측은 가능하도록 임무 계획되었다. 다만, 이런 관측시간 축소로 인한 FD 관측

영상의 성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G2GS SOE내에 임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GOCI-II

IOT 기간 중 항우연 외부로의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어 별도의 임무계획생성기를 항우

연에서 제공한 시스템에 설치하여 활용하였다. 추가로, RaDec 정보로 제공되는 달위치

정보를 ECEF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툴을 만들었다.

- 임무계획 요구사항

그림 3.5.8. 전구관측 슬롯 구성(235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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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GOCI-II 임무운영 요구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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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항우연, 해양과기원에서 요청한 임무운영 제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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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WOL1 번 시기의 GOCI-II 임무운영 베이스라인.

그림 3.5.12. WOL2 번 시기의 GOCI-II 임무운영 베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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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WOL3 번 시기의 GOCI-II 임무운영 베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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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무계획 변경사항

- 임무계획과 관련하여 Slot parameter 및 Video Parameter의 변경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영상 최적화를 위하여 IOT 기간중에 여러번 변경이 이루어졌다.

[1차 변경 관련 메일]

GOCI-II PST에서 GOCI-II 영상 최적화를 위하여 하루에 3번 다른 video parameter

를 적용한 5월18일자 영상에 대한 영상 촬영시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촬영

시간 일부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측 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모든 임무 최적화 및 FD에 할당하는 시

간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관련 임무는 전화로 상의드린 것처럼 6월1일부터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1차 변경 요청사항]

* Video Parameters for the LA imaging (May, June, July)

Time in KTC Normalized ratio 
for each set Video parameter set

8:15 1.00 Video set #1
9:15 0.84 Video set #2

10:15 1.00 Video set #2
11:15 0.96 Video set #3
12:15 1.00 Video set #3
13:15 0.99 Video set #3
14:15 0.93 Video set #3
15:15 0.96 Video set #2
16:15 0.79 Video set #2
17:15 0.91 Video set #1

Video set #1
Set1 HG 

(LSB)
LG

(LSB) Nc Imaging 
acq. [sec]

time inc. 
FWM [sec]

Dark 3785 114 21 6.5 6.5
B1 1835 178 18 2.9 4.2
B2 1054 115 19 2.3 3.6
B3 914 86 23 2.8 4.1
B4 997 73 29 3.4 4.7
B5 876 70 27 3.2 4.5
B6 1087 63 27 3.2 4.5
B7 1221 55 25 3.0 4.3
B8 1235 55 29 3.4 4.7
B9 3441 127 20 5.7 7.0

B10 3238 160 21 5.6 6.9
B11 2883 96 22 5.3 6.6
B12 3785 114 21 6.5 7.8
Dark 876 70 27 3.2 6.5

Single slot acquisition time including FWM (without POM 
movement) 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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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et #2
Set1 HG 

(LSB)
LG

(LSB) Nc Imaging 
acq. [sec]

time inc. 
FWM [sec]

Dark 2451 114 21 4.3 4.3 
B1 1185 178 18 2.2 3.5 
B2 680 115 19 2.3 3.6 
B3 590 86 23 2.8 4.1 
B4 644 73 29 3.4 4.7 
B5 565 70 27 3.2 4.5 
B6 703 63 27 3.2 4.5 
B7 789 55 25 3.0 4.3 
B8 799 55 29 3.4 4.7 
B9 2221 127 20 3.8 5.1 

B10 2093 160 21 3.7 5.0 
B11 1861 96 22 3.5 4.8 
B12 2451 114 21 4.3 5.6 
Dark 565 70 27 3.2 6.5 

Single slot acquisition time including FWM (without POM 
movement) 65.23 

Video set #3
Set1 HG 

(LSB)
LG

(LSB) Nc Imaging 
acq. [sec]

time inc. 
FWM [sec]

Dark 2114 114 21 3.8 3.8 
B1 1022 178 18 2.2 3.5 
B2 587 115 19 2.3 3.6 
B3 509 86 23 2.8 4.1 
B4 555 73 29 3.4 4.7 
B5 488 70 27 3.2 4.5 
B6 606 63 27 3.2 4.5 
B7 681 55 25 3.0 4.3 
B8 689 55 29 3.4 4.7 
B9 1919 127 20 3.3 4.6 

B10 1805 160 21 3.3 4.6 
B11 1608 96 22 3.1 4.4 
B12 2114 114 21 3.8 5.1 
Dark 488 70 27 3.2 6.5 

Single slot acquisition time including FWM (without POM 
movement) 62.75 

2. Video Parameters for the FD imaging

Video set for FD imaging

Set1 HG 
(LSB)

LG
(LSB) Nc Imaging 

acq. [sec]
*time inc. 

FWM [sec]
**time 

inc. FWM 
[sec]

Dark 2114 114 6 1.6 1.6 1.6 
B1 1022 178 7 1.3 2.6 3.5 
B2 587 115 7 1.3 2.6 3.5 
B3 509 86 8 1.4 2.7 3.5 
B4 555 73 8 1.4 2.7 3.5 
B5 488 70 8 1.4 2.7 3.5 
B6 606 63 8 1.4 2.7 3.5 
B7 681 55 8 1.4 2.7 3.5 
B8 689 55 8 1.4 2.7 3.5 
B9 1919 127 7 1.7 3.0 3.5 

B10 1805 160 8 1.7 3.0 3.5 
B11 1608 96 8 1.6 2.9 3.5 
B12 2114 114 7 1.8 3.1 3.5 
Dark 488 70 8 1.4 4.7 4.7 

Single slot acquisition time including FWM (without POM 
movement) 39.50 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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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경 관련 메일](20.07.29)

안녕하세요,

1)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GOCI-II 월별 비디오파라미터 전달 드립니다. 

2) 한단장님, Gain matrix 업데이트를 위해 In-orbit Gain matrix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금실 드림

[3차 변경 관련 메일](20.09.01)

안녕하세요,

일단, 달 촬영을 위한 비디오 파라미터 보내드립니다. 

아래 사항 확인 드립니다. 

- 5월 6일 달 촬영시 B13 촬영했습니다. 

Straylight 분석용 달촬영 외에, 

ISRD (related to Residual PRNU) 분석을 위한 달 촬영에 대한 논의도 추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금실 드림

- 2차 변경 내용

비디오 파라미터 적용 기준
Time 

in KTC
Normalized ratio for each 

set Video parameter set
8:15 1 Video set #1
9:15 0.84 Video set #2
10:15 1 Video set #2
11:15 0.96 Video set #3
12:15 1 Video set #3
13:15 0.99 Video set #3
14:15 0.93 Video set #3
15:15 0.96 Video set #2
16:15 0.79 Video set #2
17:15 0.91 Video set #1

- 3차 변경 요청사항

*: slot imaging duration without consideration the transmission time

**: slot imaging duration with consideration the transmission time

Video Parameter sets for moon imaging

2020_0901

Overview for the video parameter set

1. Video Parameters for the Moon Imaging for stray light analysis

Two sets: Set_A & Set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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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하다면 두개의 Set을 적용하여 Moon 영상 촬영

- 시간 제약이 있다면 Set_A만 촬영

2. Video Parameters for the Moon Imaging for nominal case

제공된 Set_C 적용하여 Moon 영상 촬영

1. Video Parameters for the Moon imaging (for stray light)

Set_A

Set_B

Tint
for HG[TLSB]

Tint
for LG[TLSB]

Nc

D 8000 200 2

B1 8000 1570 2

B2 8000 475 2

B3 8000 404 2

B4 8000 352 2

B5 8000 323 2

B6 8000 290 2

B7 8000 254 2

B8 8000 253 2

B9 8000 539 2

B10 8000 558 2

B11 8000 338 2

B12 8000 378 2

B13 8000 20 2

D 1400 1600 2

Tint
for HG[TLSB]

Tint
for LG[TLSB]

Nc

D 1570 1570 10

B1 1570 1570 20
B2 475 475 20
B3 404 404 20
B4 352 352 20
B5 323 323 20
B6 290 290 20
B7 254 254 20
B8 253 253 20
B9 539 539 20
B10 558 558 20
B11 338 338 20
B12 378 378 20
B13 20 20 20
D 250 2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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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deo Parameters for the Moon imaging (for nominal case)

Set_C

Tint
for HG[TLSB]

Tint
for LG[TLSB]

Nc

D 200 200 2

B1 1435 1435 2

B2 486 486 2

B3 377 377 2

B4 290 290 2

B5 256 256 2

B6 216 216 2

B7 202 202 2

B8 218 218 2

B9 426 426 2

B10 446 446 2

B11 272 272 2

B12 383 383 2

B13 15 15 2

D 1535 15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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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구관측 계획

- FD 관측은 적정한 태양입사각을 확보하고, Sun-glint 영역을 회피하면서 해당 슬롯 간

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기준을 가지고 관측순서를 설정함

- 초기 GOCI-II FD 관측시간별 관측 가능 slot 개수는 오전, 오후 3시간 동안은 각각

FD 30분씩 32 slot, LA 관측시간에는 FD 5slot이 관측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20

년 3월 22일 관측 계획을 예시로 관측가능슬롯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 관측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상하 FD slot 4줄씩을 LA관측시간대에서 배제하여도 모든

슬롯을 관측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1) FD 관측시간을 줄이거나, 2) LA,ST의 관측시간

을 최적화(최소화)하여 FD 관측가능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아니면 3) FD 영

역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결론적으로는 임무요청 변경사항 반영 시 1), 2) 방법을 융합 적용하여 235 슬롯 관

측시간을 확보하게 됨

그림 3.5.14. 2020년 3월 22일 시간대별 전구관측 가능슬롯(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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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5. 2020년 3월 22일 시간대별 전구관측 가능슬롯(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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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6. 2020년 3월 22일 시간대별 전구관측 가능슬롯(예시)(계속).



