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연구자료를 내며
본 연구자료는 유럽항공우주국(ESA)에서 발간한 Sentinel-2 위성 발사 후 운영 단
계에서의 위성영상 품질 검증 및 보정(이하 검보정)을 위한 활동 사례집(Sentinel-2
Calibration and Validation Plan for the Operational Phase)을 번역한 자료이다.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촌진흥청과 함께 2025년 농림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며 2021년 현재 위성 탑재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
위성 발사 후 산림분야 활용 증진을 위해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센터에서는 농림위성 산림분야 활용산출물 36종을 개발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위성활용 산출물 개발 및 배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
고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활용 산출물 검보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보정 사이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산림분야
위성활용에 있어서 국가적인 검보정 활동이 수행된 바는 없으며 이를 위한 검보정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산림분야에서
농림위성 활용 산출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실천 활동 목록화의
일환으로 본 사례집을 번역하여 연구자료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자료를 통해 농림위성 검보정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수행되어 향후
산림분야에서 농림위성의 활용 산출물이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산림분야 위성활용 증진에 이바지하는 연구자료가 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2021년 10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임중빈

Contains modified [Document] Sentinel-2 Calibration and Validation Plan for
the Operational Phase for CAS4-500 Calibration an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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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서의 목적
이 문서는 운영 단계(E2)에서 Sentinel-2에 대한 보정 및 검증 계획의 구상, 방법 및
원칙을 규정한다.

1.2 배경
데이터 품질은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물의 능력이다. 사용자 요구는 동일하지
않으며 적용 분야(예: 지도 제작, 산림 감시, 사진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구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정량화하는 능력은 시간에 따라 지구의 표면 특징에
대한 정확도 및 정밀도 보정이 수행되고 일관성 있는 측정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센서
에 의존한다.
보정 및 검증(Calibration and Validation, Cal/Val)은 결과물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보장하기 위해 온보드 및 지상 구성 매개변수와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기본 결과물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명확한 보
정 및 검증(Cal/Val) 계획을 체계적으로 적용한다. 보완적으로, 결과적 결과물 품질의
운영 모니터링은 잘 정의된 품질 관리 절차를 통해 보장된다.
Cal/Val 활동은 다른 지구 관측 위성 위원회(CEOS) 파트너들과 조정 및 협력하여,
CEOS가 승인한 품질보증 전략인 지구 관측 품질 보증 체계(QA4EO)에 따라 수행한다.
CEOS와 QA4EO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각각 http://www.ceos.org/ 및 http://qa4eo.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 제시된 보정 및 검증 활동은 Sentinel-2 임무 수행 센터(MPC)의 담당 업무
이며, 이 센터는 Sentinel-2 페이로드 데이터 지상 세그먼트(PDGS)의 일부를 통합한
다([OCD], [SRD], [SMICD] 및 [PSD] 참조).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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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서의 개요
이 문서는 여섯 챕터로 구성된다.

챕터 1: 서론
이 챕터에는 문서의 배경,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적용 및
참조 문서의 목록, 두문자어 목록, 정의, 용어 및 규약, 그리고 Sentinel-2 MSI 탑재체
및 레벨 1 결과물 품질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챕터 2: 보정 및 검증 활동의 개요
이 챕터에는 모든 검증 및 보정 활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설명이 포함된다.

챕터 3: 레벨 1
이 챕터에서는 레벨 1 보정 및 검증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설명한다.

챕터 4: 레벨 2A
이 챕터에서는 레벨 2A 보정 및 검증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설명한다.

챕터 5: 부록 A: Cal/Val 시험 대상지
이 챕터에서는 Sentinel-2 보정 및 검증 활동의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시험 대
상지를 설명한다.

챕터 6: 부록 B: Cal/Val 보완 방법 설명
이 챕터에서는 챕터 3에서 언급한 추가 보정 및 검증 방법을 설명한다.

챕터 7: 부록 C: 캠페인
이 챕터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Sentinel-2 임무 사양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
된 대상지 및 공중 캠페인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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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용 문서
식별자

설명

버전

[MRD]

GMES Sentinel-2 Mission Requirements Document,
EOP-SM/1163/MR-dr

2.1

[OCD]

GMES S-2 PGDG Operations Concept Document,
GMES-GSEG-EOPG-TN-09-0008

2.2

[SRD]

GMES Space Component Sentinel-2 Payload Data
Ground Segment System Requirements Document
(SRD), GMES-GSEG-EOPG-RD-09-0028

2.4

Sentinel-2 PDGS Master Interface Control Document,
S2-PDGS-TAS-DI-ICD-MICD

09

[SMICD]

1.5 참조 문서
식별자
[MSI-CCOG]

[Helder et al.,
2004]

[MSI-CCIF]
[ICCDB-ICD]
[ICCDB]

[FOM-MSI]

[E2EPB]

설명

버전

MSI on ground characterisation and calibration
specification, GS2.RS.ASF.MSI.00033

7.0

Helder, D., T. Choi, M. Rangaswamy. 2004. In-flight
characterization of spatial quality using point spread
function. Post-launch Calibration of Satellite Sensors.
Taylor and Francis Group, London, ISBN 90 58 09 693
9. pp. 151-170

-

MSI in-flight characterisation and calibration plan,
GS2.PLN.ASF.MSI.00024

5.0

S2 MSI Calibration and Characterisation Database ICD,
GS2.ICD.ASF.MSI.00009

9.0

MSI Calibration and Characterisation Database,
GS2.RP.ASF.MSI.00072

9.0

Sentinel-2 Flight Operations Manual Volume 8 – MultiSpectral Instrument (MSI), GS2.UM.ASD.SY.00035, 28
Nov 2014

2.0

Sentinel-2 End-to-End Mission, Satellite and Payload
Performance Budgets Document,
GS2.RP.ASF.MSI.00013, Issue 6, 11/04/201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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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Delvit et al.,
2003]

설명

버전

Delvit, J.M., D. Léger, S. Roques, C. Valorge. 2003.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and noise assessment. In
Proceedings of IEE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July 2003, Vol. 7, pp.
4500-4502

-

Sentinel-2 Product Specification Documentation, S2PDGS-TAS-DI-PSD

12

[GPP-ATBDVM]

S2 Viewing Model, GS2-ST-SY-40-CNES

2.0

[GPP-DPMIAS06]

GMES Sentinel-2 Ground Prototype Processor - IAS#06
"Radio_S2" Detailed Processing Model, GPP-DD-MAGS20125

2.6

DIMITRI Software User Manual (SUM),
ME-MAN-ARG-TNSUM

1.3

G. Thuillier; M. Hersé; D. Labs; T. Foujols; W.
Peetermans; D.Gillotay; P.C. Simon; H. Mandel. The
[Thuillier et al.,
solar spectral irradiance from 200 to 2400 nm as
2003]
measured by the Solspec spectrometer from the Atlas
and Eureca missions. Solar Physics 214(1): 1-22 (2003)

-

[PSD]

[DIMITRI- SUM]

[MSISUNCAL-TN]

Sentinel2 MSI – Sun calibration timing analysis,
GS2.TN.ASF.MSI.00326

3.0

1.6 두문자어
두문자어
BOA

Bottom-Of-Atmosphere(지표반사율)

BRDF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양 방향 반사율 분포 함수)

Cal/Val

4

의미

Calibration and Validation(보정 및 검증)

CEOS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s(지구 관측 위성 위원회)

CSM

Calibration and Shutter Mechanism(보정 및 셔터 메커니즘)

DS

Dark Signal(암 신호)

EO

Earth Observation(지구 관측)

ESA

European Space Agency(유럽 우주국)

ESF

Edge Response Function(에지 응답 함수)

▁ 국립산림과학원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두문자어

의미

ESL

Expert Support Laboratories(전문가 지원 연구실)

FOV

Field of View(시야)

FPN

Fixed Pattern Noise(고정 패턴 노이즈)

GCP

Ground Control Point(지상 기준점)

GICP

Ground Image Calibration Parameter(지상 이미지 보정 매개변수)

GIPP

Ground Image Processing Parameter(지상 이미지 처리 매개변수)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글로벌 위치 결정 시스템)

GRI

Global Reference Image(글로벌 참조 이미지)

IPS

Image Processing Set(이미지 처리 세트)

LOS

Line-Of-Sight(시야)

LSB

Least Significant Bit(최소위 비트)

MPC

Mission Performance Centre(임무 수행 센터)

MSI

Multi-Spectral Instrument(다중 스펙트럼 탑재체)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변조 전달 함수)

NIR

Near Infra-Red(근적외선)

NUC

Non-Uniformity Coefficients(불균일성 계수)

PSF

Point Spread Function(점 확산 함수)

QA4EO

Quality Assurance framework for Earth Observation
(지구 관측에 대한 품질 보증 체계)

RMS

Root Mean Square(평균 제곱근)

ROI

Region Of Interest(관심 지역)

SCT

Satellite Commissioning Team(위성 시운전 팀)

SNR

Signal-to-Noise Ratio(신호 대 잡음 비율)

STD

Standard Deviation(표준 편차)

SWIR

Short Wave Infrared(단파 적외선)

TDI

Time Delay Integration(시간 지연 통합)

TMA

Three Mirror Anastigmatic(세 거울 보정 렌즈)

TOA

Top-Of-Atmosphere(대기 상단)

UV
VCU
WGCV

Ultra Violet(자외선)
Video Compression Unit(비디오 압축 장치)
Working Group on Calibration and Validation(보정 및 검증 작업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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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의, 용어 및 규약
1.7.1 보정
보정은 알려진 제어 신호 입력에 대한 시스템 응답을 정량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이며,
보정 과정의 목표는 센서 모델 매개변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 지
구 관측 위성 위원회(CEOS)의 보정 및 검증 작업 그룹(WGCV)에서 사용하는 임시 정
의이다.

1.7.2. 검증
검증은 시스템 출력에서 얻은 데이터 결과물의 품질을 독립적 수단으로 평가하는 과
정이다. 검증 과정의 목표는 데이터의 품질을 점검하는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얻은
정확도 결과에 따라, 보정 절차를 반복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검증 과정은 방법
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국제 지구 관측 위성 위원회(CEOS)의 보정 및 검증 작업
그룹(WGCV)에서 사용하는 임시 정의이다.

1.7.3 정확도
정확도는 ‘측정에서 얻은 수량 값과 측정량의 실제 값 사이의 근사성’으로 규정한다.

그림 1-1: 정확도 및 정밀도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확도는 실제값에 대한 측정 결과의 근접성을 의미하
고, 정밀도는 측정의 반복성 또는 재현성을 의미한다.

6

▁ 국립산림과학원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1.7.4 정밀도
정밀도는 ‘특정 조건에 따라 어떤 분량의 반복 측정에서 얻은 양 사이의 근접성’으로
정의된다.

그림 1-2: 높은 정확도, 낮은 정밀도(좌측), 높은 정밀도, 낮은 정확도(우측)

1.7.5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사용된 정보에 근거한 측정치인 수량 값의 분산을 특성화하는 매개변수
로 정의된다. 불확실성은 사용한 정보에 따라 측정한 값의 분산을 특성화하는 비음수
매개변수다. 불확실성은 실험 평가에서 도출해야 하지만, 경험과 같은 다른 정보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1.7.6 기타 정의
용어

정의
방사

p

픽셀 또는 칼럼 번호

l

이미지의 라인 번호

b

스펙트럼 밴드(1~13)

d

탐지기 배열 번호(1~12). 이 번호를 생략하면, 배열 d에 대한 의
존성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 내재한다고 가정함. 검출기 배열 d
는 p에서 직접 추론 가능

X(p,l,b,d)

원시 방사(LSB 단위)

Y(p,l,b,d)

Dark Signal 보정 후 디지털 카운트(LSB 단위)

Z(p,l,b,d)

균등화 및 비선형성 보정 후 디지털 카운트(LSB 단위)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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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Req(p,l,b,d)

휘도(W.m-2.sr-1.µm-1 단위)

ρ(p,l,b,d)

등가 반사율

A(b)

밴드 b에 대한 절대 보정 계수

Kslt(b)

보정 모드에서 미광(迷光) 수정

Mb(S[lmin,lmax][pmin,pmax])

스펙트럼 밴드 b에서 면적 S의 평균

σb(S[lmin,lmax][pmin,pmax])

스펙트럼 밴드 b에서 S의 표준 편차
기하

θsd, 𝝓sd

산광기 기준 프레임에서 태양 정점 및 방위각

θv, 𝝓v

산광기 기준 프레임에서 보기 정점 및 방위각. 이들 각도는 픽셀
위치에만 의존함. 산광기 위치는 탑재체에 관해 고정되어 있으
며, 방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

LOS

평균 시야 기준 프레임(지상에서 보정)

PRF

조종 기준 프레임

FOC

초점면 기준 프레임

DIF

산광기 기준 프레임

WGS84

지구 고정 기준 프레임

J2000

2000년 1월 1일 12:00(UT)의 MOD 기준 프레임

QREF1-REF2

기준 프레임
Quaternion

MREF1-REF2

REF1에서 REF2로의 변환 매트릭스

REF1과

REF2

사이에서

회전을

제공하는

[ICCDB]
DIF_LOS_N noted
QLOS→DIF

공칭 보정 위치에서 산광기 표면 방향의 Quaternion을 제공하는
벡터

DIF_LOS_R noted
QLOS→DIF

중복 보정 위치에서 산광기 표면 방향의 Quaternion을 제공하는
벡터

GP_MSI_STA

MSI 프레임에서 STA 프레임으로 전송 매트릭스를 제공하는 오
일러 각도

GP_STA_LOS

STA 프레임에서 MSI LOS 프레임으로 전송 매트릭스를 제공하는
오일러 각도

GP_OLOS_MSI

MSI 프레임에서 LOS 프레임 OLOS의 중심 위치

DIF_TETA_I noted θdiff_i

측정한 일곱 입사 정점 각도를 제공하는 벡터

DIF_PHI_I noted φdiff_i

측정한 다섯 입사 방위각을 제공하는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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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DIF_TETA_R noted θdiff_r

반사된 출력 방향과 산광기의 수직 방향 사이에 아홉 각도를 제
공하는 벡터

DIF_PHI_R noted φdiff_r

Zdif 축 주위에서 열 한 각도를 제공하는 벡터이며, 반사된 출력
방향이 평면 ODIFXDIFZDIF 에 있을 때 0과 같게 됨

RP_{Bj}_KSTL

보정 모드용 미광 보정 계수(밴드당 한 계수)

1.8 MSI 탑재체의 개요
MSI 탑재체는 이전의 다중 스펙트럼 광학 이미지화 임무에 비해 향상된 밴드 범위와
성능으로 설계되었다. 다음 단락에서는 탑재체의 특정 특성, 설계 및 규정된 성능을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MSI의 목표는 그림 1-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VNIR)에서 단파
적외선(SWIR)에 이르는 B13에서 대기를 통해 지구 반사광을 측정하는 것이며, 그 특
징은 다음과 같다.
◦ B4(10m): 청색(490nm), 녹색(560nm), 적색(665nm), 근적외선(842nm)
◦ B6(20m): 식생 특성화를 위한 밴드(705nm, 740nm, 783nm, 865nm) 그리고 눈/
얼음/구름 탐지 또는 식생 수분 스트레스 평가와 같은 부문을 위한 2개의 더 큰
SWIR 밴드(1,610nm, 2,190nm)
◦ 주로 구름 선별 및 대기 보정을 위한 B3(60m): 에어로졸용(443nm), 수증기용
(945nm), 권운 탐지용(1,375nm)
규정된 스펙트럼 밴드 특성 및 성능이 그림 1-3 및 표 1-1에 요약되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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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entinel-2 SI 스펙트럼 밴드 대 공간 해상도
표 1-1: Sentinel-2 MSI 스펙트럼 밴드 특성 및 규정된 성능
밴드 번호