- 550 -

그림 3.5.17. 각 날짜별 FD 임무계획 파일 구성.

- 2030년까지의 각 날짜별 FD 임무계획을 수립하였고, FD slot 번호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line별로 05시KST부터 20시KST까지 관측 slot을 나타냄

- SOE 내의 임무계획생성기는 해당날짜의 파일을 읽어서 자동으로 FD 관측시간과 slot

을 설정함.

- FD slot 번호는 geoslo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구상의 위치를 고정시키도록 함

- MR 상의 FD slot 번호는 시간상으로 00UTC부터 0번부터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성자료의 slot 번호도 시간순서로만 표출

- 이런 부분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L1B band composite의 경우 geoslot 번호를 추가

로 파일에 적도록 함

- 또한, WOL, SK, 달 관측 등 우선순위가 높은 임무가 있을 경우 해당시간의 FD 관측

은 취소하는 것으로 반영

라. DCS 채널 파라미터 파일 생성

- DCS 채널 파라미터(DCPF) 정보는 GOCI-II의 Gain paramter인 Alpha, Beta값을 포함

하고 있으며, 또한 Digital Number를 Radiance 물리값으로 변환하는 파라미터 테이블

을 포함하고 있는 ASCII 파일

- 모든 밴드의 Alpha, Beta를 저장하면서 크기가 4GB 수준으로 증대됨

- DN을 Radiance로 변환하는 파라미터는 10^-6이며, Radiance를 DN으로 변환할때는 백

만(1,000,000)을 곱함

- 지상국 DPS에서 활용하는 자료 이므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지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하면서, Binary로 변환하는 것도 운영중 개선할 사항으로 도출 가능

마. 관측 영상(예시)

- GOCI-II의 첫영상은 아래와 같이 2020년 3월 23일 영상이 공개됨

- 전구관측의 경우, LA관측 없이 전구관측만 찍은 영상이 2020년 3월 14일 관측되었으

나, 일반 공개는 되지 않음

- FD 영상에서 Invalid 영역이 우주 영역 쪽에 설정되어 있어서 Level 1B 파일의 경우

우주가 나온 지역과 invalid한 지역이 섞여 있어서 모자이크 했더니 부자연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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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보정 없이는 슬롯간에 광량차이가 큰 영상이라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알고리즘 보정 기법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3.5.18. GOCI-II 첫영상자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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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9. GOCI-II 전구관측 영상(샘플,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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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궤도상시험 지원 성과 – 광학성능 분석

가. 개요

- 2020년 2월 19일 천리안 2B 위성(GK-2B)의 성공적인 발사에 이어 GOCI-II 궤도상 시

험이 수행되었다. GOCI-II 궤도상 시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주관하여 수

행하며, GOCI-II 궤도상 성능시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수행을 지원한

다. 본 보고서에서는 GOCI-II의 궤도상 MTF 성능시험, Straylight 성능시험, ISRD 성

능시험 분석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나. GOCI-II의 궤도상 MTF 성능시험

(1) 사용자 요구사항

(가) GOCI-II Payload Specification (GC2.SP.00002.ASTR)

(나) 제10차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 개발위원회 (2015.11.11)

- B12 사용자 요구사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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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 일반적으로 MTF는 Point source 혹은 Knife-edge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

용하여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궤도상 MTF 성능분석을 위하여 달영상을 사용하여

궤도상 MTF평가에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Knife-edge 방법(또는 Slanted-edge 방

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실험실 측정에 널리 사용되며 다양한 방

식으로 구현 될 수 있다. 궤도상 MTF 평가의 경우 기울어 진 모서리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하여 달영상에서 두 영역을 설정하여 각각 남북(NS)방향과 동서(EW)방향의

MTF를 평가한다.

- Knife-edge 방법은 ESF를 미분하여 LSF를 얻은 후, 다시 LSF를 푸리에 변환하여

MTF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위성영상의 MTF 측정은 point source를 이용

한 방법보다는 knife-edge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최근에 ISO 12233 표준에서는 전자

스틸 카메라 및 스캐너의 MTF를 측정하기 위하여 slanted-edge 방법을 제공하고 있

다. Slanted-edge 방법은 slanted-edge 객체 영상의 경계선의 기울기를 분석하여 수행

하는 방법으로써, ISO 12233에서 표준화한 MTF 측정 방법이다. 따라서 신뢰성이 있

는 MTF를 측정할 수 있다.

(3) 분석 파일 정보

- 분석파일: GK2_GC2_L1A_20200506_013904_MN_S0002_B01_LG.pxl

~ GK2_GC2_L1A_20200506_013904_MN_S0002_B12_LG.pxl



- 555 -

그림 3.5.20. MTF 분석용 (상) GOCI-II 달영상, (하좌) NS 방향 분석 영역 및 (하우) EW 방향 분석 영역.

(4) 분석 결과

- 아래 그림은 GOCI-II의 B01에 대하여 각각 EW 방향과 NS 방향으로의 MTF 분석 결

과이다. 각 분석결과에서 왼쪽상단은 분석에 사용된 달의 영역을 보여주며, 빨간색원은

각 라인에서 검출된 달 경계면의 위치를 나타내며, 초록색 선은 검출된 달 경계면을

기준으로 피팅된 선을 나타낸다. 오른쪽상단은 각 라인에서 추출된 값으로 Edge

spread function을 나타낸 것이며, 왼쪽하단은 Edge spread function로부터 계산된

Line spread function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하단은 Line spread function으로부터

Fast Fourier Transform (FFT)를 통해 계산된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으며, Nyquist frequency에서의 MTF값이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NS방향 분석결과도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영역 영상의

경우, 편의를 위하여 EW와 동일한 방향으로 90도 회전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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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 GOCI-II B01의 EW 방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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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 GOCI-II B01의 NS 방향 분석 결과.

- 아래 표와 그림은 상기 GOCI-II MTF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GOCI-II 전 밴드

에 대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은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EW 방향의 MTF 값이 NS

방향보다 값이 전반적으로 작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EW 방향이 영상

에서 달의 이동방향으로써 영상촬영 노출시간 동안의 달의 움직임에 의한 MTF 감소

로 추측된다. 따라서 정지된 타겟에 대한 영상으로의 MTF 값을 계산할 경우 EW 방

향으로 MTF 값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Band
MTF@Nyquist
(Lunar) MTF@Nyquist

EW NS Design
Goal

Requirem
ent

B01 0.36704 0.45099 0.26 0.25

B02 0.41281 0.50638 0.26 0.25

B03 0.33647 0.41711 0.26 0.25

B04 0.44801 0.43648 0.3 0.25

B05 0.38194 0.52916 0.3 0.25

B06 0.34112 0.50797 0.3 0.25

B07 0.32136 0.45265 0.29 0.25

표 3.5.17 GOCI-II MTF 분석 결과(달영상 기준)



- 558 -

그림 3.5.23. GOCI-II MTF 분석 결과.

B08 0.31319 0.43566 0.29 0.25

B09 0.29847 0.4167 0.29 0.25

B10 0.33546 0.39761 0.29 0.25

B11 0.31976 0.37708 0.27 0.25

B12 0.2367 0.31775 0.25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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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OCI-II의 궤도상 Straylight 성능시험

(1) 사용자 요구사항

(가) GOCI-II Payload Specification (GC2.SP.00002.A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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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 사용자 요구사항대로 완벽하게 검출기면 절반을 Maximum Cloud Radiance로, 나머지

절반을 Darkness로 구현할 수 없기에, 우주상의 암흑을 배경으로 하는 달 영상을 가지

고 분석을 수행한다.

- 아래 그림과 같이 달의 Histogram을 그려보면 달의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이

루어진 두개의 Gaussian 분포가 나타난다. 본 분석에서는 밝은 영역의 Gaussian 분포

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Straylight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분석한다.

그림 3.5.24. 달 영역의 Histogram과 두 개의 Gaussian 분포.

(3) 분석 파일 정보

- 폴더명 : Moon_Radiance_RRFGain_new_해과원전달20200829

- 분석파일: B01~B13, HG

(가) 분석위치 지정

- 하, 좌 : 크레이터 및 그림자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움

- 상 : 달의 흐름 방향에 법선방향에 있는 달의 경계면을 기준으로 분석

- 우 : 달의 중심 오른쪽에 위치한 달의 경계면을 기준으로 분석



- 561 -

그림 3.5.25. 달영상 및 달의 상하좌우 경계면 모습.

그림 3.5.26. Straylight 분석 영역. (좌) Column (우) Line.

(4) 분석 결과

* 육안 검사

- 아래 그림은 GOCI-II Straylight 존재 여부를 육안검사(Visual Inspection)를 통하여 1

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달 영상의 color 범위를 0부터 straylight 사용자 요구사항

(각각 0.5%와 1%)까지로 설정한 그림이다.

- 우선 video readout channel 간, residual radiance의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residual radiance의 값은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그 수준이 실제 운영

시 영향이 없을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그리고 달의 바로 위 video readout channel 경계면과 달의 우상단 달의 경계면과 맞

닿는 video readout channel 경계면에서 약간의 값이 튀는 현상이 있다. 이는 달의 움

직임과 같이 움직이는 보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밝은 타겟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

또한 실제 운영시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추가분석이 요구된다.

- 그리고 단파장에서 background의 radian 값이 커보이는데, 이는 요구사항 내에 만족하

는 수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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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7. GOCI-II 달 영상을 이용한 Straylight 육안검사 [B01] (예시).

그림 3.5.28. GOCI-II 달 영상을 이용한 Straylight 육안검사 [B05] (예시).

그림 3.5.29. GOCI-II 달 영상을 이용한 Straylight 육안검사 [B06]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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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분석

- 아래 그림은 GOCI-II의 B01에 대하여 column 방향으로의 straylight을 분석한 결과이

다. 분석 결과에서 왼쪽 상단은 달영역에서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의 두 gaussian 분포 중 밝은 영역 gaussian 분포의 평균값을 사용자

요구사항 기준값으로 지정한다. 상단 중앙 그래프는 column에 따른 line profile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달 영역에서의 최대값과 평균값, 기준값이 되는 달 밝은 영역의 평균값,

그리고 사용자 요구사항인 0.5% 기준선도 같이 표기되어 있다. 상단 오른쪽 그래프는

분석 영역인 달 상단 영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단 왼쪽 그래프는 달의 모서리 부분

을 정의하기 위해 확대한 그래프로 radiance 값의 기울기가 급격히 바뀌는 지점을 달

의 경계면의 위치로 선정한다. 마지막 하단 중앙과 하단 오른쪽 그래프가 최종 요구사

항 만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래프로, 하단 중앙 그래프는 달 경계면에서 50 픽셀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 0.5%를 넘는 영역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과

동시에 최대값을 표기하여 요구사항 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단 오른쪽 그래프

는 달 경계면에서 10 픽셀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 1%를 넘는 영역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과 동시에 최대값을 표기하여 요구사항 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3.5.30. GOCI-II Straylight 분석 결과 [B01].

- 아래 두 개의 표는 각각 GOCI-II column 방향과 line 방향의 Straylight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로, B01에서부터 B12까지 straylight 분석 기준값(달 영역 밝은 부분의 평균

값, Moon_bright_mean) 및 사용자 요구사항인 1%와 0.5%에 해당되는 값(ST Req.

(1%),. ST Req. (0.5%))과 각 영역에서 분석된 최대값(ST_10_max, ST_50_max)을 보

여주고 있다.

- 그 결과 본 분석 방법과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모두 만족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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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_bright_mean ST Req. (1%) ST_10_max ST Req.
(0.5%) ST_50_max

B01 21.9730 0.2197 0.1910 0.1099 0.0927

B02 41.3617 0.4136 0.3126 0.2068 0.1165

B03 48.6920 0.4869 0.3117 0.2435 0.1009

B04 56.7873 0.5679 0.3828 0.2839 0.0888

B05 56.2894 0.5629 0.3752 0.2814 0.1010

B06 58.8713 0.5887 0.3356 0.2944 0.0881

B07 58.4645 0.5846 0.4024 0.2923 0.0547

B08 56.7736 0.5677 0.3313 0.2839 0.0492

B09 59.1122 0.5911 0.3878 0.2956 0.0841

B10 58.1973 0.5820 0.3663 0.2910 0.0586

B11 54.5484 0.5455 0.3649 0.2727 0.0567

B12 45.3306 0.4533 0.2900 0.2267 0.0391

표 3.5.18. GOCI-II Column 방향 Straylight 분석 결과

Moon_bright_mean ST Req. (1%) ST_10_max ST Req.
(0.5%) ST_50_max

B01 21.9712 0.2197 0.1448 0.1099 0.0932

B02 41.3568 0.4136 0.2395 0.2068 0.1491

B03 48.6902 0.4869 0.2902 0.2435 0.1672

B04 56.9608 0.5696 0.2191 0.2848 0.1291

B05 56.1120 0.5611 0.2191 0.2806 0.1205

B06 58.6969 0.5870 0.2475 0.2935 0.1358

B07 58.4668 0.5847 0.2308 0.2923 0.1348

B08 56.6153 0.5662 0.2019 0.2831 0.1188

B09 59.1146 0.5911 0.2043 0.2956 0.1247

B10 58.1978 0.5820 0.2144 0.2910 0.1191

B11 54.6880 0.5469 0.1843 0.2734 0.1042

B12 45.3279 0.4533 0.1879 0.2266 0.0912

표 3.5.19. GOCI-II Line 방향 Strayligh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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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OCI-II의 궤도상 ISRD 성능시험

(1) 사용자 요구사항

(가) GOCI-II Payload Specification (GC2.SP.00002.ASTR)

(2) 분석 방법

- 맑은 날 영상을 선택하여 맑은 해역인 동해안 기준으로 EW 방향의 서로 인접한 슬롯

인 [S007]과 [S004] 영상과 NS 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슬롯인 [S005]와 [S004] 영상을

사용한다.

- SNAP에서 동일한 경위도 값을 가지는 픽셀을 선택한 후, 각 픽셀의 radiance 값을 서

로 비교분석하여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픽셀은 육안으로 구름이 없는 지점

을 선택하며,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구름이나 에어로졸의 영향이 있는 픽셀은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 구름이나 에어로졸의 영향여부는 밴드별 ISRD 차이값의 변화를 통해 판단할 수 있으

며, 장파장으로 갈 수록 ISRD 값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는 구름이나 에어로졸

의 이동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3) 분석 파일 정보

- 본 분석에서 사용된 영상파일은 2020년 6월 22일자 영상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에서 1차 제공된 자료와 8월에 제공된 2차 자료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비

교 분석한다.

(가) EW 방향 분석 파일 정보

- 분석자료: GK2_GOCI2_L1B_20200622_032540_LA_S007.nc

GK2_GOCI2_L1B_20200622_032120_LA_S004.nc

Pin 1 Pin 2 Pin 3 Pin 4 Pin 5 Pin 6 Pin 7 Pin 8 Pin 9 Pin
10

Pin
11

Pin
12

x 60 88 76 85 91 85 85 94 91 88 91 94

y 103 231 326 445 562 666 773 911 987 1095 1180 1263

표 3.5.20. GOCI-II EW 방향 ISRD 분석 픽셀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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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1. GOCI-II EW 방향 ISRD 분석 영상 (좌)S007, (우)S004 및 분석 픽셀 위치.

(나) NS 방향 분석 파일 정보

- 분석자료: GK2_GOCI2_L1B_20200622_032235_LA_S005.nc

GK2_GOCI2_L1B_20200622_032120_LA_S004.nc

그림 3.5.32. GOCI-II NS 방향 ISRD 분석 영상 (좌상)S005, (하)S004 및 분석 픽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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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가) EW 방향 분석 결과

- 아래 표와 그림은 GOCI-II EW 방향 1차 자료 ISRD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의

표와 그림은 GOCI-II EW 방향 2차 자료 ISRD 분석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 ISRD 요구사항인 0.2%를 만족하는 값은 파란색으로 ISRD 값 중에서 1%를 넘는 값은

빨간색으로 표기한다. 아래 표기한 데이터는 구름(이나 에어로졸)의 영향이 있는 픽셀

을 제거한 데이터이다. 전체 데이터는 별도의 보고서에 딸린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값들이 요구사항보다 크게 나옴을 볼 수 있으며, 1%를 넘는

데이터도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 분석결과의 평균값은

각각 0.63%와 0.62%로 두 데이터간 복사보정의 성능적 변화는 보기 어려워 보인다.

- 전 밴드에 대해 동일하게 값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본 분석 방법과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GOCI와 같은 특정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3.5.22. GOCI-II EW 방향 1차 자료 ISRD 분석 결과

표 3.5.23. GOCI-II EW 방향 2차 자료 ISRD 분석 결과

Pin 1 Pin 2 Pin 3 Pin 4 Pin 5 Pin 6 Pin 7 Pin 8 Pin 9
x 200 201 202 200 201 202 200 201 202
y 150 150 150 151 151 151 152 152 152

Pin
10

Pin
11

Pin
12

Pin
13

Pin
14

Pin
15

Pin
16

Pin
17

Pin
18

x 500 501 502 500 501 502 500 501 502
y 200 200 200 201 201 201 202 202 202

Pin
19

Pin
20

Pin
21

Pin
22

Pin
23

Pin
24

Pin
25

Pin
26

Pin
27

x 1600 1601 1602 1600 1601 1602 1600 1601 1602
y 150 150 150 151 151 151 152 152 152

표 3.5.21. GOCI-II NS 방향 ISRD 분석 픽셀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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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 GOCI-II EW 방향 1차 자료 ISRD 분석 결과.

그림 3.5.34. GOCI-II EW 방향 2차 자료 ISRD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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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S 방향 분석 결과

- 아래 표 3.5.24와 그림 3.5.35는 GOCI-II NS 방향 1차 자료 ISRD 분석 결과를 표 3.5.

25과 그림 3.5.36은 GOCI-II NS 방향 2차 자료 ISRD 분석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

다.

- ISRD 요구사항인 0.2%를 만족하는 값은 파란색으로 ISRD 값 중에서 1%를 넘는 값은

빨간색으로 표기한다. 아래 표기한 데이터는 구름(이나 에어로졸)의 영향이 있는 픽셀

을 제거한 데이터로 전체 데이터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 데이터를 보면 NS 방향 역시 대부분의 값들이 요구사항보다 크게 나옴을 볼 수 있으

며, 1%를 넘는 데이터도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 분석

결과의 평균값은 0.49%에서 0.92%로 약 2배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원

인 분석을 위해서는 기하보정 정확도 향상 및 ISRD 분석 영역의 균질성을 가지는 영

상 확보 및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전 밴드에 대해 동일하게 값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본 분석 방법과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GOCI와 같은 특정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3.5.24. GOCI-II NS 방향 1차 자료 ISRD 분석 결과

표 3.5.25. GOCI-II NS 방향 2차 자료 ISRD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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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5. GOCI-II NS 방향 1차 자료 ISRD 분석 결과.