공간 샘플
거리(SSD)(m)

중심 파장
(nm)

밴드폭(nm)

휘도 감수성 범위
Lmin < Lref < Lmax
(W.m-2.sr-1. μm-1)

SNR
사양
(Lref에서)

1

60

443

20

16 < 129 < 588

129

2

10

490

65

3

10

560

35

6.5 < 128 < 559

168

4

10

665

30

3.5 < 108 < 484

142

5

2

705

15

2.5 < 74.5 < 449.5

117

6

20

740

15

2 < 68 < 413

89

7

20

783

20

1.5 < 67 < 387

105

8

10

842

115

1 < 103 < 308

174

8a

20

865

20

1 < 52.5 < 308

72

9

60

945

20

0.5 < 9 < 233

114

10

60

1375

30

0.05 < 6 < 45

50

11

20

1610

90

0.5 < 4 < 70

100

12

20

2190

180

0.1 < 1.5 < 24.5

100

11.5 < 128

615.5

154

표 1-1의 최소(Lmin) 및 최대(Lmax) 휘도는 탑재체의 전체 동적 범위를 나타낸다. 표
1-1의 기준(Lref) 및 최대(Lmax) 휘도는 탑재체의 축소된 동적 범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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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1-2는 탑재체의 고정 패턴 노이즈(FPN) 값을 제공한다.
표 1-2: 고정 패턴 노이즈
FPN(W.m-2.sr-1.m-1)

Lmin

Lref

Lmax

B1

0.034

0.258

1.176

B2

0.107

0.256

1.231

B3

0.073

0.256

1.118

B4

0.066

0.216

0.968

B5

0.088

0.149

0.899

B6

0.091

0.136

0.826

B7

0.075

0.133

0.774

B8

0.040

0.206

0.616

B8a

0.114

0.114

0.616

B9

0.027

0.027

0.466

B10

0.002

0.015

0.166

B11

0.007

0.008

0.14

B12

0.003

0.003

0.049

MSI 탑재체 설계는 높은 기하 및 스펙트럼 성능과 함께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에 의
해 진행되었다.
이 설계는 보정 렌즈(TMA) 망원경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 브룸(push broom) 개념을 기
반으로 하며, 2색 필터에 의해 스펙트럼식으로 분리된 두 개의 초점면을 제공한다.
그림 1-4는 MSI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데, TMA 망원경 구성과 SWIR/VNIR 분할기
및 초점면에 대한 이 망원경의 광학 경로 구조를 보여준다.
각 초점면에 장착된 12개의 광학 탐지기의 배열은 각각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VNIR)
과 단파장 적외선(SWIR) 채널을 포괄한다.
12개의 광학 탐지기는 엇갈리게 장착되어, 지상 궤도에서 총 20.6º의 탑재체 시야각
을 이루며 전체 290km의 Swath width를 갖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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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M3
M2
splitte

VNIR
channels

SWIR
channels

그림 1-4: MSI 내부 구성

그림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점면에 엇갈리게 배치된 탐지기로 인해, 양쪽 홀수
및 짝수 탐지기 클러스터 사이의 시차각이 측정에 유도되어, 탐지기 간 약 46km(최
대) 궤도를 따라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VNIR 및 SWIR 탐지기의 하드웨어 설계가 탐지기 내에서 각 스펙트럼 채
널 센서에 상대적 변위를 부과하여 약 14km의 최대 궤도 평행 변위에 해당하는 밴드
간 측정 시차가 발생한다.

그림 1-5: 엇갈린 탐지기 구성 및 탐지기 간/밴드 간 시차각(MSI 탑재체 문서에서 발췌한 시차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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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2 MSI 초점면 내에서, 일부 스펙트럼 밴드에는 2~4 라인으로 구성된 다중
라인 탐지기가 있다. 다중 라인 스펙트럼 밴드 내에서 일부 밴드는 TDI(시간 지연 통
합)로 작동하고, 나머지는 간단히 선택할 수 있다([FOM-MSI] 참조).
◦ B3, B4는 두 라인을 제공하며, TDI 모드(두 라인의 신호가 결합됨) 또는 단일 라
인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구성할 수 있음
◦ B10은 세 라인으로 구성되며, 각 픽셀에 대해 한 라인을 선택함

그림 1-6: 세 라인 선택(B10)

◦ B11, B12에는 4개의 TDI 라인이 있음. 각 픽셀에 대해 2개의 연속 라인을 선택하
여 결합하거나 한 라인을 선택함(선택은 픽셀에 따라 다름)

그림 1-7: 4 TDI 라인 선택(B11, B12)

초기 구성 모드는 최고 성능의 달성을 목표로 발사 전 탑재체 보정 시 결정한다. 비행
중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위성에 탑재 및 업로드 시 새로운 구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
각 픽셀의 상대적 감도는 탐지기의 물리적 라인과 픽셀에 따라 다르다. 다음 섹션에서
나타내는 방사 모델의 공식은 탐지기 매트릭스의 라인 번호에 의존하지 않는다. TDI
구성이나 라인 선택이 변경될 때마다 보정 계수를 재계산하는 한, 모든 탐지기가 사
실상 단일 라인 탐지기라고(픽셀 당 하나의 값) 가정하는 것이 옳다.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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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1-3에는 스펙트럼 밴드과 기하학적 특성(해상도, 통합 시간, 탐지기 라인의
수, 탐지기당 픽셀 수 및 크기)이 기재되어 있다. 60m 밴드의 경우, 픽셀의 폭은 20m
밴드의 경우와 같다(픽셀 수의 차이는 있음). 비닝 필터는 L1 방사 수정 시 지상에 적
용한다. 이것은 보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레벨
1 A/B 방사 수정 시 SWIR 밴드(B11, B12)의 재배열이다. 이 재배열은 TDI 라인의 다
양한 보기 방향을 보상하기 위해 픽셀을 ± 한 라인씩 이동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재
배열 후에는 같은 라인의 픽셀이 동시에 획득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보정 계수의
계산이 더 복잡해지며 재배열되지 않은 SWIR 이미지로 방사 보정을 수행한다.
표 1-3: Sentinel-2 스펙트럼 밴드 구성
X 크기
Y 크기
탐지기별
(궤도에 수직) (궤도에 평행)
픽셀의 수
(μm)
(μm)

밴드

해상도
(m)

통합 시간
(ms)

탐지기
라인의 수

선택 후
라인의 수

B1

60

9,396

1

1

1296

15

45

B2

10

1,566

1

1

2592

7,5

7,5

B3

10

1,566

2

2

2592

7,5

7,5

B4

10

1,566

2

2

2592

7,5

7,5

B5

20

3,132

1

1

1296

15

15

B6

20

3,132

1

1

1296

15

15

B7

20

3,132

1

1

1296

15

15

B8

10

1,566

1

1

2592

15

15

B8a

20

3,132

1

1

1296

7,5

7,5

B9

60

9,396

1

1

1296

15

45

B10

60

9,396

3

1

1296

15

15

B11

20

3,132

4

2

1296

15

15

B12

20

3,132

4

2

1296

15

15

MSI 기하 모델은 [MSI-CCOG]에서 설명한다.
고품질 방사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보정 및 셔터 메커니즘(CSM) 이라고 하는 전체
대상지/전체 동공 탑재 산광기를 방사 보정에 사용한다. 소형 파동 변환에 근거한 최
첨단 손실 압축을 적용하여 데이터양을 줄인다. 압축 비율(2와 3 사이)은 이미지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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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 스펙트럼 밴드의 시운전 단계에서 미세 조정한다. 관측
데이터는 12비트로 디지털화한다. 탑재체가 태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고, 발사
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정 및 셔터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산광기에 반사된 햇빛을
모은다.

1.9 결과물 품질 요구사항
1.9.1 레벨 1 방사 품질 요구사항
다음 표는 모든 레벨-1 방사 품질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표 1-4: 방사 이미지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코드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설명

절대 방사 불확실성은 축소된 동적 범위
절대 방사 불확 (목표: 전체 동적 범위)에서 표 1-1에 명시
S2-MP-000
실성
된 밴드 세트에 대해 5% 보다 더 우수해
야 함(목표 3%)

[MRD] [SRD]의
상위 요구사항

MR-S2-15

안정되고 공간적으로 균일한 장면을 가정
다중 시간 상대 하면, Level-1B 데이터는 위성의 궤도 내
S2-MP-005 방사
수명 동안 축소된 동적 범위(목표: 전체 동 S2-PDGS-SYS- 315
불확실성
적 범위)에서 임의의 스펙트럼 채널에 대
해 1%보다 더 우수하고 일정해야 함

밴드 간 상대
S2-MP-010 방사
불확실성

안정되고 공간적으로 균일한 장면을 가정
하면, Level-1C 데이터는 축소된 동적 범위
(목표: 전체 동적 범위)에서 위성의 궤도 내
수명 동안, 한 스펙트럼 밴드에서 다른 밴
드까지 3%보다 더 우수하고 일정해야 함

MR-S2-16

안정되고 공간적으로 균일한 장면을 가정
하면, Level-1B 데이터는 축소된 동적 범
교차 유니트
위(목표: 전체 동적 범위)에서 위성의 궤도
S2-MP-015 상대 방사 불확 내 수명 동안, 서로 다른 Sentinel-2 위성
실성
의 두 MSI 탑재체에서 획득한 임의의 스
펙트럼 채널에 대해 3%보다 더 우수하고
일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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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코드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설명

[MRD] [SRD]의
상위 요구사항

S2-MP-020 선형성

선형성 오류 εi(L)는 표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Lmin과 Lmax 사이에 포함된 모든 픽 S2-PDGS-SYS- 315
셀 i와 모든 휘도 L에서 1% 미만이어야 함

S2-MP-025 공간 균일성

안정되고 공간적으로 균일한 장면을 가정
하면, Level-1B 데이터는 축소된 동적 범
위(목표: 전체 동적 범위) 및 궤도의 낮 시
간 부분에서 임의의 스펙트럼 채널에 대
해 0.5%보다 더 우수하고 일정해야 함

S2-MP-030 결함 픽셀

재 샘플링된 결과물(레벨 1C)에서 결함 픽
S2-PDGS-SYS- 315
셀을 확인하고 내삽해야 함

S2-MP-035

S2-MP-040

-

신호 대 잡음
비율(SNR)

신호 대 잡음 비율(SNR)은 표 1-1에 명시
된 값보다 더 높아야 함

MR-S2-17

고정 패턴
노이즈(FPN)

고정 패턴 노이즈는 100 픽셀인 횡 방향 궤
도 길이를 가진 초점면의 연속 섹션에 대해
표 1-2에 명시된 값 이하이어야 함. 이 요구
사항은 표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Lmin에
서 Lmax까지 전체 동적 범위에 적용됨
이를 위해 고정 패턴 노이즈는 안정되고
공간적으로 균일한 장면에서 획득한 이미
지의 특정 라인에 있는 샘플에 관련된 검
색된 휘도의 RMS 편차로 규정함

-

Nyquist 주파수에서 시스템 변조 전달 함
수(MTF)는 10m 및 20m SSD의 스펙트럼
변조 전달 함수 밴드의 경우, 궤도 횡 방향 및 궤도 평행
S2-MP-045
S2-PDGS-SYS- 315
(MTF)
방향에서 0.15보다 더 높고 0.30보다 더
낮아야 하며, 60m SSD의 스펙트럼 채널
의 경우에는 0.45 이하이어야 함
S2-MP-050 MTF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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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크 대 피크보다 더 우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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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레벨 -1 기하 품질 요구사항
다음 표는 모든 레벨 1 기하 품질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표 1-5: 기하 이미지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코드
S2-MP-100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설명

[MRD] [SRD]의
상위 요구사항

사전 절대 지리 이미지 위치의 사전 불확실성(처리 수행
S2-PDGS-SYS- 315
위치 불확실성 전)은 2km(3σ)보다 더 우수해야 함

레벨 1B 데이터 w.r.t. 기준 타원체의 지리
절대 지리 위치
위치 불확실성은 지상 기준점(GCP)이 없
S2-MP-105 불확실성
S2-PDGS-SYS- 315
어도 2σ 신뢰 수준에서 20m보다 더 우수
(GCP 없음)
해야 함
레벨 1C 데이터 w.r.t. 기준 지도의 지리
절대 지리 위치
위치 불확실성은 지상 기준점(GCP)을 사
S2-MP-110 불확실성
S2-PDGS-SYS- 315
용하여 2σ 신뢰 수준에서 12.5m 이상이어
(GCP 있음)
야 함
이미지 대 이미지 상관 관계를 동일한 스
펙트럼 밴드의 데이터에 적용할 때, 동일
한 지리적 영역에서 서로 다른 날짜에 획
득한 두 레벨 1C 데이터의 공간적인 불확
S2-MP-115 다중 시간 등록
S2-PDGS-SYS- 315
실성은 2σ 신뢰 수준에서 0.3 SSD 이상이
어야 하며, SRTM 등급 정확도의 DEM을
사용하여 계산된 지형 높이 변동 영향에
대한 영향을 포함함
다중 스펙트럼
S2-MP-120
등록

레벨 1C 데이터의 경우 두 스펙트럼 밴드
의 채널 간 공간적인 불확실성은 3σ 신뢰
S2-PDGS-SYS- 315
수준에서 이들 두 밴드의 공간 샘플링 거
리인 0.30보다 더 우수해야 함

1.9.3 레벨 -2A 품질 요구사항
시제품 레벨 2A 결과물은 표면 높이에서 방사 결과를 얻기 위해 대기 및 지형 영향을
보정하는 것과 관련된 결과물이다. BOA 반사율(요구사항 S2-MP-200)의 표적 불확실
성은 상대적으로 5% 이내로 도출된다([MRD]의 상위 요구사항 MR-S2-23 참조).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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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임무 수행 센터
Sentinel-2 지상 세그먼트의 일부인 운영 단계(E2)에서 임무 수행 센터(MPC)는 데이
터 품질의 측면에서 임무 수행의 보장을 담당한다.
MPC는 다음 기능을 담당한다.
◦ 보정
◦ 검증
◦ 품질 관리
◦ 데이터 프로세서 및 품질 관리 도구의 보정 및 완전 정비
◦ 종단간 시스템 성능 평가
Sentinel-2 MPC는 다음 두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분산 센터이다.
◦ CC(조정 센터): 나머지 지상 세그먼트와 협조하고 정기적인 보정, 검증, 품질 관
리 및 종단간 성능 평가 활동을 수행함
◦ ESLs(전문가 지원 연구실): 여러 물리적 위치들에 분산되어 있으며 데이터 프로세
서 및 품질 관리 도구의 보완 보정, 검증 그리고 보정 및 완전 정비를 담당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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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정 및 검증 활동의 개요

보정 활동은 운영 단계(E2)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비상 상황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나뉜다.
각각의 보정 활동에 대해 다음을 표시한다.
◦ MPC/ESL(전문가 지원 연구실)이라고 하는 Cal/Val 전문가팀이 수행함
◦ MPC/CC(조정 센터)의 일부로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행함
◦ MPC/ESL와 MPC/CC가 참여하는 결합 접근 방식으로 수행함
다음 표에 나타낸 주기들은 시운전 단계 완료 후 미세 조정되도록 한다.
표 2-1: 레벨 1 보정 활동. ‘MPC/ESL’은 서비스로 제공되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팀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PDGS MPC/CC’는 PDGS MPC(임무 수행 센터) 내에서 운영자의 지
원에 따라 자동 방식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함
활동