그림 3.5.36. GOCI-II NS 방향 2차 자료 ISRD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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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1.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측정산

식 등)
달성치

최종목표
GOCI-II
지상시스템
개발

GOCI-II
지상시스템
개발 진척율

100% 50%
개발계획 대비
추진현황 기준

100%

알고리즘 구현
SW 검증
만족여부

0.99
이상

5% -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 결과 비교
(참조결과와

개발결과의 비교,
R2 기준)

100%
(1.00)

알고리즘
정확도

70% 10%
70%

(미국/NA
SA)

알고리즘 정확도
산출

100%
(80.63%)

위성자료배포
소요시간

37분 10% -
L2 자료처리 →
배포 시간 측정

100%
(평균 20분)

자료처리
시스템 성능

240
GB/일
(상세설
계 시
확정)

5%
일간 최대 처리용량
(L0->L2, 병렬처리

기준)

100%
(15시간)

GOCI-II
지상시스템
가용도

98% 10% -
일정기간의

운용가용성 계산
100%

지상국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만족여부

11건
모두
만족

10% -
지상국 인프라
요구사항

(별첨 2)과 비교

11건
만족

1차년도
(2015년)

GOCI-II
지상시스템
세부기술
기본설계

자료처리시스템
요구사항

분석/기술조사1
)

100% 25% -

요구사항 분석서
완성도

(요구사항 도출 및
요구사항별 기능

제시)

100%
(요구사항
분석서 작성
완료)

자료처리시스템
개념설계

100% 25% -

개념설계도 완성도
(자료처리 개념
정립, 운영
시나리오)

100%
(개념설계도
작성 완료)

지상국 운영
시스템 개발
기본설계

100% 25% -

지상운영시스템
구성도 문서 완성도
(시스템구조,인터페
이스, 주요기능

분석)

100%
(시스템

구성도 작성
완료)

지상국 인프라
기본설계

100% 25% -

지상국인프라 구축
계획서 완성도
(요구사항 별
최소사양 분석,
구축계획 수립)

100%
(지상국

인프라 구축
계획서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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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처리시스템 요구사항분석/기술조사에 포함된 연구내용
-GOCI-II 대기보정개발을 위한 문헌조사
-적용 가능한 산출물 알고리즘의 성능조사

2차년도
(2016년)

GOCI-II
지상시스템
세부 기술
개발 및
상세 설계

GOCI-II
지상시스템
개발 진척율

30% 50% -
개발계획 대비
추진현황 기준

100%

알고리즘 개발
및 코드
구현율1)

100% 30% -
알고리즘 코드

5종
100%

알고리즘개발환
경 주요기능
만족율2)

100% 20% -
주요기능 5종의
만족여부 확인

100%

1) 알고리즘 개발 및 코드 구현에 포함된 연구내용
-GOCI-II 탁수대기보정 기법(709nm 탁수대기보정 코드)

-핵심수질변수 3종 알고리즘 코드
-복사전달모델 코드

* 신규밴드를 활용한 알고리즘 위주로 개발
2) 알고리즘개발환경 주요기능
- 알고리즘관리모듈 관리
- 알고리즘 코드의 형상관리
- 알고리즘 코드의 검증 관리

- 알고리즘 코드의 안정성 시험 관리
- 현업 처리시스템 설치 지원

3차년도
(2017년)

GOCI-II
지상시스템
SW 개발
및

전산환경
인프라
구축

GOCI-II
지상시스템
개발 진척율

57% 50%
개발계획 대비
추진현황 기준
(11페이지 참조)

66%
(135%)

지상국 인프라
구축 진척율

40% 10%
전력/네트워크/항온
항습 구축여부
(15페이지 참조)

35%
(85%)

개발·검증
목표를 달성한
레벨2 산출물

26종 40%
산출물 알고리즘의

목표 성능
(16페이지 참조)

26종
(100%)

4차년도
(2018년)

GOCI-II
지상시스템
SW

시험/개선
및 인프라
확충

GOCI-II
지상시스템
개발 진척율

90% 50%
개발계획 대비
추진현황 기준

90%
(100%)

지상국 인프라
구축 진척율

90% 10%
전산장비 인프라
구축여부

(15페이지 참조)

70%
(78%)

개발·검증
목표를 달성한
레벨2 산출물

26종 40%
산출물 알고리즘의
프로토타입 성능
(16페이지 참조)

26종
(100%)

5차년도
(2019년)

GOCI-II
지상시스템
통합검증
및

시험운영

GOCI-II
지상시스템
개발 진척율

100% 40%
개발계획 대비
추진현황 기준

100%

위성자료배포
소요시간

37분 10%
120분
(GOCI
기준)

시스템 통합시험
결과

100%
(평균 20분)

자료처리
시스템 성능

240
GB/일

10%
10 GB/일
(GOCI,

시스템 통합시험
결과

100%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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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제안요구서 상의 지표와 평가방법

구 분 지 표 목표치

자료처리
시스템

알고리즘 구현 SW 검증 만족 여부
(참조결과와 개발결과의 비교 등)

산출물 26종(표 4) 모두 만족
(R2 값 0.98이상)

알고리즘 정확도(GOCI 영상 적용 시) 70% 이상

지상운영
시스템

위성 자료 배포 소요시간
(Level 2 자료 처리-> 배포)

37분 이내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가용도
(1개월(TBC) 동안 98%이상의 운영

가용성을 가져야 함)
※ 운영 가용성의 정의

   총 시간 : A
시스템 장애시간(계획정지 미포함) : B

운영가용성 = 100*(A-B)/A

98% 이상

지상국 인프라
지상국 인프라 구축 시 요구사항 만족

여부
[별첨3] 내용 모두 만족

기 타

SCI/SCIE 논문 게재
32편

(분야별 상위 30% 이내 논문
주저자 4편 게재)

프로그램 등록(통합자료처리시스템) 1건

L0->L2
순차처리)

GOCI-II
지상시스템
가용도

98% 15%
시스템 통합시험

결과
100%

지상국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만족여부

11건
모두
만족

15%
시스템 통합시험

결과
11건
만족

영상 정밀보정
SW 개발

100% 10%
시험/검증 보고서
(URD 성능 만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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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적

○ 논문 32 편 (SCIE 27편, 비SCIE 5편)

○ 특허 출원 6건/등록 4건

○ 프로그램 등록 9건

○ 인력양성 26명 학위취득 (박사 6, 석사 13, 학사 7)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SCIE : 27개, 비SCIE : 5개, 총 32개)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
비SCIE)

게재
일

등록번호
(ISSN)

1

Evaluation of Stray Light Correction
for GOCI Remote Sensing
Reflectance Using in Situ

Measurements

REMOTE SENSING
wonkook
Kim

8(5) 스위스 MDPI SCIE
2016.0
5

2072-4292

2
Marine Disaster Detection Using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International Journal of
u- and e- Service,
Science and
Technology

양현 9(1) Australia SERSC 비SCIE
2016.0
1.31

2005-4246

3
Application of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Data to the Extraction

of Ocean Fronts

REMOTE SENSING
LETTERS

양현 7(5) 영국
Taylor &
Francis

SCIE
2016.0
2.22

2150-704X

4
Novel ray tracing method for stray
light suppression from ocean remote

sensing measurements
OPTICS EXPRESS 오은송 24(10) 미국

Optical
Society of
America

SCIE
2016.0
5.15

1094-4087

5

Evaluation of chlorophyll retrievals
from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김원국 184(1) 미국 Elsevier SCIE
2016.0
8.02

0034-4257

6

Quantitative Estimation and
Validation of theEffects of the

Convergence, Bisector Elevation, and
Asymmetry Angles on the

Positioning Accuracies of Satellite
Stereo Pairs

PHOTOGRAMMETRI
C ENGINEERING
AND REMOTE
SENSING

정재훈 82(8) 미국

American
Society of
Photogramme
try and
Remote
Sensing

SCIE
2016.0
8.31

0099-1112

7
효율적인 스테레오 위성자료 활용을
위한 기하요소 간 상관성 분석

한국측량학회지 정재훈 34(5) 대한민국 한국측량학회 비SCIE
2016.1
0.31

1598-4850

8
Information-Theoretic Caching: The

Multi-User Case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Theory

임성훈 63(11) 미국 IEEE SCIE
2017.1
1

0018-9448

9
서버가상화 및 분산처리를 이용한
천리안해양관측위성 산출물 재처리

시스템
대한원격탐사학회지 양현 33(2) 대한민국 

대한원격탐사
학회

비SCIE
2017.0
4

1225-6161

10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지상시스템

개발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한희정 23(3)

 대한민국
 

한국정보과학
회

비SCIE
2017.0
3

2383-6318

11
Use of weighted least squares for
geo-positioning using dual-satellite

image pairs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정재훈 38(6) 영국

Taylor &
Francis

SCIE
2017.0
2.06

0143-1161

12

GOCI Yonsei aerosol retrieval
version 2 products: an improved
algorithm and error analysis with
uncertainty estimation from 5-year

validation over East Asia

Atmospheric
Measurement
Techniques

Myungje
Choi

11 독일 EGU SCIE
2018.0
1.17

1867-8548

13
Assimilating AOD retrievals from
GOCI and VIIRS to forecast surface
PM2.5 episodes over Eastern China

Atmospheric
Environment

Jiongming
Pang

179 네덜란드 Elsevier SCIE
2018.0
4

1352-2310

14

Annual New Production of
Phytoplankton Estimated from
MODIS-Derived Nitrate

Concentration in the East/Japan Sea

Remote Sensing Huitae Joo 10(5) 스위스 MDPI SCIE
2018.0
5.22.