방사
보정

레벨 1

기하
보정

통상/비상

수행자(주기)

Dark Signal 보정

통상

MPC/CC(2주)

Relative Gains 보정

통상

MPC/CC(1개월)

절대 방사 보정

통상

MPC/CC(1개월)

SWIR 탐지기 재정렬 매개변수 생성

비상

MPC/CC

혼선 보정 보정

비상

MPC/ESL

MSI 초점 재조절

비상

MPC/ESL

글로벌 참조 이미지 생성

통상

MPC/ESL(1년)

기준 밴드에 대한 보기 프레임의 절대 보정

비상

MPC/ESL

비기준 밴드에 대한 보기 프레임의 상대 보정

비상

MPC/ESL

기준 밴드에 대한 초점면의 절대 보정

비상

MPC/ESL

비기준 밴드에 대한 초점면의 상대 보정

비상

MPC/ESL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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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레벨 1 검증 활동. ‘MPC/ESL’은 서비스로 제공되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팀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PDGS MPC/CC’는 PDGS MPC(임무 수행 센터) 내에서 운영자의
지원에 따라 자동 방식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함
활동

방사
보정

레벨 1

기하
보정

20

통상/비상

수행자(주기)

균등화 검증

통상

MPC/ESL(6개월) +
MPC/CC(1개월)

절대 방사 대리 검증

통상

MPC/ESL(6개월) +
MPC/CC 지원(10일)

절대 방사 교차 임무 검증

통상

MPC/ESL(3개월) +
MPC/CC 지원(10일)

다중 시간 상대 방사 대리 검증

통상

MPC/ESL(3개월) +
MPC/CC 지원(10일)

밴드 간 상대 방사 불확실성 검증

통상

MPC/ESL(6개월) +
MPC/CC 지원(10일)

SNR 검증

통상

MPC/ESL(6개월)+
MPC/CC(1개월)

픽셀 반응 검증

통상

MPC/CC(1일, 1개월)

MTF 검증

통상

MPC/ESL(1년)

지리 위치 불확실성 검증

통상

MPC/ESL(1년) +
MPC/CC(10일)

다중 스펙트럼 등록 불확실성 검증

통상

MPC/ESL(6개월) +
MPC/CC(10일)

다중 시간 등록 불확실성 검증

통상

MPC/ESL(6개월) +
MPC/CC(10일)

글로벌 참조 이미지 검증

통상

MPC/ESL(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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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레벨 2A 보정 활동. ‘MPC/ESL’은 서비스로 제공되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팀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함. 이미지가 레벨 1C 결과물과 동일한 기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특정 기하
보정 활동은 수행하지 않음
활동

설명

수행자(주기)

구름 선별 매개변수화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사용
하는 경험적 접근법을 기반
으로 한 알고리즘 보정(예:
임계값 및 매개변수 정의)

MPC/ESL

대기 보정 매개변수화

주요 표면 대기 유형을 나
타내는 일련의 시험 대상지
를 사용한 보정

MPC/ESL

분류 알고리즘 매개변수화

이 활동에는 구름 선별 알
고리즘의 매개변수화가 포
함됨

MPC/ESL

방사
보정
레벨 2A

장면
분류
보정

표 2-4: 레벨 2A 검증 활동. ‘MPC/ESL’은 서비스로 제공되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팀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함. 이미지가 레벨 1C 결과물과 동일한 기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특정 기하
검증 활동은 수행하지 않음
활동

방사
보정
레벨 2A
장면
분류
보정

설명

수행자(주기)

대기 보정 검증

RADCALNET/AERONET 대
상지 또는 기타 참조 대상
지를 사용하는 지상 임시
검증 캠페인

MPC/ESL

구름 선별 검증

이미지의 시각 검사 및 대
기 상태의 지상 관찰

MPC/ESL

분류 알고리즘 검증

이 활동에는 구름 선별 알
고리즘 결과의 검증이 포함
됨

MPC/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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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벨 1

3.1 서론
다음 챕터에서는 Sentinel-2 운영 단계(E2) 중에 수행할 모든 레벨 1 Cal/Val 활동을
정의한다.
레벨 1 결과물과 관련하여, 이미지 데이터 품질은 다음 2개의 주요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각 이미지 픽셀에 대한 방사 레벨의 물리적 해석에 관련되는 이미지 방사. 이
영역에는 경관의 세부 사항을 인식하는 능력도 포함
◦ 지구 표면에서 이미지 픽셀의 위치 결정(절대 및 상대)과 관련된 이미지 기하 배열

3.2 레벨 1 보정
3.2.1 서론
레벨 1 보정 활동은 앞에서 제시한 두 영역인 방사 및 기하 보정 활동으로 나뉜다.

3.2.2 방사 보정
3.2.2.1 서론
방사 보정의 목표는 탑재체의 각 픽셀 및 각 스펙트럼 채널에 대해 레벨 1 처리 방사
모델의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탑재체의 디지털 카운트 값과 센서에서 측
정한 물리적 휘도 간 대응 곡선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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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 탑재체의 방사 모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감지된 이미지의 방사 모델을 알게
되면, 측정된 물리량을 검색하기 위해 적절한 계수의 추정 방법을 정의해야 한다.
Sentinel-2 방사 모델은 MSI 방사 모델과 다음 섹션에서 정의되는 레벨 1 처리 방사
모델의 조합이다.
방사 보정 활동 시에는 6가지 작동 모드에서 MSI를 사용해야 한다. 모드 선택은 사전
로드하여 MSI에 탑재된 적절한 IPS 테이블을 가동해서 MSI 이미지 모드를 입력할 때
해당 명령이 내려진다. 여기에는 명목 데이터 획득 계획에서 비롯된 명목 모드 획득
(예: 사막)의 사용이 포함된다.

3.2.2.2 MSI 방사 모델
MSI 방사 모델은 탑재체 출력의 원시 디지털 카운트와 탑재체 [MSI- CCOG] 입력의
등가 휘도(Req) 사이의 연결을 설명한다.
탐지 체인의 출력에서 측정된 신호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식 1
여기서:
◦ p: 해당 픽셀
◦ l: 해당 라인
◦ b: 해당 스펙트럼 채널
◦ d: 해당 탐지기
◦ R(λ): 입력 스펙트럼 휘도(W.m-2.sr-1.µm-1로 나타냄)
◦ Ttel(𝛌): 망원경의 스펙트럼 투과율
◦ Tsep(𝛌): 스펙트럼 분리기의 투과율
◦ Tfilter(p,l,b,d,𝛌): 픽셀 p 앞에 있는 채널 b 필터의 스펙트럼 투과율
◦ Ω(p,b,d): 밴드 b의 픽셀 p가 출력 동공을 보는 입체각
◦ Sdet(p,𝛌, ∧(p,b,d)∙R(𝛌)): 현재의 입력 휘도에 대한 탐지기 p의 스펙트럼 감도
◦ V(p,l,b,d,0): 입력 휘도가 0인 측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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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 b, p, R(𝛌)): 전류 측정의 변화(예: 탑재체 노이즈, 미광)을 포함하는 함수
전자 Gain과 양자화는 MSI 탑재체에서 나오는 디지털 카운트의 다음 모델로 이어진
다(압축은 여기에 도입되지 않음).

식 2
여기서:
◦ trunc(x): x에 가장 가까운 1에서 212-1 사이의 정수를 생성하는 절단 함수
◦ G(p,b,d,R(𝛌)): 입력 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디오 체인 Gain
원시 카운트 결과 X’(p,l,b,d,R(𝛌))는 12 비트 코드화 정수이다.
압축 전 VCU에는, 마지막으로 이 원시 카운트에 탑재 방사 보정이 적용된다. 이 탑재
함수의 목표는 Dark Signal 불균일성 및 광 반응 불균일성의 주요 영향들을 보정하는
것이다. 이 함수는 Y=X’인 다음 식으로 모델링한다.

Zvcu는 1과 4095 사이의 더 가까운 정수로 절단된다.

식 3
이 탑재 함수의 목표는 Dark Signal 불균일성 및 광 반응 불균일성의 주요 영향을 수
정하는 것이다.
VCU 탑재 처리는 다음을 통해 방사 모델의 매개변수들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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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여기서

는 크로노그램 하위 주기에 따른 평균 Dark Signal이고, CONST는

신호에서 일정한 오프셋을 생성하는 LSB로 나타낸 양수 또는 0의 값이다.

3.2.2.3 처리 방사 모델
섹션 3.2.2.2에서 설명한 MSI 방사 모델을 토대로, 레벨 1 처리 방사 모델이 지상에서
수신된 디지털 카운트와 MSI 입구에서 추정된 휘도 사이의 연결을 설명한다. 이 모델
은 MSI 동작의 설명에 사용되는 수학 공식이다.
이 모델은 특성화 되어야 하는 모든 매개변수들을 도입하고, 수행되는 방사 보정의
기초가 된다.
스펙트럼 휘도는 원칙적으로 탑재체 스펙트럼 밴드에 통합되므로, 측정된 관심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등가 휘도이다.

식 5

여기서 Sdet(𝛌)는 평균 검출기 스펙트럼 감도, 즉 픽셀 및 전체 동적 범위에 대한 평균
이고, Tfilter(b,λ)는 FOV에 대한 채널 b 필터의 평균 스펙트럼 투과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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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방사 모델은 MSI 측정을 이 등가 휘도에 연결하도록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이 모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레벨 1 처리 방사 모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음의 측정을 보정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 VCU 처리
◦ 직접 모델에서 V(p,l,b,d,0)에 해당하는 자연 오프셋(또는 Dark Signal)
◦ Tfilter(p, b, 𝛌), Sdet(p, 𝛌, Ω(p,b,d)∙R(𝛌))) 및 G(p, b, R(𝛌))의 상대적 행동을 설명하는
픽셀의 Relative Gains 불균일성
◦ Sdet(p,𝛌,Ω(p,b,d)∙R(𝛌))∙G(p,b,d,R(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의 비선형성
지상에서 수신된 디지털 카운트(ZVCU)에서 원시 MSI 측정을 복구하기 위해 다음 식
에 따라 VCU 처리를 제거한다.

식 6
탑재에 적용되는 VCU 함수(𝑟VCU(p,b,d,ZVCU(p,l,b,d)))는 부분 선형(이중 선형 등)이다.
균등화는 압축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해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압축 노이즈와 추가 절단이 탑재체의 원시 방사 데이터 검색을 바꿀 수
있다. 이후에 이 검색된 값 X(p,l,b,d)에 대해서 최적화 및/또는 최신 방사 보정을 적용
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아래의 방사선 계산식을 적용한다.

식 7

◦ Y(p,l,b,d): Dark Signal에서 수정한 픽셀 p의 원시 신호(LSB로 나타냄)
◦ Z(p,l,b,d): 비선형성에서 수정한 균등화 신호(LSB로 나타냄)
◦𝑟(p,b,d,Y(p,l,b,d)): 픽셀 p의 전체적 반응의 비선형성과 다른 픽셀에 대한 이 픽셀
의 상대적 행동을 보상하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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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p,j,b,d): 크로노그램 하위 주기 라인 번호 j(j는 1~6 이내)에 대한, 채널 b에
있는 픽셀 p의 Dark Signal
◦ PCmasked(p,l,b,d): 픽셀 상황 오프셋
해당 픽셀의 픽셀 상황 오프셋(PCmasked)은 크로노그램 주기 내의 라인 번호와 관련되
고, 측면 상황 은폐(블라인드) 픽셀로 계산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GPP-DPM-IAS06] 참조).

식 8

◦ p: 탐지기 모듈에 대한 픽셀의 인덱스
◦ p’: 블라인드 픽셀의 인덱스
◦ Nl: 탐지기 모듈의 좌측 부분에 있는 유효 블라인드 픽셀의 수
◦ Nr: 탐지기 모듈의 우측 부분에 있는 유효 블라인드 픽셀의 수
(기본적으로 Nr = Nl)
◦ M: 각 탐지기에 사용되는 픽셀의 수
◦ 𝛌: 정규화 계수. 기본적으로 𝛌=(Nr+Nl)/2+Ninv_L+Ninv_R-1, 여기서 Ninv_L 및
Ninv_R은 각각 탐지기 모듈의 좌측 및 우측 부분에 있는 무효 블라인드 픽셀
의 수
◦ mod는 ‘모듈로(modulo)’ 함수로서 정수 나눗셈의 나머지를 생성함
밴드당 및 감지기당 유효 블라인드 픽셀의 목록은 지상 이미지 처리 매개변수(GIPP)
에서 제공한다. 우측 및 좌측 오프셋을 분석하기 위해 offset_left 및 offset_right 항은
각 탐지기 그리고 이미지의 각 라인에 대한 분석용으로 저장된 각 항의 프로파일에
대한 MPC/CC로 감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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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상황 오프셋(PCmasked) 매개변수의 목표는 온도에 따른 전압 변동으로 인한 Dark
Signal 변화에 대한 보상이며, 오프셋은 각 탐지기 모듈의 양쪽 끝에 있는 블라인드
픽셀을 사용하여 각 라인의 각 픽셀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 탐지기 모듈의 각 측면에
있는 블라인드 픽셀의 수는 밴드에 따라 다르다. 서로 다른 크로노그램을 가진 밴드
간의 일부 결합 효과로 인해 탐지기 Dark Signal는 10m 밴드의 경우 1~6 라인, 20m
밴드의 경우 1~3 라인 사이에서 변하는 공간 주파수를 가진 라인 번호의 함수로써
달라진다.
VNIR 밴드의 경우 기준선은 𝑟(p,b,d,Y(p,l,b,d))의 모델링을 위해 3차 다항식 함수를 고
려하는 반면, SWIR 밴드의 경우 기준선은 두 범위 부분 선형(이중 선형) 모델이다(선
택적으로 3차 함수를 고려할 수 있음).
식 9는 해당 수학적 표현을 제공하고, 그림 3-1은 이들 함수의 형태를 나타낸다.

식 9

Z는 1과 4095 사이의 더 가까운 정수로 절단된다.

Z는 1과 4095 사이의 더 가까운 정수로 절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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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3차(a) 부분 선형 및(b) 다항 함수

함수 조정을 전체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의 경우, 0과 다를 수 있는(획
득 체인의 Dark Signal이 이미 제거된 경우에도) 오프셋에 대한 제약이 없다.
또한, 이 기능은 획득 체인 전달 함수(탑재체 입력에서 출력으로)가 아니라, 이 보정
후 신호의 선형 동작을 갖기 위한 이 전달 함수의 보정 기능이라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수학적 모델은 MSI 획득 체인이 생성한 음영 LSB에 적용되며, 입
력 휘도에 비례하는 12 비트 LSB로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한다. 각 픽셀에 자체 보정
이 있기 때문에 이 수학 모델은 FOV 불균일성도 수정한다.
레벨 1 처리 방사 모델의 두 번째 부분은 단순히 균등화 신호를 휘도에 연결한다.

식 10

Req(p,l,b,d) = Z(p,l,b,d) / A(b)

A(b)는 채널 b에 대한 절대 보정 계수로서 LSB/(W.m-2.sr-1.µm- 1)로 나타내며, 불균일
성과 비선형성은 이미 수정했기 때문에 채널의 해당 픽셀과 휘도는 독립적이다.
전체 Gain의 각 부분 분리(A 및 𝑟 함수)가 다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 균등화가 데이터를 LSB에 유지하고(단일 값) 보정 계수 A가 휘도를 LSB로 변환
한다고 제시하는 통상적 규약
◦ 상대적 Gain만 연결되는 고정 패턴 노이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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𝑟 함수는 거의 1 에 가까운 곱셈(일반적으로 약 ±10%)처럼 작동한다.
탐지기 선형성 수정은 유용한 동적 범위에서만 특성화 및 검증했으며, Lmax 이상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Lmax 이상의 휘도를 가진 픽셀에는 4095 LSB의 포화 값을
할당한다.

식 11

Z(p,l,b,d) = 4095

Req(p,l,b,d)>Lmax(b)인 경우

방사 모델 매개변수/함수와 MSI ICCDB [ICCDB-ICD] 데이터 간의 대응은 [MSI-CCO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2.4 전체 방사 보정 논리
방사 보정은 Sentinel-2 방사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보정은
MSI 출력의 디지털 카운트와 MSI의 입력을 연결하는 모든 매개변수(휘도 단위)를 결
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통상적 방사 보정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Dark Signal 보정
◦ Relative Gains 보정
◦ 절대 방사 보정
확인된 비상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SWIR 탐지기 재배열 매개변수 생성
◦ 혼선 수정 보정
◦ MSI 초점 재조절
통상적 방사 보정 활동은 탑재된 태양 산광기 사용과 바다 위에서 야간에 획득한 이
미지를 기반으로 한다. 산광기가 탑재체의 전체 시야를 포괄하므로 이 산광기는 절대
보정 계수와 각 픽셀의 Relative Gains를 동시에 특성화할 수 있다. 야간에 획득된 이
미지는 Dark Signal 보정에 사용된다. Relative Gains 함수의 결정은 절대 보정 계수
의 결정과 결합한다. 즉, 일관성을 위해, 양쪽을 모두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 동시
에 계산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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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태양 노출로 인한 산광기의 성능 악화를 최소화하려면, 태양 복사 조도에 대한
노출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산광기를 사용한 방사 보정 절차를 최적화해야 한다.
성능 저하 검사용으로 탑재된 2차 태양 산광기가 없기 때문에, 산광기 패널의 안정성
은 대리 및 교차 임무 감시를 사용하여 관찰된다. 이 활동은 방사 검증 활동의 일부로
서 섹션 3.3.2.5에서 설명한다.

3.2.2.5 통상 활동
3.2.2.5.1 Dark Signal 보정
3.2.2.5.1.1 서론
Dark Signal 보정은 Sentinel-2 방사 모델의 다음 두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
된다.
◦ 크로노그램 하위 주기 라인 번호 j(1~6 이내)에 대해, 채널 b에 있는 픽셀 p의
Dark Signal에 해당하는 Sentinel-2 방사 모델의 DS(p,j,b,d)
◦ MSI VCU(비디오 압축 장치)가 수정하고, 지상 처리가 재도입한 Dark Signal인
DSVCU(p,b,d)

3.2.2.5.1.2 방법 설명
Dark Signal 보정은 가장 낮은 입사 휘도를 가진 이미지의 처리를 통해 수행된다. 이
것은 야간에 바다 표적 궤도의 그늘진 부분에서 이미지를 획득하여 달성한다. 획득은
야광성 플랑크톤이 없는 지역(예: 남태평양 CEOS 시험 장소)을 포괄하고 보름달 상태
를 피하도록 최적화된다.
Dark Signal는 평균을 내고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최소 8초의 수집 시간을 사용하여
측정한다([E2EPB] 참조). 측정치는 각 탐지기 크로노그램 하위 주기에 대해 평균하여,
10m 채널에 대해 6개, 20m 채널에 대해 3개, 그리고 60m 채널에 대해 1개의 서로
다른 Dark Signal 추정치를 각각 생성한다.
각 픽셀의 Dark Signal은 측정치의 표준 편차에서 동시에 특성화되며, SNR 모델의
업데이트를 위한 SNR 검증 활동 내에서 사용된다(섹션 3.3.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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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Signal 보정은 2주마다 기준선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매번 8초 동안 획득하는
Dark Signal 보정 데이터의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 및 데이터 기반 활동이다.
레벨 0 결과물의 압축을 해제한 후, Dark Signal 이미지는 10M 밴드의 경우 m=6,
20M 밴드의 경우 m=3, 그리고 60m 밴드의 경우 m=1(모든 라인)의 모듈로 m 라인
에 대해 평균된다. 이 평균된 이미지는 10m 밴드에 대해 다음 식으로 변환한다.

식 12
여기서, Nm은 합산되는 라인의 수이고, j는 크로노그램 하위 주기 라인 번호에 해당하
는 범위 [1,6] 내의 인덱스이다(j는 10m 밴드의 경우 [1,6] 범위, 20m 밴드의 경우
[1,1] 범위, 그리고 60m 밴드의 경우 [1,1] 범위 내에 있음).
𝐷𝑆(p, j, b, d)는 칼럼에 따른 Dark Signal의 평균으로서 결정되므로, 선 변수와 무관
하다.
이 활동은 운영자의 감시 및 통제 하에 MPC/CC가 자동으로 수행한다. 현재의 기준은
이 보정 활동을 2주마다 수행하는 것이다. 이 주기는 탑재체의 비행 중 동작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새로 계산된 DS는 마지막 적용 값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
운영 생성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3.2.2.5.1.3 입력
◦ 야간에 바다에서 획득한 레벨 0 결과물(B13)
◦ 처리할 첫 번째 및 마지막 라인
◦ 처리할 밴드 번호(기본적으로 모든 밴드이 처리됨)

3.2.2.5.1.4 출력
◦ DS(p, j, b, d) 매개변수(10m 밴드의 경우 픽셀당 6, 20m 밴드의 경우 픽셀당 3,
60m 밴드의 경우 픽셀당 1)
◦ 각 픽셀, 밴드 및 탐지기 모듈에 대한 DSVCU(p,b,d) 매개변수

국립산림과학원 ▁

33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3.2.2.5.2 Relative Gains Calibration
3.2.2.5.2.1 서론
Relative Gains Calibration은 다음과 같은 MSI 및 레벨 1 처리 방사 모델의 탑재 및
지상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픽셀 p의 전체적 반응의 비선형성과 다른 픽셀에 대한 이 픽셀의 상대적 행동을
보상하는 함수인 𝑟(p,b,d, Y(p,l,b,d))
◦ 픽셀 p의 전체적 반응의 비선형성과 다른 픽셀에 대한 이 픽셀의 상대적 행동을
보상하는 MSI VCU의 함수인 𝑟VCU(p,b,d,YVCU(p,l,b,d))
Relative Gains 계산은 방사 절대 보정의 부산물이다. Relative Gains 추정은 방사 절
대 보정 같은 빈도로 수행된다.

3.2.2.5.2.2 방법 설명
Relative Gains는 절대 방사 보정(섹션 3.2.2.5.3 참조)의 수행과 동시에 MSI 탑재 태양
산광기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이 작업은 세 반복 주기(30일)마다 명령을 내리고 8초
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태양 산광기 위치에서 CSM을 사용한 보정 데이터의 수신 시
데이터 주도로 수행한다. 이 보정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북극에서 수행하며,
위성은 최소점을 가리킨다(특정 조종이 예상되지 않음). Relative Gains Calibration 처
리 입력은 Dark Signal 수정 및 탑재 균등화 모델의 반전(필요한 경우) 후 레벨 0 결
과물이다. 균등화 처리의 입력은 모든 탐지기를 포함하는 평균 라인이다.
보정 모드에서 셔터 메커니즘은 탑재체의 시야에서 산광기 판을 회전시킨다. 산광기
BRDF는 출시 전에 정확하게 특성화된다. 궤도에서 보정 모드는 위성이 그늘진 지역
을 벗어난 직후에 작동하며, 이때 MSI +x 축은 태양 방향을 향하여 산광기 표면에서
60°에 가까운 태양 정점 각도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태양이 비추는 산광기를 탑재
체가 이미지화한다. 램버시안 반사율을 나타내도록 설계한 산광기는 전체 시야를 비
추기 때문에 픽셀의 상대 감도를 추정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MSI-CCIF] 및
[MSI-SUNCAL-TN]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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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픽셀에 대해 지상에서 보정된 𝑟ground 함수는 적절한 계수에 따라 보정되며, 보정
대상은 전체 채널 진화에 관한 이 픽셀의 상대 진화이다(절대 보정 계수에 따라 감시
됨). 아래의 식과 그래프에서, 𝑟ground는 𝑟previous로 대체되며, 이때 비행 중 결정한
이전 함수, 즉, 단계 E와 관련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이는 특정 탐지기에서 특정 픽셀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식 13
식 13은 현재 탑재에 적용된 𝑟VCU 보정의 제거 후, 보정 획득 시 측정된 평균 신호이
다. 따라서 이 픽셀에 대한 해당 균등화 신호는 다음과 같다:

식 14
여기서:
◦ A(b)는 동일한 보정 측정 데이터 세트에 대해 섹션 3.2.2.5.3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전체 MSI 채널에 대해 추정한 절대 보정 계수
◦ Esun(b)는 표준 거리로 나타내는 채널 b에 통합된 일사량
◦ dsun은 천문학적 단위로 나타내는 위성-태양 거리
는 지상 규정 BRDF에서 얻는 산광기 표면의 반사율

◦
(섹션 6.5 참조)

◦ Kslt(b)는 보정 모드에서 특정 미광으로 인해 탑재체에서 효과적으로 보이는 휘도
를 얻기 위해 산광기 표면에서 생성되는 휘도에 적용하는 수정된 값
각 픽셀에 대해 초기에 지상 특성화된 γground 함수는 식 12에 따라 보정된다.

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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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행 중 측정 지점에 대한 지상 비선형성 반응의 조정; 지상 데이터는 청색 점, 적색 점
은 가장 최근의 비행 중 규정 측정과 관련하여 보정된 데이터

처리 기준은 VNIR 밴드의 경우 3차 다항식 함수에 따라 지상에서 γ(p,b,d, Y(p,l,b,d))
를 갖추고, SWIR 밴드의 경우 부분 선형성을 갖추는 것이다(선택적으로 SWIR 밴드에
대해서도 3차 다항식 함수를 고려할 수 있음).
𝑟VCU(p,b,d,YVCU(p,l,b,d))는 VNIR 및 SWIR에 대한 범위 선형 모델로 모형화된다.
탑재 압축으로 인한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공칭 모드(VNIR 및 SWIR)에서 획득한 이
미지는 VNIR 및 SWIR 선형 모델에 따라 압축 전에 탑재 시 균등화된다. 이 Relative
Gains의 추정도 또한 이 활동의 일부이며 산광기 이미지의 처리에서 추론된다.
MSI-ICCDB 규약([ICCDB-ICD] 참조)에서 γVCU(p,b,d,YVCU(p,l,b,d))는 각각 A1, A2, Zc,
Zs 인 반면에, γ(p,b,d, Y(p,l,b,d))는 각각 G0, G1, G2, G3이다. 이중 선형 함수의 경우
매개변수 업데이트는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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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6

3차 함수의 경우 매개변수 업데이트는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된다.

식 17

γ(p,b,d, Y(p,l,b,d)) 및 γVCU(p,b,d,YVCU(p,l,b,d))의 계산은 [MSI- CCIF]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산광기의 기하 모델링과 BRDF 내삽(Interpolation)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섹션 6.4 및
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방법은 절대 방사 보정 방법(섹션 3.2.2.5.3)과 공유된다.
픽셀 상대 감도는 단기간에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안정성은 서로 다른 시
간에 계산된 균등화 계수와 비교하여 비행 중에 평가한다. 이를 통해 탑재 Relative
Gains 업데이트와 지상 Relative Gains 업데이트의 주기성에 접근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운영자의 감시 및 통제에 따라 MPC/CC가 자동으로 수행한다. Relative
Gains 함수의 결정은 동일한 보정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절대 보정 계수를 결정하
는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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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기준은 이 보정 활동을 3주기(즉, 30일, 약 1개월)마다 수행하는 것이다. 이
주기는 탑재체의 비행 중 동작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새로 계산된 탑재 및 지상
Relative Gains는 최종 적용 값과 비교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 운영 생산에 적용하
지 않는다. 사용되는 정량적 기준은 현행 및 후보 비선형성 반응 함수 사이에서 픽셀
당 최대 상대 차이(%)가 된다. MPC 전문가가 적용의 임계값을 규정한다.
NUC 업데이트의 경우, 업데이트 방사 보정 매개변수와 NUC 표 사이의 ‘이론적’ 연결
은 [MSI-CCOG]의 섹션 4.3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0에 가까운
신호를 절단하기 위해, 다운 링크 데이터에 일정한 오프셋을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실제로, 추가 방사 처리는 지상에서 수행된다(예: 각 크로노그램 하위 주기에
대한 Dark Signal의 보정, 은폐 픽셀의 사용). NUC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식 18

여기서, DS(p, b, d)는 크로노그램 하위 주기에 따른 평균 Dark Signal이다. 그리고
CONST는 신호에서 일정한 오프셋을 생성하는 양수 또는 0의 값이며 LSB로 나타낸
다. CONST가 0으로 설정되면 매개변수는 소위 ‘이론적’ 매개변수와 일치한다.

3.2.2.5.2.3 입력
◦ 각 탐지기에 대한 획득 시작 시간, WGS84의 GPS 위치 및 속도, J2000의 AOCS
자세, 획득 날짜에 대한 IERS 게시판(극 좌표, UT1-UTC)을 포함한 레벨 0 통합
결과물
◦ 결함 픽셀을 규정하는 GIPP «결함 픽셀»
◦ Dark 전류를 규정하는 GIPP «지상 균등화»
◦ 절대 보정 계수: B13에 대한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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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보정(GIPP «지상 균등화») 시 얻은 균등화에 대한 입체 및 부분 선형 모델
계수
◦ 탑재 균등화 보정(GIPP «탑재 균등화»)에 대한 부분 선형 모델 계수
◦ 각 탐지기 및 밴드의 각 픽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하는 시야에 대한 방향
◦ MSI 참조 프레임에서 초점면 및 탐지기 프레임으로의 변환 매트릭스를 규정하
는 우주선 모델
◦ 산광기 모델
– 조종 기준 프레임에서 산광기로 변환 매트릭스(PRF->DIF)
– 미광 보정 계수
– BRDF 모델

3.2.2.5.2.4 출력
◦ 탑재 Relative Gains: γVCU(p,b,d,YVCU(p,l,b,d))
◦ 지상 Relative Gains: 𝑟(p,b,d, Y(p,l,b,d))
◦ 추적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간 결과를 가짐
– 시간에 따른 태양 각도(정점 및 방위각)의 프로파일, 자세 데이터(10Hz)와 동
일한 주파수로 리샘플링 됨
– 각 밴드의 탐지기 픽셀에 대한 시야각의 프로파일
– 획득한 이미지 결과물을 시뮬레이션한 산광기 표면에서 반사된 태양 휘도
– 산광기 표면의 내삽 반사율
– Dark Signal에 대해 보정된 입력 레벨 0

3.2.2.5.3 절대 방사 보정
3.2.2.5.3.1 서론
절대 방사 보정은 매개변수 A(b)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이 A(b)는 수정 신호
Z(p,l,b,d)를 망원경 입구의 등가 휘도 Req(p,l,b,d)로 변환하기 위한 Gain에 해당한다
(식 10 참조). 절대 보정 계수의 결정은 Relative Gains 함수의 결정(섹션 3.2.2.5.2 참
조)과 연결되며, 전제 조건으로 Dark Signal 보정(섹션 3.2.2.5.1)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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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3.2 방법 설명
공칭 절대 방사 보정은 탑재 보정 장치를 사용해서 수행하며, 이 장치는 그림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태양이 비추는 산광기로 구성된다. 입사 태양 광선에 관련된 반사
율의 지식을 통해 MSI 탑재체를 잘 알려진 휘도에 노출시켜 정확한 절대 보정 기준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작업은 태양 산광기 위치에서 CSM을 사용하여 보정 데이터 수신 시 데이터가 주
도하며, 이 데이터 주도 작업은 세 번의 반복 주기(30일)마다 이행되고, 8초의 데이터
를 사용한다. 이 보정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북극에서 수행되며, 위성은 최소점
을 가리킨다. 입력 보정 데이터는 레벨 0 통합 결과물이므로, 처리 시 데이터의 압축
을 풀어야 하며, 처리는 기본적으로 B13에서 수행된다. 이 과정은 기록 보관소 결과
물 또는 추출할 이미지의 최초 및 최종 라인 번호가 규정하는 결과물의 지역에 적용
할 수 있다.