2072-4292

15
Comparison of Internal Waves in
Various Ocean Field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Kim, Hyuna 85 미국

Coastal
Education &
Research
Foundation

SCIE
2018.0
3.23

0749-0208

16
Hourly Observed Internal Waves by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y

in the East/Japan Sea

Journal of Atmospheric
and Oceanic
Technology

Kim, Hyuna 35 미국
American
Meteorologica
l Society

SCIE
2018.0
3.23

0739-0572

17
CHLOROPHYLL CONCENTRATION
DERIVED FROM MICROWAVE

JOURNAL OF
MARINE SCIENCE

Jo,
Young-Heo

26 TAIWAN
National
Taiwan

SCIE
2018.0
2

1023-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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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
비SCIE)

게재
일

등록번호
(ISSN)

REMOTE SENSING
MEASUREMENT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LGORITHM

AND
TECHNOLOGY-TAIW

AN
n

Ocean
University

18

Comparison of Aerosol Reflectance
Correction Schemes Using Two

Near-Infrared Wavelengths for Ocean
Color Data Processing

REMOTE SENSING 안재현 10(11) 스위스 MDPI SCIE
2018.1
1

2072-4292

19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the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Chub
Mackerel (Scomber Japonicus) in the
East/Japan Sea and the South Sea of

South Korea

REMOTE SENSING Dabin Lee 10(6) 스위스 MDPI SCIE
2018.0
6

2072-4292

20

Simple aerosol correction technique b
ased on the spectral relationships of 
the aerosol multiple-scattering reflect
ances for atmospheric correction over

 the oceans. 

Optics express 안재현 24(26) 미국
OPTICAL S
OC AMER

SCIE
2016.1
0

1094-4087

21
Broadband dependence of atmospheric
transmissions in the UV and total

solar radiation

Tellus B: Chemical
and Physical
Meteorology

Hana Lee 71:1 영국
Taylor &
Francis

SCIE
2018.1
2.12

1600-0889

22

Atmospheric Transmission of
Ultraviolet and Total Solar Radiation
by Clouds, Aerosols, and Ozone in
Seoul, Korea: a Comparison

of Semi-Empirical Model Predictions
with Observations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Hana Lee 55 대한민국

Korean
Meteorologica
l Society and
Springer

SCIE
2018.1
1.06

1976-7951

23
Aerosol model evaluation using two
geostationary satellites over East

Asia in May 2016
Atmospheric Research

Daisuke
Goto

217 네덜란드 Elesevier SCIE 2019 0169-8095

24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the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the
Todarodes pacificus (Japanese

Common Squid) around South Korea
2019

REMOTE SENSING Dabin Lee 11(23) 스위스 MDPI SCIE 2019 2072-4292

25

Spatial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and removal methodology of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eckles
from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Min-Sun
Lee

40(10) 영국
Taylor &
Francis

SCIE
2019.0
5.19

0143-1161

26
Communication Versus Computation:
Duality for Multiple-Access Channels

and Source Coding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THEORY

Jingge Zhu 65(1) 미국 IEEE SCIE
2019.0
1

0018-9448

27

Comparison of Various Frequency
Matching Schemes for Geometric
Correction of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Sensors
Jong-Hwan
Son

19(24) 스위스 MDPI SCIE
2019.1
2

1424-8220

28
정지궤도 해양위성 2호 지상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한희정 25(10)

 대한민국
 

한국정보과학
회

비SCIE
2019.1
0

2383-6318

29
Remote Sensing analysis of cold

water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in the east sea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윤석 28(6) 대만

National
Taiwan
Ocean
University

SCIE
2020.1
2

1023-2796

30

Sea Surface Temperature and High
Water Temperature Occurrence

Prediction Using a Long Short-Term
Memory Model

REMOTE SENSING 김민규 12(21) 스위스 MDPI SCIE
2020.1
1

2072-4292

31

Estimating Water Reflectance at
Near-Infrared Wavelengths for
Turbid Water Atmospheric

Correction: A Preliminary Study for
GOCI-II

REMOTE SENSING 안재현 12(22) 스위스 MDPI SCIE
2020.1
1

2072-4292

32
Geometric accuracy analysis of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Level 1B (L1B) product

OPTICS EXPRESS 정재훈 28(5) 미국
OPTICAL
SOC AMER

SCIE
2020.0
3

1094-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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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6건/등록 4건)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프로그램 등록 9건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1
최소 잡음 비율 변환기법을 이용한 위성
또는 항공기에서 촬영된 영상의 인위적인

잡음신호 보정 방법
대한민국

박영제,
김원국

2016/02/04
10-2016-0
014217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2017/05/12
10-173742

6
30%

2
정지궤도 인공위성용 광학카메라의 영상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 및 장치
대한민국

조성익,
박영제

2016/12/29
10-2016-0
182674

30%

3 위성 영상 기하 보정 장치 대한민국
조성익,
안기범

2016/12/20
10-2016-0
174508

100%

4
해양 프론트 기반의 해양 정보 분석 장치 및

방법
대한민국

양현,
최종국

2016/05/24
10-2016-0
063399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2017/03/10
10-171716

7
50%

5
기계학습 기반 위성 해무 탐지 장치 및 해무

탐지 방법
대한민국

박명숙,
김동희,
박영제

2017/11/15
10-2017-0
152020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2019/05/29
10-198602

5
80%

6
대기 에어로졸입자에 의한 광 산란 반사도

보정 장치 및 방법
대한민국

안재현,
박영제,
김원국,
이보람

2017/12/22
10-2017-0
178375

50%

7
위성 영상 기반의 구름 탐지 장치 및 그

방법
대한민국

홍성욱,
반현주,
박영제,
한희정

2018/12/20
10-2018-0
166502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2019/07/10
10-200063

0
100%

8
정지궤도 위성전용 수신안테나 일체형

지상국 인프라
대한민국 배상수 2017/06/20

10-2017-0
077995

30%

9 순환신경망을 이용한 수온 예측 대한민국
양현,
김민규

2019/11/29
10-2019-0
157404

20%

10
GOCI-II 자료 처리를 위한 해색 알고리즘

개발 환경
대한민국

양현,
한희정,
양신일,
박영제

2019/08/28
10-2019-0
106028

70%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1 ARM(에이알엠) 2018/10/31 이권호 2019/03/28 C-2019-00880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
2 GLRS(지엘알에스) 2018/10/31 이권호 2019/03/28 C-2019-00880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

3
GOCI_ACR(지오씨아이_에이씨알

)
2018/10/31 이권호 2019/03/28 C-2019-0088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

4 GOCI_SRP(지오씨아이_에스알피) 2018/10/31 이권호 2019/03/28 C-2019-0088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
5 GORAS(지오알에이에스) 2018/10/31 이권호 2019/03/28 C-2019-0088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

6

SNAP(에스엔에이피) 전용
GOCI-II(해양관측위성2호)

데이터
뷰어툴박스

2019/11/30 양현 2019/12/09 C-2019-03870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

7
천리안 해양위성 2호 운영자

툴박스
2020/12/15 한희정 2021/01/18 C-2021-00445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

8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를
이용한 부유조류 탐지 알고리즘

2020/10/16 박영제 2020/10/21 C-2020-0392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0

9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이용한
부유조류 탐지 알고리즘

2020/10/17 박영제 2020/10/21 C-2020-03922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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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연구 인력 양성 (26명 학위 취득 - 박사 6, 석사 13, 학사 7)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1 인하대학교 2017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2 1 1 4 4

2 연세대학교 2017 1 1 1

3 부경대학교 2017 1 2 3 3

4 서울대학교 2017 1 1 1

5 부산대학교 2017 1 1 1

6 한국해양대학교 2019 1 1 1

7 인하대학교 2018 3 2 5 5

8 강릉원주대학교 2018 2 1 1 2

9 부경대학교 2018 4 1 3 4

10 서울대학교 2018 1 1 1 1 2

11 부산대학교 2018 2 1 1 2

계 6 13 7 19 7 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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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 분야 기여도
1. 신속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조기 대응으로 해양재해·재난 피해 저감

- 관측 후 60분 이내 적조 발생 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가능

-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적조에 대한 사전 경계를 통한 적조 피해 저감에 15% (미국, 적

조관측시스템의 위성 기여율) 기여

- 녹조, 냉수대 등 대규모 해양현상에 대한 조기 경보 지원

- 해양 이외의 기상, 환경 분야 융합 활용(황사, 태풍, 미세먼지)

2. 해양탄소순환 및 장단기 기후변화 이해도 향상

- 해양 일차생산력 및 해양-대기 탄소 교환량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해양탄소배

출권 도입에 대비

- 기후변화나 중장기 기후변동성에 대한 해양의 역할을 이해하여 해양변화 예측에 기여

3. GOCI-II 지상시스템 확보를 통한 정지궤도 해양위성 분야의 선도적 지위 확보

- 세계 수준의 독자 지상국 확보: 선진국형 (사용자 중심) 위성 개발 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적 토대 마련

- 26종 산출물 별 생산 알고리즘 및 검증 방안을 마련(ATBD): 위성활용 연구의 근거자

료 제공

- 24배 이상 대용량 자료처리, 병렬처리 기술 등 자료처리 최적화 기술 적용: SW 처리

시간 단축

- 시스템 다중화 구성 및 운영상화 감시 및 제어 시스템 개발 : 98% 이상의 고가용성

시스템 확보

4. 해양위성 자료서비스 개선으로 본격적인 활용 증대

- 250m 급 자료를 60분 이내 사용자 제공 가능: GOCI 대비 4배 큰 자료를 2배 빨리 제

공

* 공간해상도: 500m(GOCI)->250m(GOCI-II), 배포소요시간: 120분(GOCI)->60분

(GOCI-II)