그림 3-3: 태양 산광기 위치에서 CSM을 사용한 MSI 보정

탑재 보정 절차는 정기적으로 이 장치를 MSI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이때 위성은 태양이 이 장치에 약 60°의 입사각으로 비추도록 그 방향을 잡고 있다.
위성은 보정 시 특정 동작을 수행하지 않으며, 지구를 향한 자세를 유지한다.
절대 보정은 산광기 판의 양방향 반사율 분포 함수(BRDF)의 정확한 탑재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알려진 조명 조건에 대한 장비 입구의 휘도를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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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탑재체 숫자 카운트와 입력 휘도 사이의 대응을 통해 모든 탑재체 탐지기에 대
한 보정 계수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외계 태양 복사 조도, 보정 데이터 획득 시(플랫폼 항법 및 자세를 통
한)의 조명 조건, 그리고 산광기 패널에서 탑재체 보기 기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Sentinel-2의 참조 자료인 태양 복사 조도의 출처는 [Thuillier 등, 2003]이다.
이 참조 자료는 지구 관측 적용에서 사용을 위해 CEOS가 권장하는 태양 복사 조도
스펙트럼이며, 이 참조 태양 복사 조도 스펙트럼의 세부 참조 내용과 값은 다음 주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ocalibration.wordpress.com/2006/12/15/ceos-recommended- solar-irradian
ce-spectrum-for-use-in-earth-observation-applications/
보정 측정 시 위성의 움직임으로 인해, MSI에서 획득한 각 라인은 개별적으로 처리해
야 한다. 실제로, 각 라인은 태양에 대한 자세, 즉, 산광기에 대한 입사 태양 광선의
특정 방향(θsd, 𝝓sd)과 관련되어 있다. 이 라인 l의 경우, 픽셀 p가 취하고 Dark Signal
가 수정하는 원시 측정치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식 19

◦ Esun(b): 태양 복사 조도, 표준 거리로 나타내고 채널 b에 통합됨
◦ dsun: 위성-태양 거리, 천문학적 단위로 나타냄
◦ 𝜌 (𝑝, θ!" (𝑙) , 𝝓!" (𝑙) : 산광기 표면의 반사율, 탑재 특성화 BRDF에서 얻음(섹션
6.5 참조)
◦ Kslt(b): 보정 모드 [E2EPB]에서 특정 미광으로 인한 탑재체에서 효과적으로 보이
는 휘도를 얻기 위해 산광기 표면에 생성되는 휘도에 적용하는 보정. 이 보정은
탑재 시 추정되며, [ICCDB-ICD]에 따라 [ICCDB]에서 제공함
산광기의 기하 모델링과 BRDF 내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섹션 6.4 및 6.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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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태양 거리는 획득 날짜의 함수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e: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궤도의 이심률, e = 0.01673
◦ t: 획득 날짜의 율리우스일(참조 날짜: 1950년 1월 1일)
◦ t0 = 2
◦ n: 지구의 평균 회전 각도, n = 0.0172rad/day
태양 복사 조도 Esun(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E0(𝛌): 파장 𝛌에서 태양 복사 조도
◦ S(b, 𝛌): 파장 𝛌에서 각 MSI 밴드의 스펙트럼 반응
이를 통해 각 라인에서 전체 방사 Gain을 추정할 수 있다:

식 20

여러 라인을 사용하면 노이즈 수준을 줄이고 추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신
호 Ysd(p, l, b, d)가 l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경우 각 라인의 노이즈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사실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호가 약 수십 분의 1% 이상 변경되기 전에
필요한 라인의 수에 도달하면, 노이즈를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A(b)의 값은 전체 방사 Gain의 평균값에서 직접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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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

잠정적으로, 보정 휘도 신호 레벨에서 Relative Gains의 평균 값을 1로 가정된다.
A(b)의 계산은 [MSI-CCIF]에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GIPP gs2_radios2_defective_pixels.xsd에서 정의된 비 유효 픽셀은 처리에서 고려되
지 않는다.
이 활동은 운영자의 감시 및 제어에 따라 MPC/CC가 자동으로 수행한다. 현재 기준은
이 보정 활동을 3주기(30일) 마다 수행하는 것이다. 이 주기는 탑재체의 비행 중 동작
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새로 계산된 절대 보정 계수는 마지막 적용 값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 운영 생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3.2.2.5.3.3 입력
◦ 각 탐지기에 대한 획득 시작 시간, WGS84의 GPS 위치 및 속도, J2000의 AOCS
수정 자세, 획득 날짜에 대한 IERS 게시판(극 좌표, UT1-UTC)을 포함한 레벨 0
통합 결과물
◦ 결함 픽셀을 규정하는 GIPP «결함 픽셀»
◦ 암 전류를 규정하는 GIPP «지상 균등화»
◦ 각 탐지기 및 밴드의 각 픽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하는 GIPP «보기 방향»
◦ MSI 참조 프레임에서 초점면 및 탐지기 프레임으로의 변환 매트릭스를 규정하
는 GIPP «우주선 모델»
◦ 산광기의 보정 모드가 공칭 또는 중복인지를 규정하는 GICP
(보조 데이터에 규정됨)
◦ 산광기 모델
– 조종 기준 프레임에서 산광기로의 변환 매트릭스(PRF->DIF)
– 각 스펙트럼 밴드에 대한 미광 보정 계수
– BRDF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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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스펙트럼 밴드에 대해 동등한 태양 복사 조도 Esun(b)를 포함하고 있는 GIPP
«절대 보정»
◦ 블라인드 픽셀의 목록을 포함하는 GIPP «블라인드 픽셀»

3.2.2.5.3.4 출력
◦ 절대 보정 계수: B13에 대한 A(b)
◦ 추적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간 결과를 확인함
– 시간에 따른 태양 각도(정점 및 방위각)의 프로파일, 자세 데이터(10Hz)와 동
일한 주파수로 리샘플링 됨
– 각 밴드의 탐지기 픽셀에 대한 시야각의 프로파일
– 획득한 이미지 결과물을 시뮬레이션한 산광기 표면에서 반사된 태양 휘도
– 산광기 표면의 내삽 반사율
– Dark Signal에 대해 수정한 입력 레벨 0

3.2.2.6 비상 활동
3.2.2.6.1 SWIR 탐지기 재정렬 매개변수 생성
3.2.2.6.1.1 서론 및 목표
섹션 1.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entinel-2 SWIR 초점면에는 광 감지 다중 라인 탐지
기가 포함되어 있다.
초기 구성 모드는 최고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발사 전 탑재체 보정 시 결정한다.
E2 단계 동안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위성 탑재 시 및 업로드 시 비상 조치로 새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보정 기능의 목표는 탐지기 각 픽셀의 상태를 고려해서, 최적 업데이트 구성을 결
정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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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2 방법 설명
SWIR 픽셀의 업데이트 구성 선택 방법은 섹션 6.2에서 설명한다.

3.2.6.1.3 입력
◦ Pstatus(k,p,b,d): 각 밴드 ‘b’ 및 탐지기 모듈 ‘d’의 픽셀 상태. 0인 인덱스 ‘k’는 전체
픽셀 상태에 해당한다. 0보다 더 큰 값은 SWIR 밴드의 개별 빛 감지 라인을 가
리킴
◦ S(p,b,d): 운영 생산을 위한 SWIR 픽셀 구성을 나타내는 2차원 벡터
◦ SNRground(k,p,b,d): 각 라인(SWIR 밴드용), 픽셀, 밴드 및 탐지기 모듈에 대한 지
상 측정 SNR. [ICCDB] 비행 전 데이터에서 얻음
◦ B10, B11, B12의 각 탐지기에 대한 SNR 라인
◦ ‘픽셀 상태 업데이트 방법’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입력 포함(섹션 6.1 참조)

3.2.6.1.4 출력
이 활동의 출력은 다음과 같다.
◦B10, B11, B12에 대한 모든 탐지기의 운영 생산에 사용되는 선택 픽셀의 업데이
트 버전(Supdated(p, b, d))
◦ 이전 선택 픽셀에 대한 업데이트 벡터 상태(Pstatus(k, p, b, d))

3.2.2.6.2 혼선 보정 보정
전체 혼선은 두 주요 원인으로 나뉜다. 광 채널 혼선은 필터와 탐지기 사이의 내부
반사로 인한 것이며, 한 채널의 신호가 다른 채널의 신호를 오염시킬 수 있다. 전기
채널 혼선은 탐지기 자체, 탐지기의 전선 및 케이블, 탑재 전자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 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의 픽셀 신호에 대한 혼선 원인은 인근 광학 장치 그리고 크로노그램 및 하니스
의 배열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는 운영 단계에 대해서 아무런 혼선 보정 활동을 규정하고 예측할 수 없다. 잠재
적 활동은 MSI 특성화 및 시운전 단계의 결과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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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3 MSI 초점 재조절
탑재체의 초점 재조절은 거울의 열 설정 점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망원경 구조와 세 번째 거울 사이에 방열 스크린이 설치된다.
E2 단계 동안 이 보정은 비상의 경우에만 수행하며, MSI 제조 업체(Airbus D&S)와
함께 MPC가 명령한다.

3.2.3 기하 보정
3.2.3.1 서론
이미지 품질의 목표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이미지의 더 나은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명시하고 측정 및 최적화하는 것이다. 즉, 기하 보정의 목표는 MSI 기
하 모델에 관련된 모든 지상 이미지 처리 매개변수(GIPP)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하 모델의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 보기 프레임의 방향
◦ 다른 초점면의 탐지기 시야
이들 매개변수는 이전에 지상에서 측정하고 시운전 시 정제했지만, 비상 시에는 이들
의 일부를 E2 단계에서 업데이트해야 한다.
모델을 완성하는 다른 모든 데이터와 MSI 기하 모델을 통해 지구와 픽셀 시야의 교
차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궤도 및 자세 측정(GPS 및 자이
로 항성 장치로 수행)과 각 픽셀 자체 가시야(LOS)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 LOS
는 광학 중심 위치와 해당 LOS 방향을 제공하는 벡터로 완전히 정의된다.
지리 위치 불확실성이 지구상에 있는 각 이미지 픽셀의 절대 위치를 결정한다. 지리
적 위치 불확실성은 지상 프레임에서 계산하는데, 그 이유는 직교 수정 이미지가 지
구 지도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GPS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지구 관련 프레임에서 생성
된다. 그러나 자세는 관성 프레임에서 측정한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지상 프레임(예:
WGS84)과 프레임(예: J2000)이 사용되는지를 즉시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도입해서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지구 고정 프레임('E')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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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심 관성 프레임('GCI')이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3-4: MSI에 대한 단일 픽셀 LOS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XLOS 및 YLOS 주위의 회전이
LOS를 의미함. 픽셀 투영을 설명하기 위해 초점면 배열의 아티스트 뷰(artist view)를
1차 거울에 나타냄

그림 3-5: 탐지기 및 픽셀에 대한 번호 부여 전략. 그림 3-4와 일치하는 1차 거울 높이에서 다이
어그램을 가상으로 나타냄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발사와 중력 해제가 일으키는 광학 벤치와 우주선 플랫폼 사
이의 기계 연결부 변형으로 인해, 궤도 내 단계에서 일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또
한, 비행 중 기하 보정의 목표는 단순화 접근법을 사용하여 표준 처리 시, 직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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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 대한 항법 오류 및 표면 지형의 영향을 자동 제거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중 시간 등록 및 절대 지리 위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참조 이미지
(GRI)를 생성 및 사용하여 지상 기준점(GCP)을 자동 추출한 기하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제한다.

3.2.3.2 전체 기하 보정 논리
기하 보정은 Sentinel-2 MSI 기하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이다.
공칭 기하 보정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글로벌 참조 이미지의 생성
확인된 비상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참조 밴드에 대한 보기 프레임의 절대 보정
◦ 비 참조 밴드에 대한 보기 프레임의 상대 보정
◦ 참조 밴드에 대한 초점면의 절대 보정
◦ 비 참조 밴드에 대한 초점면의 상대 보정

3.2.3.3 통상 활동
3.2.3.3.1 글로벌 참조 이미지 생성
3.2.3.3.1.1 서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대 지리 위치 및 다중 시간 등록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
해, GCP(S2-MP-115 및 S2-MP-110)를 사용해서, 레벨 1B 처리 종료 시, 기하 모델의
체계적 정제를 위해 지상 기준점(GCP)을 추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참조 이미지(GRI)
를 생성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구름이 없고(또는 구름이 제한적으로 존재), 기하가 정제된 단일 스
펙트럼(현재의 기준은 B4를 사용하는 것임)의 합성물이며, 레벨 1B 입자/데이터 스트
립이 전체 반복 주기(143 궤도, 즉 10일)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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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1.2 방법 설명

3.2.3.3.1.2.1 개요
GRI는 레벨 1B 이미지의 적절한 선택과 공간 삼각 측량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정확한
기하 정제를 통해 점차 완성된다.
GRI는 GIPP로써 처리 체인에 피드백된다.
단일 GRI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에 따르면 지구 표면의 계절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GRI의 추가 버전을 갖기로 할 수 있다.
GRI는, 예를 들어, 이전 데이터베이스의 구름이 있는 특정 지역에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여 개선한 후 새 이미지의 위치를 나머지 이미지와 일치하도록 수정한다.
전체 GRI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음 세 요소로 구성된다.
1. 낮은 비율의 구름이 있는 글로벌 데이터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시간
2. GRI의 생성 시간
3. 생산 체인에서 사용하기 전에 GRI를 검증하는 시간
Sentinel-2A의 발사 후 GRI의 첫 버전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6~9개월이
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구름의 존재가 비결정 사항이므로, 시간 요소(글로
벌 데이터 커버리지의 설정 시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GRI 생성을 위한 접근법은 MPC 컨소시엄에서 수행할 작업의 일부로 통합될 것이다.
단계 E1에서, 위성 시운전 팀(SCT)은 유럽으로 제한된 커버리지를 사용해서 참조 이
미지 세트를 구축한다. MPC 컨소시엄은 GRI의 구축을 위해 이 이미지 세트를 고려
한다.

3.2.3.3.1.2.2 공간 삼각 측량
공간 삼각 측량 방법은 두 유형의 점을 사용하여 전체 이미지 세트(최소 두 겹의 이미
지에서, 최대 수백 개의 이미지)의 기하 모델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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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기준점(GCP): 지형과 이미지의 측면에서 좌표가 알려져 있고 절대 위치를
제공함
◦ 기준점(TP): 몇몇 이미지의 측면에서 좌표가 알려져 있고 이미지 간의 상대 위치
를 보장함
공간 삼각 측량 방법은 이미지 획득 과정에 대한 물리적 설명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미지 항목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 획득 기본값을 가능한 한 대표하는 물리적 수정
매개변수를 규정한다. 이들 수정 매개변수(예: 위치 편향, 자세 표류 또는 초점 오류)
의 미세한 선택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겹치는 지역에서 이미지 간에 균일한 기
하 수준을 얻을 수 있다.
입력 Sentinel-2 이미지는 구름이 적은 이미지 중에서 선택한다. 물론 이들 이미지는
공칭 조건에서 선택해야 한다. 초기 GCP는 Sentinel-2 이미지의 해상도, 지리 위치
사양 또는 분포와 같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 기능이다.

Image #1

Image #1

Image #2

Image #2

Image #N

Image #N

그림 3-6: 기하 모델의 정제.

그림 3-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에서의 위치 확인
은 서로 다른데, 그 이유는 보기 모델링에서 역할을 하는 다른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
는 오류 때문이다(예: 위치, 속도 및 자세 복원, 열 팽창 효과).
그림에서 십자의 중심은 국부 점이고 그를 둘러싼 원은 국부 불확실성이다. 그림 우
측의 자주색 부분에서는 동일한 점이 더 자세하게 지리적 위치를 잡았고 정밀도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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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삼각 측량 알고리즘에는 다음의 여러 단계가 포함된다.
◦ 자동 상관 관계를 통해 지상 기준점을 이미지에서 선택함
◦ 모든 이미지에 대한 기하 모델의 합동 정제에 이들 선택 점을 입력으로 사용함
◦ 성취한 지리 위치 불확실성의 품질을 확인함

3.2.3.3.1.2.3 지상 기준점 선택
GCP는 평면 및 고도 측정에서 지면 좌표를 알고 있고, 적어도 하나의 이미지에 표시
되는 점들이다. 이들 점은 절대 위치용으로 사용한다.
GCP는 수동 선택 또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를 사용한 자동 상관관계를 통한 선
택으로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제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GCP를 선택하기 위
해 여러 외생적 이미지(예: Pléiades, SPOT, ALOS/PRISM)를 사용하여 Sentinel-2 이미지
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수 있음

위성의 공칭 지리 위치 정확도와 데이터 스트립 간에 상당한 중복이 있는 글로벌 임
무인 Sentinel-2를 고려하면, GRI를 생성하기 위해 GCP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 GCP는 MPC 컨소시엄에서 평가한다.

3.2.3.3.1.2.4 기준점
TP는 최소 두 이미지에서 발견되지만 지상 좌표를 알 수 없는 점들이다. 다중 겹침
시 기준점은 짝을 지어서 선택한다.
TP는 Sentinel-2 이미지 사이의 자동 상관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기준점을 자동으
로 추출하는 데에는 궤도에 걸친 몇 안 되는 겹침만으로도 충분해야 한다(Sentinel2의 경우 몇 킬로미터).

3.2.3.3.1.2.5 기하 정제
GCP와 TP는 정제 알고리즘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한다. 정제는 지리 위치 성능을 개
선하기 위해 보기 모델에 다항식 수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적절한 다항식
단계는 지상에서 평가한 공간 세그먼트의 동작(예: 열 탄성 효과, 태도 복원)에 따라
달라지고 시운전 단계에서 조정된다. 다항식 계수는 공간 삼각 측량이라고 하는 평균
제곱 회귀를 사용해 추정된다. 이 다항식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지상 기준점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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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일치점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른 관계를 설정한다. 추정의 목표는 초기 보기 매
개변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지상 기준점의 위치와 일치점의 지상 위치 간 관측 차이에
가장 알맞은 계수값을 찾는 것이다. 각 지상 기준점은 계산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P를 지상의 점 M에 해당하는 픽셀이라고 하면, P의 지리적 위치가 M과 약간 다른
점 M'를 제공하며, 잔여 거리는 M-M'이다. 반대로, M의 이미지 위치는 점 P'를 제공
하며, 잔여 거리는 차이 P-P'이다. 위치 함수(지리 위치 함수 및 역 위치 함수)에서 사
용하는 자세 및 궤도 정보를 보정하는 다항 함수 계수는 데이터 스트립 당 다수인
TP와 소수인 GCP의 평균 잔여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정제 출
력은 자세와 궤도 데이터를 보정하는 다항 함수이다.
공간 삼각 측량 알고리즘은 모든 이미지를 고려해서 평균 잔여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 이미지에 대한 솔루션을 공동으로 추정하고, 미지 항목을 공유하며 솔루션
을 최적화한다. 시스템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여 정제 알고리즘이 이미
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물리적으로 대표하는 솔루션을 찾도록 한다.

3.2.3.3.1.2.6 GRI 품질 평가
GRI 품질 평가는 공간 삼각 측량 출력의 분석에 따라 수행한다.
다음을 고려하여, 전체 지리 위치 오류 한도의 추정값을 계산한다.
◦ 정제 후 각 점에 대해서 추정하는 잔여 오차는 가능한 한 작아야 함
◦ 정제에 사용되지 않은 GCP의 외부 소스
공간 삼각 측량의 잔차(첫 번째) 또는 GRI와 GCP 사이의 거리(두 번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가 공간적으로 무작위이고 TP/GCP의 수가 충분히 높
다고 가정하면, 평균을 낼 때 상쇄되어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평균 제곱 최적화로 얻은 솔루션의 대표성 추정을 통해서도 또한 성취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추정하는 보정 값이 사전 규정 임계값(명시된 절대 지리 위치
오류에서 규정하는)을 초과할 경우 솔루션에 명확한 물리적 의미가 없거나, 획득 시
이미지가 평균적 혼란이 아닌 특정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들 이미
지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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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비상 활동
3.2.3.4.1 기준 밴드에 대한 보기 프레임의 절대 보정
3.2.3.4.1.1 서론
참조 밴드에 대한 보기 프레임의 절대 보정(또는 절대 정렬 편향의 보정)은 대규모
장면 세트 및 관련 지상 기준점 또는 좋은 위치의 참조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하 모델
의 정제를 통해 수행한다.

3.2.3.4.1.2 방법 설명
기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대상지에서 장면을 획득
한다. 목표는 최대 범위의 경도와 위도를 포괄하여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다.
◦ 위도와 같은 기준의 함수로서 정렬 편향의 변화를 결정함
◦ 기후 조건에 대한 의존을 피함
위도와 같은 특정 기준의 함수로서 정렬 편향(예: 궤도에 따른 열 탄성 변형으로 인
한)의 진화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육지 표면 전역에 분포된 여러 대상지에 걸쳐 장면을
수집한다.
모든 장면에 대해 기하 모델을 공간 삼각 측량으로 정제하여 장면별로 설정된 평균
편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모든 장면 및 모든 기하학적 참조 지점에 대해 추정한 정렬
편향의 분석을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GIPP를 업데이트하도록 설정된 평균 편향을 결정함
◦ 위도 또는 날짜와 같은 기준에 따라 편향의 진화를 관찰함
Sentinel-2의 경우, 이 방법은 VNIR 보기 프레임 및 가능한 경우 SWIR 보기 프레임의
보정에 사용된다. Sentinel-2 이미지는 다양한 기하 참조 지점에서 얻는다. 이들
Sentinel-2 이미지의 B4는 VNIR 프레임의 기하 모델을 정제하기 위해 지상 기준점
또는 기하 참조 지점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연관된다. B11, B12도 또한
SWIR 프레임의 기하 모델을 정제하기 위해 연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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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나타낸 것과 같은 기하 참조 지점은 절대 기하 보정을 위해 고려할 수 있다.
대상지 명

GCP의 수

GCP 수집 방법

위치
(lat,long)

고도 범위
(m)

대상지 범위
(NSxEW)

43.499 N
5.479 E

[200-600]

30 km x 60 km

- 대규모 항공 사진
(PELICAN) –
GSD

Manosque
(프랑스)

해상도 50 cm
-DSM – IGN BDZ
해상도 1m
138

-DGPS
-DSM(항공 사진에서)

3
46.839 N
[500-1250]
7.533 E
-

La Crau
(프랑스)

35

-DGPS
-DEM(지점)

46.839 N
7.533 W

[0-200]

20 km x 20 km

Cape Town
(남아프리카)

35

기존 데이터 –
IKONOS

33.99 S
18.75 E

[23-70]

70 km x 70 km

Bern/Thun
(스위스)

구역:
Bern: 110 km2
Thun: 100 km2
남서부: 90 km2

3.2.3.4.1.3 입력
보기 프레임의 정렬 편향 보정은 지상 기준점 또는 다양한 참조 대상지에 분포된 참
조 이미지의 입력 데이터로 필요하다.
Sentinel-2 획득 필요 사항은 다양한 기하 참조 지점에서 획득하고, 정제 없이 레벨
1B에서 처리된 여러 장면이다.

3.2.3.4.1.4 출력
◦ MSI 기하 모델 보기 프레임의 편향
◦ 탑재 요 조종 모델

3.2.3.4.2 비 기준 밴드에 대한 보기 프레임의 상대 보정
3.2.3.4.2.1 서론
보기 프레임의 상대 보정은 피치, 롤 및 요(Pitch, roll and yaw)에서 상대 정렬 편향의
형태로 다양한 보기 프레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54

▁ 국립산림과학원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3.2.3.4.2.2 방법 설명
Sentinel-2의 경우, 이 과정은 SWIR과 VNIR보기 프레임 간의 상대 보정에 사용한다.
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VNIR와 SWIR 이미지 사이의 기준점으로 수행한 공간 삼각 측량에 따른 기하 모
델의 정제: 이 방법은 피치와 롤에서 상대 편향을 양호하게 추정함
◦ VNIR 와 SWIR 이미지 간의 상관 관계: 이 방법은 피치, 롤, 요 및 초점 거리의
편향에 대해 양호한 추정치를 제공함
현재의 기준은 VNIR 보기 프레임의 B5와 SWIR 프레임의 B11 또는 B12를 사용하는
것이다(특히 상관관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B4도 B5 대신 사용할 수 있다.

3.2.3.4.2.3 입력
보기 프레임의 상대 정렬 편향 보정은 동일한 이미지에서 획득한 VNIR B4 또는 B5
그리고 SWIR B11 또는 B12의 쌍이 입력 데이터로 필요하다.

3.2.3.4.2.4 출력
출력은 SWIR 및 VNIR 보기 프레임 사이에서 피치, 롤 및 요(Pitch, roll and yaw)에
설정된 평균 편향이다.

3.2.3.4.3 기준 밴드에 대한 초점면의 절대 보정
3.2.3.4.3.1 서론
초점면 보정은 다양한 초점면에서 탐지기의 시야을 재추정하는 것, 즉 내부 이미지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 초점면에 있는 서로 다른 배열 사이의 왜곡과 불연속을 우선
추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지상에서는 이런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3.2.3.4.3.2 방법 설명
비행 중에는 절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매핑할 초점면 중 하나에서 획득
한 이미지와 참조 Super Site로 알려진 절대 참조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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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Super Site는 기하 정보가 완벽하게 알려진 장소이다. ‘Super Site’는 일반적으로
관련 기하 모델과 고정밀도 3D 참조(방법 1)로 보정되는 이미지의 해상도보다 더 나
은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로 구성된다. Super Site는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평면 및 고
도 불확실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Super Site는 지상 측정치에 가장 가까운 기하 참조
자료로 간주하며, Super Site는 시야 전체에 분포된 매우 정확한 지상 기준점으로 구
성될 수도 있다(방법 2).
Sentinel-2의 경우 VNIR B4에 절대 방법을 사용한다.

방법 1
수정에 따라 보정될 센서 망막의 현상(B4) 속에 기준으로 간주되는 이미지를 넣는다.
이를 위해 완벽하게 알려진 참조 이미지의 직접 기하 모델과 표면의 디지털 모델(고
도 참조)을 사용하며, 이들은 보정될 B4의 기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순간 ‘t’에서
주어지고 알려지는 역 기하 모델을 통해 교차된다.
또한, 두 세트의 이미지, 즉 보정할 B4의 이미지(시스템의 물리적 현실을 나타냄)와
추정 센서의 기하에서 수정되는 참조 이미지(또는 참조 이미지 세트)를 얻게 된다. 두
세트의 이미지 사이 궤도에 평행하고 수직인 편차의 측정치가 보정되는 B4의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한다(참조 데이터가 완벽하다고 가정함).
기하 모델링 오류(일반적으로 배열의 왜곡 및 방향)는 지상 기준점 모델링 잔여에서
1차로 나타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특히 요(Yaw) 편향 그리고 각 망막에 대한 초
점 거리의 오류를 정제할 수 있다. 일단 이 1차 오류가 수정되면 중간 주파수 오류를
관찰한 후 모델링하여 각 시야에 적용한다.
이 방법은 다섯 단계로 나뉜다.
1단계: 절대 참조 이미지의 수정
적절한 방사 필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참조’ 이미지는 다음을 통해 수정된다.
◦ ‘참조’ 이미지 위치 모델
◦ 지형에 대한 고도 지식(디지털 지형 또는 표면 모델, Super Site 고도 기준)
◦ 보정 중인 이미지의 보조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
◦ 보정 중인 센서 모델에 대한 지식(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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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정되는 센서의 이미지 상관 관계/절대 참조의 수정된 이미지. 이 수정된 이
미지들은 보정 중인 센서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추출한 해당 지역과 연관된다. 여기서
의 목표는 각 탐지기의 궤도에 평행 및 수직인 편차를 측정하는 것이다.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수의 탐지기 샘플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참조 이미지가
포괄하는 모든 줄에 대해 수행한다.
3단계: 평균 줄의 계산
고려 중인 각 탐지기에 대한 편차(줄 및 칼럼)의 측정 값을 여과하고(편차 측정 값의
함수로서 얻은 상관 계수의 잘못된 값을 제거하기 위해), 각 칼럼에 대해 평균한다(평
균 줄의 계산). 처리된 각 결과물에 대해, 각 탐지기의 평균 줄 및 칼럼 편차, 상관
계수, 여과 및 측정한 점의 수 등을 얻는다.
4단계: 상관 관계에 따른 측정의 처리
상관 관계로 인한 이러한 원시 이미지 측정은 초점면에서 각 탐지기의 구경 각도를
고려한 각도 단위(예: 라디안)로 축소된다. 이것은 롤 각도의 함수로서 궤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다음, 관찰 각도 편향을 제거한다.
◦ 피치는 궤도에 평행한 편차의 평균임
◦ 요는 칼럼의 함수로서 궤도에 평행한 편차 곡선의 평균 경사에 따라 특성화됨
◦ 롤은 궤도에 수직인 편차의 평균임
◦ 배율은 칼럼의 함수로서 궤도에 수직인 편차의 평균 경사에 따라 특성화됨
또한, 우리는 잠재적인 내부 배열 구역의 기하 불연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5단계: 시야 모델링
이전 단계의 잔여가 평균 빈도이다. 편차(다항식 또는 기타 함수의 형태)는 망막 또는
배열별로 모델링한다. 그런 다음, 이 모델링은 절대 참조와 보정 중인 센서 이미지
사이의 줄 및 칼럼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야에 적용한다. 이는 시야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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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Super Site는 또한 시야 전체에 분포된 매우 정확한 지상 기준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역 위치 함수를 사용한다.
지상 기준점 지상 좌표에서 역 기하 모델을 통해 이미지 좌표를 추정한 다음에, 이를
B4에서 측정한 이미지 좌표와 비교하며 초점면에서 GCP의 절대 위치 오류를 얻는다.
따라서, 피치, 롤 및 요(Pitch, roll and yaw) 편향, 배율 또는 심지어 피치 또는 롤의
표류도 표시할 수 있다. 잔여 피치, 롤 및 요(Pitch, roll and yaw) 편향을 억제하면,
VNIR B4 초점면에서 시야을 모델링할 수 있는 두 다항식 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

3.2.3.4.3.3 입력
절대 초점면 보정에는 입력 데이터로서 ‘Super Site’가 필요하다. Sentinel-2 획득 필
요 사항은 이 Super Site에서 획득하고 정제 없이 레벨 1B에서 처리한 여러 장면이다.