- 신뢰도 높은 위성자료를 적시에 제공: 긴밀한 현업 활용 협조체계 구성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ㆍ공군 등)

- GOCI 및 GOCI-II 누적자료 분석: 중장기 기후변동성, 한반도 주변해역의 계절적 변동

성 연구 지원

- 해색 자료처리분석 전문인력 확보: 맞춤형 자료 서비스 등 활용지원 역량 강화

- 한반도 및 전세계 해양환경변화 감시를 통한 실시간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기여

5. GOCI-II 지상시스템의 대용량 영상분석 기능은 국방, 의료, 방송, 환경/기상 등 대용량 영상

분석을 수행하는 유사분야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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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내용의 우수성

가. 국내 최초 위성자료처리에 GPU 기반 병렬처리를 적용

(1) 가속기 기반의 병렬처리 코드 변환을 지원

=> 대기보정 알고리즘의 경우 GOCI 대비 약 30배 처리시간 단축

=> 시간 요구사항(37분) 대비 실제 처리시간은 12분/scene(LA기준)으로 만족

나. 오픈소스 및 공통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지상시스템 개발

다. 국내 주도로 해양/대기/육상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기술 확보

(1) 실제 해수 환경과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각대기보정 코드 구현

(2) GOCI-II 12 밴드를 활용한 26종 산출물 생산 알고리즘을 개발

(가) GOCI-II 추가밴드를 활용한 대기 보정 및 L2 산출물 정확도 향상

라. 위성 궤도상시험 기간 중 광학성능시험, 해색 산출물 처리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수행

7. 환경 변화 대응의 적정성

가. 위성발사 지연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과제 수행

(1) (외부 환경변화) 정지궤도복합위성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가) 위성 발사(’19년 중 -> ’20년 초), 항우연 지상국 개발 일정 변경 (’18.12 ->’19.9)

(2) (대응) KIMST 협약변경을 통해 발사 일정에 맞춰 시스템 구축/시험 일정을 수정

나. 기관 이전, 코로나19 등에도 불구하고, 해양위성운영동 적시 완공

(1) (외부 환경변화)

KIOST 부산 이전 및 건축 설계 변경으로 건축 착수 지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레이돔업체인력(중국) 입국 불가

(2) (대응)

KIMST 현장점검(3회) 및 전문가 자문, 주간진도보고를 통해 건축 일정 관리

국내 기술력이 있는 업체 대체 투입하여 레이돔 설치 일정 준수

다. 궤도상시험 이후 짧은 분석 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성운영 조기 정규화

(1) (외부 환경변화)

수신 대역 외 잡음으로 인한 위성자료 수신 실패 발생

궤도상시험 기간 GOCI-II 자료 활용 어려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관측 일정 일부 취소

(2) (대응)

수신 장비 추가 장착(필터)을 통한 잡음 차단으로 위성 자료 정상 수신

’20.10~12기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물 정확도 추정.

부산 근해의 정점관측자료와 MODIS 위성자료를 이용한 산출물 정확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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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제1절. GOCI-II 활용 체계

그림 5.1. GOCI-II 활용 체계.

§ (운영서비스 활용) 본 과제에서 개발된 천리안 해양위성 2호 통합처리시스템(G2GS)

은 향후 10년 동안 정규 산출물을 자동 생산하여 일반 국민과 연구자에게 제공될 계

획임.(배포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의 국가해양위성센터에서 수행)

- 연구용 자료 배포를 위해 ECMWF 자료를 활용한 추가 보정 자료를 3개월 지연기

간을 가지고 KIOST에서 배포 예정

§ (현업활용) G2GS 산출물은 일일영상모니터링 등의 분석 과정을 통하여 각종 해양현

안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데 활용할 계획임. 괭생이모자반, 적조, 저

염분수, 유빙, 해무 등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현안에 대한 분석자료는 관계 기관에 제

공할 계획임. 연안 관리지역, 용승해역, 울릉도-독도 등 관심 해역에 대하여 엽록소농

도, 부유물 농도 등 해양환경 자료를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연구개발 활용) 위성정보의 현업화(현안대응), 융복합활용 연구, 고도화(정확도 개선),

서비스화(자동화, 대용량처리)에 활용

- GOCI-II 산출물은 현안대응 자동 정보 생산의 중요한 입력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해수부, 다종위성 기반 해양 현안대응 실용화 기술 개발, 2018-2022)

- GOCI-II 산출물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과제 추진(해수부, (가칭)천리안 해양위성 2

호 검보정을 통한 장기 해양변화 연구)

- 본과제에서 개발된 분산저장, 병렬처리 등 대용량 자료처리기술의 활용(“해양위성

영상 분석 활용 기술 개발”에 제안)

- (융복합활용 기대) 테스트자료를 이용한 천리안 해양위성 2호 통합처리시스템 개발

이 완료된 후, 개발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2022년부터 GOCI-II 산출물 검증 및 고

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위성 운영 기간 동안 국내외에 자료 제공시 대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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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료 품질에 신뢰도 확보에 활용 가능하며, 더불어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동일

플랫폼에 탑재된 환경-해양 센서의 융합을 통한 해양위성 정확도 향상 및 해양 미

세먼지 탐지 분석 기술의 향상으로 국민에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국제 협력) 한반도, 태평양, 남반구 관측이 가능한 GOCI-II 해색위성을 활용하여 수

준 높은 과학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하며,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환경관측을 수행함

으로써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 부합하는 해양위성강국으로써 포용

적 과학기술외교 수행에 활용 가능함

- 20년 장기 해색위성 자료 구축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 변화 및 기후변화 감

시 및 정책결정 지원에 활용가능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한-인니, 한-중, 한-일, 태

평양 등 국외 검보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GOCI-II 성능 향상이 가능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활용 가능함

그림 5.2.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캡처 (2021년 02월 기준).

제2절. 산출물 별 활용계획
§ 대기분자산란 보정 반사도: 대기분자입자에 의한 광산란 반사도가 제거된 반사도 영상으

로 좀 더 선명한 RGB합성 영상을 생성하는데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해양 및 육상 활용/

연구의 기본적인 입력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원격반사도: 대기신호가 제거된 순수한 해수만의 분광영상으로 GOCI-II 기본산출물 이외

의 추가적인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연구에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총 흡광계수, 총 역산란계수: 해수 구성입자들의 고유광특성에 의해 빛이 산란 혹은 흡광

되는 정도의 분광영상이며, 해수 구성성분에 의한 해양 광 환경의 영향을 연구하는데 활

용 될 것으로 기대

§ 하향확산 감쇄계수, 세키 디스크 깊이: 바다에서 빛이 투과하는 깊이 혹은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이를 활용하여 해수의 수질을 비롯해서 맑거나 탁한 정도를 가장 직관

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엽록소농도: 식물성플랑크톤 군집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써 해양 생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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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자료로 활용

§ 총부유물질농도: 해양의 탁도를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해양

에서의 부유사 이동 및 퇴적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될 것으로 기대

§ 용존유기물흡광: 해양의 오염정도 및 수질에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육상기원

§ 해양일차생산력: 해양에서 식물성플랑크톤에 의한 탄소 저장 정도를 나타내는 기본 자료

로써 탄소배출권 등의 기본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어장환경 등의 해양환경

분석 및 연구에도 부수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부유조류: 바다에서의 녹조 및 갈조의 이동 정보를 제공하여 녹갈조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자체에서 예보 및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

§ 엽록소 해양전선: 해수표면온도 전선 자료로는 알 수 없는 엽록소 전선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해양 생물/생태환경 관련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표층해류 흐름: 표층해류의 이동방향과 속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유조류/부유사

등의 이동 예측, 모니터링 등에 활용

§ 저염분수 판별: 여름철 양자강에서 나오는 저염수의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련 지

자체에 제공하여 저염수에 의한 양식장 피해를 미리 대비하여 최소화

§ 해무, 해빙: 해무와 해빙의 분포를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에 제공하여 연안 항만교통 안

전관리를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

§ 적조지수: 여름철 남해 및 주변해역의 적조 분포를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

이를 제공하여 적조에 의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

§ 어장지수 (고등어): 고등어 어획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해역의 정보를 어민들에게 제

공하여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어장환경의 보호 및 복원

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자료로도 활용

§ 대기광학두께, 황사 및 에어로졸 타입: 한반도 주변 넓은 영역에서 에어로졸 농도 및 종

류 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시간단위 자료로 제공하여 미세먼지 분포 및 발원지로 부터

의 이동경로를 분석하는데 활용

§ 육상지표반사도, 협대역육상알베도, 광대역육상알베도, 토지피복: 대기에 의한 영향이 최

소화된 육상의 반사도 분광 정보를 제공하여 육상 활용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

로 기대

§ 육상식생지수, 개량식생지수: 육상 식생의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여, 난개발에 의한 식

생감소 혹은 중국 및 몽골 지역의 사막화 모니터링 관련 자료로 활용

제3절. GOCI-II 산출물 검보정 계획
§ 해양위성센터에서는 후속과제를 통해 GOCI-II의 추가적인 검보정을 수행할 예정임

§ GOCI-II의 검보정을 위해 센서특성분석, 1차산출물 복사보정 및 대리교정, 2차산출물 검

보정 등의 과정이 필요

§ 1차적으로 센서특성 분석 단계에서는 GOCI를 이용하여 복사보정계수를 재산출하고, 분

광응답특성 또한 재분석

§ 센서분석이 완료 된 후에는 GOCI 뿐 아니라 NASA 및 NOAA에서 운용중인 MODIS,

VIIRS 자료를 활용하여 GOCI-II의 초기단계 대리교정 수행하여 대기보정 1차 검보정 우

선 수행하고, GOCI자료와의 시공간적 연속성도 확보

§ 이후 과학기지 및 선박관측을 통해 수집된 현장자료들과 이용하여 해색산출물들의 우선



- 583 -

적인 검보정 수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안은 다음과 같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조사선을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수 광특

성 현장조사를 분기별, 해역별로 구분하여 GOCI-II 산출물 검보정에 필요한 매치업 현

장자료를 수집

- 동경 124도 30분과 동경 125도 30분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는 3개의 해양

과학기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와 2026년

경 준공예정인 동해 중부 연안해역의 옹돌초 해양과학기지에 해수 및 대기 광량 무인

자동 측정시스템(Aeronet-OC, TriOS RAMSES above system 등)을 설치/운용하여

지속적인 현장 원격반사도를 수집

- 강릉 주문진항에서 북동쪽 약 15 km 해상에 계류되어 운용중인 동해해양광학부이

(ESOOB)의 수중 광학 자료와 황해 중부 부이, 울릉도 근해 해양관측 부이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관측 부이의 자료를 수집

§ 위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현장자료들 중에서 GOCI-II 자료와 매치업이 가능한 현장

자료들을 선별하여 각 산출물의 정확도를 분석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산출물 알

고리즘 개선연구의 피드백 자료를 생산

그림 5.3 GOCI-II 산출물 검보정 실행 계획(안).