3.2.3.4.3.4 출력
절대 초점면 보정의 출력은 VNIR B4의 시야이다.

3.2.3.4.4 비 기준 밴드에 대한 초점면의 상대 보정
3.2.3.4.4.1 서론
초점면 보정을 위한 상대 방법은 절대 방법을 사용하지만, 잘 보정된 기존 센서 또는
밴드을 참조로 채택하고, 적절한 DEM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VNIR 초점면에서 SWIR
초점면의 보정,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다중 스펙트럼 밴드의 보정에 사용할 수 있다.

3.2.3.4.4.2 방법 설명
보정 매개변수는 다양한 밴드를 서로 고려하여 추정된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스펙트
럼 밴드가 매우 다를 때 한계에 도달한다. 최상의 상관관계 쌍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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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는 B2, B3, B5, B8의 초점면을 보정하기 위한 참조로 사용함. 필요한 경우, B2,
B3, B8도 절대 방법을 사용하여 보정함(이들 밴드의 해상도는 B4와 동일하며, 더
나은 해상도를 가진 밴드를 상대 방법에 대한 참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B5 또는 B4는 B1, B6, B7, B11, B12의 초점면을 보정하기 위한 참조로 사용함
◦ B5 또는 B8은 B8a, B9의 초점면을 보정하기 위한 참조로 사용함
◦ B1 또는 B2는 B10의 초점면을 보정하기 위한 참조로 사용함

3.2.3.4.4.3 입력
Sentinel-2 획득 필요 사항은 모든 스펙트럼 밴드을 가지며, 정제 없이 레벨 1B에서
처리된 이미지이다.

3.2.3.4.4.4 출력
상대 초점면 보정의 출력은 다양한 스펙트럼 밴드의 시야이다.

3.3 레벨 1 검증
3.3.1 서론
레벨 1 결과물 검증은 방사 및 기하 검증으로 구성된다.
일단 MSI와 처리 알고리즘의 방사 및 기하 보정을 수행했으면, 검증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임무 데이터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탐지된 문제를 보고하고 추가 보정 활동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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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방사 검증
3.3.2.1 서론
확인된 공칭 방사 검증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균등화 검증
◦ 절대 방사 대리 검증
◦ 절대 방사 교차 임무 검증
◦ 다중 시간 상대 방사 대리 검증
◦ 밴드 간 상대 방사 불확실성 검증
◦ SNR 검증
◦ 픽셀 반응 검증
◦ MTF 검증

3.3.2.2 균등화 검증
3.3.2.2.1 서론
균등화 검증 활동은 Dark Signal 보정(챕터 3.2.2.5.1)에 따라 결정된 Dark Signal
DS(p,j,b,d)의 값과 Relative Gains Calibration(챕터 3.2.2.5.2)에 따라 결정된 Relative
Gains의 값이 이미지 데이터 품질 기준과 일치하는지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균등화 대리 검증은 방사상 균일한 자연 표적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균등화 매개변수의 계산을 위한 공칭 방법은 산광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
서 설명하는 방법은 자연 현장에서의 획득을 이용하는 것으로, 산광기에서 제공하는
매개변수의 검증에 활용되며 필요시 업데이트 한다.
이 활동이 검증하는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다음과 같다.
◦ S2-MP-020(선형성)
◦ S2-MP-025(공간 균일성)
◦ S2-MP-040(고정 패턴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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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2 입력
◦ 균일한 표적에서 획득한 레벨 1B 이미지
– 그린란드
– 남극
– 야간의 대양
◦ 섹션 6.7의 "균등화 노이즈"에 대한 추가 입력
◦ 고정 패턴 노이즈(FPN) 및 최대 균등화 노이즈(MEN)의 측면에서 참조 데이터
품질 기준

3.3.2.2.3 출력
다음 정보를 포함한 월별(Dark Signal 및 Relative Gains 보정 활동에 따라) 및 청구
기준의 MPC/CC 보고서
◦ 여러 시험 대상지에서 측정한 MPI(임무 수행 지표)
– 각 하위 Swath에 대한 고정 패턴 노이즈(FPN)
– 각 하위 Swath에 대한 최대 균등화 노이즈(MEN)
– 임무 데이터 품질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하위 Swath 및/또는 픽셀의 목록
◦ 각 시험 대상지 및 관련 이미지(예: 획득 시간/날짜, MSI 획득 모드, 소스 결과물
참조)에 대한 정보
◦ 적용 균등화 매개변수(Dark Signal 및 Relative Gains)의 수용성을 나타내는 품질
표지
◦ 섹션 6.7의 ‘균등화 노이즈‘에 대한 추가 출력

3.3.2.2.4 방법 설명
3.3.2.2.4.1 MPC/CC 기여
균등화 검증에 사용할 시험 대상지 레벨 1B 이미지의 자동 수집
◦ Dome-C(남극)
◦ 그린란드(덴마크)
◦ 대양의 야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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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2 방사 모델이 비선형이므로 이 검증은 다양한 휘도 수준에 대해 수행한다.
이것은 태양 정점 각도가 다른 극 근처(예: Dome-C 또는 남극 대륙)에서 촬영된 이미
지를 채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린란드는 Dome-C의 값을 통해 보완되는데, 그 이유는 Dome-C에는 여름에 태양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시야에 대해 균일한 풍경을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BRDF 효과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Relative Gains 검증은 일단의 하위 Swath를 결합하여 수행한다.
이미지 품질 평가는 고정 패턴 노이즈(FPN) 및 최대 균등화 노이즈(MEN)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FPN의 계산을 위해 이미지의 각 칼럼을 평균하여 평균 라인을 계산한다.
그런 다음, 고정 크기 섹션을 따라 평균 제곱근(RMS) 편차를 평가하여 FPN 성능을
계산한다. 이들 값은 각 섹션에 대해 계산한 평균 값에 따라 정상화한다. 마찬가지로,
MEN은 이미지 내의 최대 오류로 결정된다.
각 섹션에 대해서, 이들 값을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확인한 임계값과 비교한다. 이 임
계값을 초과하는 값은 균등화 계수가 이들 이미지를 수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관련 보정 활동을 통해 업데이트해야 한다.
밴드 10의 경우, 이 방법은 Dark Signal 검증에만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이 밴드의
표면을 볼 수 없으므로 더 높은 휘도 균일 표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균등화 노이즈‘에 대한 출력은 섹션 6.7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3.3.2.2.4.2 MPC/ESL 기여
해당 기간에 얻은 결과에 대한 포괄적 분석 및 종합을 포함해 MPC/ESL에서 수행하
는 6개월별 보고서
MPC/ESL 분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잠재적 MSI 탑재체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불균일성과 획득 이미지 또는 장기
추세를 결정하는 MPC/ESL의 균등화 이미지 검사
◦ MPC/CC가 수행하는 자동화 처리로 탐지되지 않는 잠재적 탑재체 이상을 확인
하기 위한 MPC/ESL의 균등화 이미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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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절대 방사 대리 검증
3.3.2.3.1 서론
절대 방사 대리 검증은 특정 시험 대상지에 대한 센서 측정과 해당 시뮬레이션 대기
상단 반사율 사이의 비교를 기반으로 한다.
방사 검증은 6개월 단위로 수행하며 방사 보정의 안정성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 방
법론은 대기 상단 반사율의 밴드 비율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다중 날
짜 이미지는 참조 이미지에 기하학적으로 공동 등록된다. 관심 지역(ROI)를 정의한다.
디지털 카운트 값은 외계 태양 복사 조도에 근거해 TOA 반사율로 변환한다. 그 후
밴드 대 밴드 비율 및 TOA 계산을 수행하고, ROI에 속하는 픽셀의 통계 평균을 계산
한다.
밴드 10의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밴드이 표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활동이 검증하는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다음과 같다.
◦ S2-MP-000(절대 방사 불확실성)
◦ S2-MP-015(교차 단위 상대 방사 불확실성)

3.3.2.3.2 입력
이 활동에 대한 입력은 다음과 같다
◦ 참조 표적에 대한 레벨 1C 이미지
◦ MPC/ESL이 사용하는 보조 데이터 및 도구

3.3.2.3.3 출력
◦ 절대 방사 불확실성 평가의 결과를 포함하고 임무 데이터 품질 기준의 충족 여
부를 나타내는 MPC의 6개월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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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4 방법 설명
이 검증 활동은 특정 시험 대상지에 대한 센서 측정과 해당 시뮬레이션 대기 상단
반사율 사이의 비교로 구성된다.
PDGS MPC/CC에서 모든 관련 데이터의 추출이 자동화되고, 분석의 수행을 위해
MPC/ESL에 제공된다.
픽셀의 선택은 구름 시험과 TOA 반사율 시험을 결합한 섹션 6.6의 설명 방법에 따라
수행된다. 표면 압력, 표면 풍속 또는 전체 오존 양과 같은 TOA 신호를 정확하게 계
산하려면 외생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절대 방사 대리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두 방법을 고려한다.
◦ 시험 대상지 계측 방법: 계측 시험 대상지를 사용하여 표면 반사율 및 대기 특성
을 규정할 수 있음
◦ Rayleigh 방법: Rayleigh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양 대상지를 사용함

3.3.2.3.4.1 시험 대상지 계측 방법
아래에 나타낸 것과 같은 시험 대상지를 고려할 수 있다.
◦ La Crau(프랑스)(챕터 5.2.2 참조)
◦ Barrax(스페인)

3.3.2.3.4.2 Rayleigh 방법
단파장의 심해에서 관측되는 대기 상단 신호는 주로 대기 분자 산란 때문이다.
Rayleigh 산란이라고 하는 이 산란은 표면 압력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
할 수 있다. TOA 신호에 대한 다른 원인은 에어로졸 산란, 수역에 따른 후방 산란,
파도에 따른 확산 반사, 표면에 의한 거울(또는 프레넬) 반사와 기체 흡수이다.
이들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러한 대양 표적에 대한 위성 획득을 선택한다. 이 방
법은 B1, B2, B3 및 B4를 보정하는 데 사용한다. 보정은 센서가 보는 TOA 정상화 반
사율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측정치와 비교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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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는 청색 밴드에 대한 TOA 신호의 10~15%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TOA 신
호에 대한 중요한 오류 출처이다. 1년간의 SeaWiFS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후
학적 연구를 통해 공간 균질성이 좋고 계절 효과가 적절한 여섯 대양 대상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대상지는 북태평양과 남태평양, 북대서양과 남대서양 및 인도양에 있다.

3.3.2.4 절대 방사 교차 임무 검증
3.3.2.4.1 서론
이 활동의 목표는 특정 참조 표적에 대해 Sentinel-2가 측정한 반사율과 다른 임무에
서 측정한 반사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광학 임무와의 비교가 포함된다.
◦ Landsat(Landsat-8 포함)
◦ Sentinel-3(OLCI 및 SLST)
◦ EnMAP
이 방법은 지상 균일 지역(예: 그린란드, Dome-C)에 대한 이미지 획득을 기반으로 한
다. 이 보정 작업은 절대 방사 불확실성의 감시에 기여한다.
이 활동을 위해 다음 시험 대상지를 제안한다.
◦ 아프리카 사막 대상지(연중)
◦ 남극 대상지(겨울철)
◦ 그린란드 대상지(여름철)
방법론은 서로 다른 두 센서로 관찰 지역에 대해 거의 동시에 측정한 TOA 반사율의
비교로 이루어지며, 과제는 유사한 대기 조건과 관측 조건을 가진 2개의 동시 입사
이미지 쌍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

65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그림 3-7: 겨울 반복 주기에서 Dome-C에 대한 적절한 보정 궤도

이 방법은 밴드 10에 적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밴드가 표면을 볼 수 없기 때문
이다.

3.3.2.4.2 입력
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입력은 다음과 같다.
◦ 참조 표적에 대한 레벨 1C 이미지
◦ MPC/CC 및 MPC/ESL에서 사용하는 보조 데이터 및 도구

3.3.2.4.3 출력
절대 방사 교차의 결과가 포함된 MPC/ESL의 3개월별 보고서
◦ 비교하는 여러 센서 사이의 편향을 나타내는 임무 수행 지표(MPI)

3.3.2.4.4 방법 설명
3.3.2.4.4.1 MPC/CC 기여
Sentinel-2 임무에서 모든 관련 데이터의 추출이 자동화되고 추출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 MPC/ESL에 제공된다.
MPC/CC는 데이터의 분석과 비교 보고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MPC/ESL에게 공급하기
위해 자동 이미지 데이터 추출(섹션 6.6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수행한다.
이 활동에 대한 MPC/CC로의 입력은 참조 표적에 대한 레벨 1C 이미지이다.

66

▁ 국립산림과학원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출력은 자동 이미지 데이터 추출의 결과 보고서이며, 추가 처리를 위해 MPC/ESL로
전달한다.
Sentinel-2 이외의 임무에 대한 모든 관련 데이터의 추출은 MPC/CC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3.3.2.4.4.2 MPC/ESL 기여
DIMITRI와 SADE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방법은 Sentinel-2 절대 방사 교차 임무 검증
을 위해 고려한다.
DIMITRI(다중 스펙트럼 탑재체의 이미지화 데이터베이스 및 방사 상호 비교용 도구)
[DIMITRI-SUM]는 다음과 같다:
1) 여덟 대상지에서 추출한 약 5GB의 TOA 반사율 데이터베이스
◦ 현재 포함된 센서: AATSR, A-MODIS, MERIS, POLDER-3 및 VEGETATION-2
◦ 현재 저장된 데이터의 대상지: 아마존 삼림, BOUSSOLE, Dome-C, Libya-4, 남인
도양, 남태평양, Tuz Golu, Uyuni
◦ 시간적 범위: 2002~2012년
2) 데이터를 조작하고 간단한 상호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센서를 비교하는 도구
. 이 방법론의 목표는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두 센서를 사용한 동시 관찰을 찾아서
이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임
DIMITRI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문서(사용자 설명서)는 2012년 9월부터 Cal/Val 포털
(http://calvalportal.ceos.org/cvp/web/guest/tools)에서 이용할 수 있다.
DIMITRI는 MPC/ESL가 Landsat 및 EnMAP를 포함하도록 추가로 확장한다. DIMITRI
는 S3 MPC가 Sentinel-3(OLCI 및 SLST)을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절대 방사 교차 임무 검증은 SADE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SADE는 CNES에서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처리 체계이다. 성취 정확도는 참조 표적에서 정
기적으로 수집하는 획득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 아프리카 사막 대상지
◦ 남극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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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ITRI 및 SADE의 경우, 서로 다른 센서에서 수행한 측정은 센서 간 편향의 원인을
분석하고 결정하기 위해 MPC/ESL에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수정을 제안한다. 방법과
도구의 정의는 MPC 컨소시엄에서 수행한다.