§ 후속연구를 통하여 seasonal, regional 민감도 등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확보하여, 최종 end-user에게 명확한 자료 수준 및 검증 reference 자료를 자세히

제시

§ 시스템 개발과 알고리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내용을 세부 과제 형식으로 구분하고, 알고

리즘 연구는 검증을 포함하여 발사 후 1~2년까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에 반영

§ 후속연구 진행 시 산출물의 정성적 활용도를 상, 중, 하 3 단계 정도로 구분하여 활용가

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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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일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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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
호)

비고
(설치장소

)

ZEUS장비
등록 번호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SOE Lustre
OSS 서버

Apollo 4510
Gen9

1
2017.12.
27

43,516
051-664-
3140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8
-02-242589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SOE 10G
서버팜 백본
스위치

HPE
12916E

Switch 10G
48Port

1
2017.12.
27

202,373
051-664-
3140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8
-03-242671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자유낙하식
광학

프로파일러
Profiler II 1

2017.12.
27

82,183
051-664-
3153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8
-01-241524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SOE Lustre
OSS 서버

Apollo 4510
Gen9

1
2017.12.
27

43,516
051-664-
3140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8
-02-242588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수중
흡광-감쇠
분광계

ac-s 1
2017.12.
27

69,591
051-664-
3153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8
-01-241537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ADE Lustre
OSS 서버

6048R-E1C
R60N

1
2017.11.
27

33,000
051-664-
3140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8
-02-242591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ADE Lustre
OSS 서버

6048R-E1C
R60N

1
2017.11.
27

33,000
051-664-
3140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8
-02-242590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우주급
CMOS
검출기

LARGO
7M

1
2017.10.
17

34,462 051-664-
3166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8
-03-242698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우주급
CMOS
검출기

LARGO
7M

1
2017.10.
17

34,462 051-664-
3166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8
-03-242697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수층별 현장
입도 분석기

LISST-200
X

1
2017.09.
01

49,397 051-664-
3153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7
-09-239795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우주급
CMOS
검출기

LARGO
7M

1
2016.12.
30

32,417
051-664-
3166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7
-07-238822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우주급
CMOS
검출기

LARGO
7M

1
2016.12.
30

32,417
051-664-
3166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7
-07-238823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우주급
CMOS
검출기

LARGO
7M

1
2016.12.
30

32,417
051-664-
3166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7
-07-238821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우주급
CMOS
검출기

LARGO
7M

1
2016.12.
30

32,417
051-664-
3166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NFEC-2017
-07-23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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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는 아래와 같이 보안 및 안전을 위한 기본
시설 및 제도 등을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음.
- 제도 구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산하 보안안전관리단을 별도 운영

- 원내출입: 정문 경비실 경유(1차), 보안키를 이용한 각 건물의 외부인 출입제한(2차), 해

양위성센터 내 전산실은 별도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3차)

- 네트워크: KIOST 통합 전산실의 IPS/방화벽과 해양위성센터 내 IPS/방화벽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침입에 대한 이중보안

- CCTV: KIOST 원내 건물 주요 시설 상시 CCTV 녹화 (해양위성센터 10개 CCTV 설치

/녹화)

- 해양위성센터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내에서도 특별 보안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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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 5건 이내

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
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또는
중복 )

특기
사항
(SCI
여부/인
용 횟수
등)

1 논문

Estimating Water
Reflectance at
Near-Infrared
Wavelengths for
Turbid Water
Atmospheric
Correction: A
Preliminary Study
for GOCI-II

한국해
양과학
기술원

선임
REMOTE
SENSING

4.509 2020.11.18. 중복 SCI

2 논문
정지궤도 해양위성
2호 지상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한국해
양과학
기술원

책임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0.37 2019.10. 중복 비 SCI

3 논문

Comparison of
Aerosol
Reflectance
Correction
Schemes Using
Two
Near-Infrared
Wavelengths for
Ocean Color Data
Processing

한국해
양과학
기술원

선임
REMOTE
SENSING

4.509 2018.11.12 단독 SCI

4 특허

기계학습 기반
위성 해무 탐지
장치 및 해무 탐지
방법

한국해
양과학
기술원

책임 대한민국 - 2019.05.29. 중복 -

5 기타

SNAP(에스엔에이
피) 전용
GOCI-II(해양관측
위성2호) 데이터
뷰어툴박스

한국해
양과학
기술원

선임 대한민국 - 2019.12.09.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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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BEAM(독일)
	① BEAM은 ENVISAT의 기본적인 자료처리 시스템으로 처음 개발되었고, ENVISAT MERIS, AATSR and ASAR 위성영상의 분석, 처리, 디스플레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s)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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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요 기능으로는 매치 업 프로세싱과 분석을 포함한 실증 장치, 데이터 셋 선택과 분석, Level 3 자료 생성과 분석, 대규모 영상의 원격탐사적인 분석 등의 기능, 구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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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총부유물질농도
	가.  개요
	나. 알고리즘
	다. 검증 방법 및 결과
	(1) 검증 준비사항
	(2) 알고리즘 정확도 분석 기술 개선
	(가) 2019년도 동중국해 현장관측자료 6개 추가
	(나) 총부유물질 농도 알고리즘의 Quality Control (QC) 강화
	(다) 절대오차율(APD) 도출 및 정확도 산출

	(3) 요구사항 및 검증 결과
	(4) 향후 계획


	18. 해무
	가. 개요
	나. 해무 알고리즘 개발  
	(1) 입력자료
	(2) 원리 및 변수 개발  
	(3) 결정나무 기반 해무 알고리즘

	다. 해무 알고리즘 검증
	(1) 해무 사례를 통한 준실시간 검증  
	(2) 해무 알고리즘 검증 수행 결과


	19. 황사, 에어로졸타입, 에어로졸 광학두께
	가. 연구개발 목적
	(1) GOCI-II 채널별 반응 함수와 복사전달모델을 활용한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민감도 시험
	(2) GOCI-II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알고리즘 원형 개발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다. 연구개발 범위
	(1) GOCI-II 채널별 반응 함수와 복사전달모델을 활용한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민감도 시험
	(가) 기존 GOC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에서 채널별 지면 반사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최소 반사도 기술 (The minimum reflectivity technique)의 개선 및 GOCI-II에 적합한 지면 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개발 수행
	(나) 지상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 Inversion 자료에서 획득된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분석을 통한 에어로졸 모형 구성 및 민감도 시험을 통한 최적의 활용 채널 선정: Aerosol Optical Depth (AOD), Single Scattering Albedo (SSA), Fine Mode Fraction (FMF), 입자 분포도 (Particle size distribution), 굴절률 (Real and imaginary parts of refractive index) 등
	(다) 구현된 에어로졸 모형과 복사 전달 모델을 활용한 대기 상한 반사도 (Top-of-atmosphere radiance/reflectance) 계산 수행, 조견표 (Look-up table) 구성: 벡터 복사 전달 모델 (A Linearized pseudo-spherical Vector Discrete Ordinate Radiative Transfer, VLIDORT)을 활용하여 높은 태양 고도각에서도 보다 정확한 계산 수행 (Pseudo spherical 가정)
	(라) 380 nm를 활용하여 SSA가 낮은 입자 (Black carbon and Dust)에 대한 민감도 조사 및 에어로졸 유형 구분 정확도 개선, 흡광도 (aerosol absorptivity, or SSA) 정확도 산출 정확도 개선 수행

	(2) GOCI-II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알고리즘 원형 개발
	(가) 복사 전달 모델로부터 계산된 GOCI-II 모의 자료를 활용하여 관측 전 영역에 대해 알고리즘의 reference test 수행 및 알고리즘의 사전 정확도 평가 수행


	라.  GOCI-II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민감도 시험
	(1) VLIDORT 복사 전달 모델을 활용한 민감도 실험
	(2) GOCI-II 에어로졸 산출 정보량 분석
	(3) 고해상도 에어로졸 산출물

	마. GOCI-II 에어로졸 광학 특성 산출 알고리즘 원형 개발
	(1) GOCI-II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
	(2) 구름 및 산출 부적합 화소 제거
	(3) 지표면 반사도
	(4) 조견표 (Look-up table)
	(5) 역추산 방법
	(6) 산출물 정확도 평가 및 알고리즘 코드 검증 수행
	(7) GOCI-II 알고리즘 개발 환경

	바. 검증 방법 및 결과
	(1) 검증 준비사항
	(2) 알고리즘 정확도 분석 기술 개선
	(3) 요구사항 및 검증 결과
	(4) 정성적 분석 결과
	(5) 향후 계획


	20. 정규식생지수(NDVI), 향상된식생지수(EVI, 개량식생지수), 육상 알베도
	가. 연구개발 목적
	(1) 천리안 해양위성 2호 (GOCI-II)에 최적화된 BRDF 모델링을 통한 육상 BRDF/Albedo/NDVI/EVI 산출 기술개발
	(2) 정지궤도 위성의 관측 특성을 고려한 Bidirectional Reflection Distribution Function(BRDF) 모델링
	(3) 고정된 위성 천정각을 고려한 BRDF modeling kernal integration
	(4) 육상 BRDF 산출물을 사용하여 각도 성분에 의한 영향을 반영한 Albedo/Normalized Difference Vegeation Index(NDVI)/Enhanced Vegetation Index(EVI) 산출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다. 연구개발 범위
	(1) 1차년도(2017)
	(가) 알고리즘 기초 이론조사
	(나) Proxy data로 사용할 GOCI 채널 자료 및 Cloud Mask 수집
	(다) 정지궤도 위성의 제한된 각도 성분에 따른 BRDF 모델링 기법 연구
	(라) GOCI에 최적화된 BRDF 모델링 합성주기 및 산출 주기 결정
	(마) 고정된 VZA에 따른 정규화 반사도 생산
	(바) 정규화 반사도 바탕으로 NDVI 및 EVI 산출

	(2) 2차년도(2018)
	(가) 정지궤도 위성의 고정된 VZA을 고려한 BRDF kernel integration 기법 연구
	(나) BRDF component 및 kernel integral을 이용한 분광 알베도 (Narrowband albedo) 생산
	(다) 분광 알베도와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광대역 전환 계수 산출 (Snow-free)
	(라) 광대역 전환 계수를 적용하여 광대역 알베도 산출 (Snow-free)
	(마) 표 타입 및 계절에 따른 광대역 알베도 정확도 및 식생지수 분석
	(바) 시·공간에 따른 오차분석 및 사례분석에 따른 산출물의 품질정보 제시 및 정확도 검증수행


	라. 연구 자료
	마. 연구 내용 및 결과
	(1) 대기보정
	(2) BRDF 모델링
	(3)  Narrowband Albedo 산출
	(4) Narrow-to-Broadband conversion
	(5) NDVI/EVI
	(6) 산출물 검증
	(가) Albedo
	(나) NDVI/EVI



	21. 육상지표반사도
	가. 연구개발 목적
	(1) 최종목표
	(2) 최종목표 설정근거
	(3) 세부 목표
	(가) 주요 기능(또는 규격)
	(나) 주요 성능치
	(다) 핵심 기술
	(라)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4)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다. 연구개발 범위
	(1) 성능목표
	(2) 성능제시 근거 자료

	라.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기초 설계
	(1) 지표반사도 산출물의 정의
	(2) 지표반사도 산출물 요구사항
	(3) GOCI-∏ 기기 특성
	(4) 민감도 실험
	(가) 복사전달 과정에서 태양과 위성센서의 기하조건, 대기 및 육상 요소에 관한 상호 민감도 실험
	① GOCI-II 밴드 특성을 이용한 대기 광학특성 DB구축

	(나) 정지궤도 특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다) 채널별 대기 투과도,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기초 설계
	① 지표 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설계
	② 대기투과도가 보정된 지표반사도 프로토타입 알고리즘 작성



	마.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 
	(1) 대기보정 알고리즘 개요
	(2) 대기보정 알고리즘의 구성
	(3) 입력자료
	(가) 주요 입출력자료
	① GOCI-II L1b 자료

	(나) 보조 입력자료
	① 조견표
	② 미량기체

	(다) 산출 자료
	(라) 메타 데이터

	(4) 대기보정 이론
	(가) 복사전달 이론
	(나) 자료처리 과정 개선
	(다) 조견표 작성
	① 대기분자 산란
	② 대기 미량기체 흡수



	바. 지표반사도 산출결과
	(1) 모의자료
	(가) 현장자료
	(나) 시뮬레이션자료
	(다) 타 위성자료

	(2) 산출 사례
	(가) 대기보정 반사도(ACR)
	(나) 지표 반사도(SRP)
	(다) RGB 칼라합성 영상

	(3) 검증 자료
	(4) 오차 요인

	사. 대기미량기체의 광흡수계수(GOCI-II 파장 기준)

	22. 토지피복도
	가. 연구개발 목적
	(1)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를 위한 Land Cover 산출물 개발
	(가) 정지궤도 위성자료(GOCI-II)에 기반한 세계 최초 Land Cover 자료 제공
	① 주요기능
	② 주요 성능치
	③ 핵심기술
	④ 적용 범위 또는 서비스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다. 연구개발 범위
	(1) 1차년도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GOCI-II의 공간·분광·시간 해상도, 관측영역을 고려한 GOCI-II Land Cover Classes 명명
	① 해외 Global Land Cover (IGBP, UMD, GLC2000, GlobCover2009, MODIS  등) 산출 기술 동향 고찰
	② 해외 Classification Scheme 고찰 및 GOCI-II의 공간·분광·시간 해상도, 관측영역을 고려한 Land Cover Classes 명명

	(나)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을 위한 Reference Dataset 결정 또는 Database 구축
	① Land Cover 산출 정확도 검증을 위한 Reference Dataset
	② Spatial aggregation과 scaling
	③ GOCI-II의 시간 해상도와 토지피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합성주기 결정

	(다) 육상 Land Cover 산출 알고리즘 prototype 구축
	① PC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② Unsupervised Classification (K-means, ISODATA)


	(2) 2차년도
	(가) GOCI-II Land Cover 산출 알고리즘 개발
	① GOCI Reflectance Data를 Proxy Data로 하여 Land Cover 산출
	② 다양한 Case (BRDF, NDVI)에 따른 민감도 분석
	③ 민감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Post-Clustering 수행
	④ GOCI-II Land Cover Classes 명명에 따른 Land Cover 산출

	(나) 산출물 정확도, 알고리즘 코드 검증 수행
	① Reference Dataset (현장관측자료, 국가별 토지피복지도, 고해상도 위성자료, Global Land Cover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확도 검증 수행
	② 고해상도 위성자료 등과의 시계열 비교·분석 수행
	③ 시공간적 오차 특성 분석 수행

	(다) 기술문서 작성
	① IGBP, UMD, GLC2000, GlobCover2009, MODIS 등의 Land Cover Product에 대한 ATBD 또는 Product Description 등을 참조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와의 협의를 통한 기술문서의 Contents 결정
	② GOCI-II Land Cover Product 기술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물을 포함하게 구성할 계획



	라. 연구 수행 내용
	마. 연구 수행 성과
	(1) GOCI-II Land Cover Classes 명명
	(2) Reference Dataset 구축 및 정확도 검증
	(가) First reference dataset
	(나) Second reference dataset



	23. 기술 개발 성과
	가. 26종 정확도 평가표(2018년)
	나. 미달성항목 6종 (2019-2020년) 정확도 분석 결과
	다. 2020년 GOCI-II 활용 산출물 검증
	(1) 10월 추진 실적
	(2) 11월 추진 실적
	(3) 12월 추진 실적


	24. GOCI-II Level 2 정확도 검증 방법 및 결과(‘2018~2020)
	25. GOCI-II Level 2 산출물 알고리즘 정확도 계산
	26. 최종산출물 (ATBD)
	27. 최종산출물 (소스코드)

	제3절. 지상국 하드웨어 구축
	1. GOCI-II 지상시스템 하드웨어 인프라 구성
	가. HW 상세설계 및 성능 시험 결과 (‘17~’18)
	(1) Lustre와 GPFS 파일시스템 성능 시험∙분석을 통해 최적 파일시스템 도출(‘17)
	(2) 고속자료접근을 위한 주저장소와 아카이빙을 위한 영구저장소 구축 완료(‘18)

	나. 전처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1) 자료보정서브시스템(DCS)
	(2) GOCI-II 자료보정서브시스템 영상 전처리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시험 (DPS)
	(가) 사업 범위
	① GOCI-II DPS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시험: GK2B 위성 발사 전 설치, IOT 종료 후 설치  - DPS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시험 수행
	② GOCI-II 지상시스템과의 통합 시험 지원: 해과원에서 주관하는 GOCI-II 지상국 통합 시험 수행 시, GOCI-II 수신 전처리 서브시스템인 DPS와의 연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③ GOCI-II DPS 소프트웨어 운영 교육: DPS S/W 운영 방법 교육


	(3) GOCI-II 자료보정서브시스템 기하보정 소프트웨어(DCS-INR) 설치 및 시험
	(가) 설치 업무
	① 설치절차서 (Qu19105-2503-GK2INR 설치절차서-최종)에 따른 GK2INR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 및 점검 완료> INR IOT 2차분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설치: 공식 버전 1.2: 세부 버전 1.2.0: 대상: GK2INR, INR 모니터, 촬영 별 생성기, DB 파라미터, 보조도구
	② INR1-서버#2(윈도우) 재설치> 서버#1-서버#2 간 공유 네트워크 문제 해결을 위한 재설치> RHEL 7.3 – 네트워크 가상화 – 윈도우 서버 2016간 윈도우 버전 호환성이 의심되어, 윈도우 서버 2019로 업그레이드> 윈도우 버전 호환성 문제가 아닌 네트워크 설정 오류로 판명되어, 윈도우 서버 2016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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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고서류
	(1) 추진현황
	(2) 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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