3.3.2.5 다중 시간 상대 방사 대리 검증
3.3.2.5.1 서론
산광기의 보정은 비행 중에 발생하는 조명 및 탐지 조건에서 양 방향 반사 기능
(BRDF)의 보정 측정을 통해 발사 전에 수행한다. 비행 중에 기준 광원(이 경우 태양)
을 사용하여 탑재체의 성능을 감시할 수 있다.
이 산광기 특성화는 산광기가 CSM 도어에 장착된 후 지상에서 수행하며, 태양의
모든 입사각 및 모든 보정 구성과 관련된 시야각을 비롯해 적절한 각도 영역을 포
함한다.
노화 및 오염과 같은 산광기 재료의 가능한 물리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때때로 비
행 중 결과를 보정 점 세트 외부의 원래 보정 결과와 비교하고 정량적 모델을 사용하
여 BRDF 보정을 규정하면 보정 절차의 신뢰성이 개선된다.
산광기의 특성이 진화하면 절대 보정 성능이 저하된다. PTFE 재질로 만드는 산광기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UV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제작된다. 노화 과정은 주로 UV 조사로
인해 Spectralon® 표면에 탄화수소가 침전되는 것이다.
주로 MERIS 상황에 관련되는 기존 분석에 따르면, 이 재료는 본질적으로 UV 노출에
민감하고 단파장에서의 노출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 탄화수소 오염이 이 민감성의
원인이지만 최적화된 제작과 발사까지 산광기의 적절한 보호를 통해 이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하나의 예로, 그림 3-8은 각 채널에 대해 5년 이상의 시간(참조 산광기
와 관련) 이후 MERIS 공칭 산광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채널 6(600nm 이상)부터는 변
화를 무시할 수 있다.
B1이 Sentinel-2 채널의 범위 밖임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2주에 한 번 수행한 보정으
로 산광기의 성능 저하는 1%(최악의 경우) 미만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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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MERIS 스펙트럼 밴드마다 산광기 2와 산광기 1의 반사율을 비교하여 관찰된 변화

PTFE 재료 노화 효과의 예비 분석은 VNIR 채널의 경우, 산광기 변화가 B9와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변화 효과에 관련된 현상학은 SWIR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
결과적으로 B9 및 B10을 제외한 모든 채널의 노화에서 1% 성능은 산광기 안정성으
로만 충족해야 한다. SADE 방법은 명목상 보완적 방법이 아니라 통제적 방법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채널 B9 및 B10의 경우, 산광기가 해당 파장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보이
기 때문에, 노화 수치에 대한 주의를 합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노화 수치는
다른 채널과 마찬가지로 1%로 줄였다.
다중 시간 상대 방사 대리 검증은 장기 방사 안정성을 보장하고, 일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 사막 참조한 시험 대상지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이 활동이 검증하는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S2-MP-005(다중 시간 상대
방사 불확실성)이다.

3.3.2.5.2 입력
이 활동에 대한 입력은 다음과 같다.
◦ 참조 표적에 대한 레벨 1C 이미지
◦ MPC/ESL에서 사용하는 보조 데이터 및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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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3 출력
탑재체 특성의 시간적 변화에 연관될 수 있는 반사율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다중 시
간 방사 검증 활동의 결과를 포함한다(MPC의 3개월별 보고서).

3.3.2.5.4 방법 설명
3.3.2.5.4.1 MPC/CC 기여
PDGS MPC/CC에서 모든 관련 데이터의 추출은 자동화되고, 분석을 위해 전문가
Cal/Val 팀(또는 MPC/ESL)에 제공한다. 추출은 섹션 6.6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참조한 시험 대상지의 데이터 추출에는 주요 탑재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MPC/CC 및 얻은 값에 대한 운영자의 확인이 포함된다.
이 활동에 대한 MPC/CC로의 입력은 참조 표적에 대한 레벨 1C 이미지이다.
출력은 자동 이미지 데이터 추출의 결과보고서이며, 추가 처리를 위해 MPC/ESL로 전
달한다.

3.3.2.5.4.2 MPC/ESL 기여
SADE와 DIMITRI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방법은 Sentinel-2 다중 시간 상대 방사 대리
검증을 위해 고려한다.
Sentinel-2 MSI 절대 보정의 다중 시간 감시는 SADE 데이터베이스 및 처리(CNES에
서 개발 및 유지하는)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성취 정확도는 사막 참조 지점에서
매월 수집한 획득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이 방법은 정확하지만 노이즈가 많
으며, 결과는 일단의 측정에서 평균해야 한다. 예를 들어, Spot5의 경우 측정의 작은
반복성과 줄어든 관찰 폭(60km) 때문에 다중 시간 감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 2%에
도달할 수 있다. 식생의 경우, 넓은 Swath 폭이 훨씬 더 나은 반복성을 허용하고, 다
수의 참조 장소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수가 많기 때문에 1%의 불확실성에 도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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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h 폭과 반복성에 대한 Sentinel-2의 구성은 중간에 속한다. 그러나 이 구성의 조
종 가능성, 대상지에 대한 참조 지식의 시간에 따른 개선(SADE의 데이터 누적을 통
한) 및 추가 참조 대상지의 통합 가능성(바다에 대한 Rayleigh 산란, SADE의 범위에
서도 다룸)을 통해, 다중 시간 감시에 대해서 1%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DIMITRI 방법은 Sentinel-2 방사 안정성의 감시에 사용한다.

3.3.2.6 밴드 간 상대 방사 불확실성 검증
3.3.2.6.1 서론
밴드 간 보정 과정은 Sentinel-2 밴드 세트에서 선택한 모든 채널 쌍에 적용한다. 노
화 효과는 채널마다 다르며, 차등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 활동이 검증하는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S2-MP-010(밴드 간 상대
방사 불확실성)이다.

3.3.2.6.2 입력
이 활동에 대한 입력은 다음과 같다.
◦ 참조한 시험 장소에 대한 레벨 1C 이미지
◦ MPC/ESL에서 사용되는 보조 데이터 및 도구

3.3.2.6.3 출력
추정 밴드 간 상대 방사 불확실성을 포함한 MPC에서 생성한 6개월별 보고서
결과가 임무 데이터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절대 방사 보정 활동 방법론
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비상조치가 취해진다.

3.3.2.6.4 방법 설명
밴드 간 상대 방사 대리 검증은 눈 균일 장면(겨울철에는 남극 시험 대상지, 여름철에
는 그린란드 시험 장소)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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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을 기반으로 한 방법은 Sentinel-2의 보기 구성에 근접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PDGS MPC/CC에서 모든 관련 데이터의 추출은 자동화되고 분석을 위해 MPC/ESL에
제공한다. 추출은 섹션 6.6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밴드 간 보정은 탑재 압축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된다.

3.3.2.7 SNR 검증
3.3.2.7.1 서론
이 활동의 목표는 궁극적인 탑재체 성능 저하를 확인하기 위해 신호 대 잡음 비율
(SNR)을 측정하고, 이를 이미지 데이터 품질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매개변수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 사양을 따른다. SNR은 풍
경의 평균 휘도의 함수이다. SNR은 일반적으로 낮은 휘도 값에 대해 더 낮은데, 그
이유는 노이즈의 상대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휘도가 큰 경우, SNR은 노이즈의
상대적 영향이 감소하므로 증가한다. 따라서, 다른 휘도들에 대한 SNR을 알고 있어야
한다.
SNR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식 22
m은 균일한 풍경에 대한 일련의 휘도 평균이고, 𝜎는 이들 휘도의 표준 편차이다
(STD). SNR 추정이 포함된 노이즈 성능의 평가 방법을 섹션 6.7에서 설명한다.
평가 방법은 두 시간 척도와 다른 두 관련 방법으로 측정 및 분석한다:
◦ 매월 단위로 태양 산광기와 Dark Signal 획득을 사용하여 SNR을 측정함(섹션
3.2.2.5 참조)
◦ 6개월 단위로 지구 표면 균일 표적과 MPC/ESL의 Dark Signal 획득을 사용하여
SNR을 측정함(섹션 3.3.2.7.4.2 참조)
태양 산광기와 Dark Signal 획득을 사용하여 측정한 SNR은 픽셀 반응 검증 활동(섹
션 3.3.2.8)에 대한 입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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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이 검증한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S2-MP-035(신호 대 잡음 비
율)이다.

3.3.2.7.2 서론
필요한 입력은 다음과 같다.
◦ Dark Signal 획득(월간 주기)
◦ 태양 산광기 획득(월간 주기)
◦ 균일 표적 획득
◦ 태양과 산광기의 조명 및 시야각
◦ 절대 보정 계수 A(b)
◦ 미광 수정 계수 Kslt(b)
◦ 섹션 6.7에서 규정하는 “칼럼 노이즈”에 대한 추가 입력

3.3.2.7.3 출력
이 활동의 출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MPI 및 각 탑재체 픽셀을 포함한 월별 보고서
– 노이즈 모델 매개변수: α_Z, β_Z(레벨 1B 디지털 카운트의 경우) 및 α_ρ, β_ρ
(레벨 1C 반사율의 경우)
– 태양 산광기 레벨에서 측정된 SNR 값
– 섹션 6.7의 ‘칼럼 노이즈’에 대한 추가 출력
◦ 6개월 단위 보고서, 자연 지상 표적을 토대로 MPC/ESL이 추정한 SNR이 MPI로
서 포함됨

3.3.2.7.4 방법 설명
3.3.2.7.4.1 MPC/CC 기여
MPC/CC는 MSI Dark Signal 및 태양 산광기 획득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노이즈 모델의 ‘α’ 및 ‘β’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Dark Signal 획득과 결합된 산
광기의 휘도 이미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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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
탑재체 노이즈 모델 매개변수의 추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 노이즈 모델의 ‘α’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Dark Signal(Zds( p,l,b,d ) = 0 )
이미지의 활용

식 24
◦ 노이즈 모델의 ‘β’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태양 산광기 이미지의 활용

식 25
태양 산광기 휘도의 SNR은 다음 식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MSI-CCIF] 참조).

식 26

또한, ‘칼럼 노이즈’에 대한 출력은 섹션 6.7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3.3.2.7.4.2 MPC/ESL 기여
MPC/ESL은 자연 표적의 사용에 근거한 방법을 적용한다.
휘도 이미지는 균일 표적(예: 사막, 그린란드 얼음, 남극 대륙)에 대해서 획득한다. 위
도와 획득 날짜의 선택을 통해서 기준 휘도를 표적화할 수 있다. 이들 매개변수의 변
화를 통해서 노이즈 레벨의 매개변수를 정제할 만큼 다양한 휘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SNR 평가 방법에서는 램버트 표면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SNR 대상지’의 특성은
방사 보정 대상지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정확한 SNR 평가에는 측정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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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표준 편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다. 통계적으로 부록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원격 감지 시스템의 경우, 균일 표면에 대한 표준 편차 평가에는 평균
휘도 평가보다 더 많은 수의 독립 측정치가 필요하다. 즉, SNR 평가에 필요한 균일
지역의 최소 표면은 일반적으로 평균 휘도 평가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크다.
그림 3-9는 주어진 상대 SNR 정밀도에 필요한 최소 표면을 보여준다. 그림 3-10도
또한 SNR 평가 대상지에 대한 관심 사항을 나타낸다. 즉, PSF의 확장이 표준 편차
평가에 대한 주위 ‘오염’을 예방하도록 균일 지역과 주위 배경 사이에 최소 거리를
제공한다.
그림 3-9의 표기 사항
◦ LT는 PSF의 반경 확장보다 더 커야 함
◦ LH x LW는 필요 최소 표면보다 더 커야 함

그림 3-9: SNR 평가를 위한 균일 지역

MTF 및 SNR 평가의 경우, PSF의 확장을 아는 것이 유용하며, 이 지식을 통해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 최소 PSF 확장 반경의 2배인 MTF 표적의 최소 크기
◦ 주변 배경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표적 내 내부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표적 주위
지역과의 최소 거리. 이 최소 거리는 적어도 PSF 확장 반경이어야 함
PSF 확장을 정량화하는 일반 기준은 에너지 포위(EE) 반경이다. MTF 목표 확장 및 비
‘주위 오염’을 위해 PSF 확장을 95 % 에너지 포위 반경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국립산림과학원 ▁

75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그림 3-10은 95% 에너지 포위 반경(픽셀 단위) 대 Nyquist 주파수에서 MTF 값을 나
타낸다. 이 계산은 [Delvit 등, 2003]이 제안한 MTF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그림 3-10: 95% 에너지 포위 반경 대 Nyquist 주파수에서 MTF 값으로 규정하는 PSF 확장

3.3.2.8 픽셀 반응 검증
3.3.2.8.1 서론
섹션 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entinel-2 초점면에는 일부 다중 라인 탐지기가 들어
있다.
초기 구성 모드는 최고 성능의 달성을 위해 발사 전 탑재체의 보정 시 결정된다.
임무 운영 단계(E2) 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비상 조치로써 새 구성을 결정하고
위성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이 보정 활동의 첫 번째 목표는 각 픽셀의 현 상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
인하고, 궁극적으로 결함 픽셀 마스크 또는 SWIR 선택 라인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보
정 활동에 착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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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목표는 임계값에 근거한 간단한 방법을 통해 결함 픽셀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다.
이 활동이 검증하는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S2-MP-030(결함)이다.

3.3.2.8.2 입력
픽셀 상태의 업데이트를 위해 필요한 입력은 섹션 6.1에서 설명한다.
결함 픽셀의 조기 탐지를 위해 필요한 입력은 이미지 데이터 결과물과 구성 매개변수
세트(T_Lmax, T_Lmin, T_%dp)이다.

3.3.2.8.3 출력
픽셀 상태의 업데이트를 위해 필요한 출력은 섹션 6.1에서 설명한다.
결함 픽셀의 조기 탐지를 위해, 출력은 결함이 있는 결함/포화 픽셀을 나타내는 벡터
와 MPC 운영자에 대한 위험 경고이다.

3.3.2.8.4 방법
픽셀 상태의 업데이트 구성에 대한 선택 방법은 섹션 6.1(픽셀 상태의 업데이트 방법)
에서 설명한다. 이 설명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SNR은 해당 방법의 기초이며, 태양
산광기 획득을 사용하여 매월 결정한다.
또한, 결함 픽셀의 조기 탐지를 위해, 이들 결함 픽셀의 외관은 특정 임계값(T_%dp)
위 샘플의 비율에 대한 이들 임계값의 위(T_Lmax)나 아래(T_Lmin)에 있는 새로운 결함/
포화 픽셀을 탐지할 수 있게 하는 임계값의 사용을 통해 MPC/CC가 자동으로 확인
한다. 이 활동은 이미지 데이터의 궤도당 최소 12 입자에 대해 OLQC 기능이 수행하
며, 확인된 결함 픽셀은 데이터 처리에 따라 내삽되는 결합 픽셀을 확인하는 GIPP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MPC/CC로 보고한다. 또한, SWIR 픽셀의 경우, 비상 보정 활동인
‘SWIR 탐지기 재배열 매개변수 생성’이 작동된다. 중복 픽셀을 이용할 수 있고 픽셀
반응이 복구된다면, 결함 픽셀을 확인하는 GIPP가 다시 업데이트되어 내삽을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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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MTF 검증
3.3.2.9.1 서론
변조 전달 함수(MTF)는 광학 센서의 공간 해상도를 규정하는 방법이다. 위성 카메라
의 MTF는 궤도 내 작업 시 평가하는 이미지 품질 매개변수의 하나이다.
위성 카메라의 공간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변조 전달 함수로 설명한다. MTF는 탑재체
광학 장치의 누적 효과(회절, 수차, 초점 오류), 감광성 표면에서의 통합, 배열에 따른
전하 확산, 이미지화 도중 위성의 운동에 따라 유발되는 이미지 움직임에서 비롯된
다. 이미지 품질에 대해 중요한 이 매개변수는 발사 진동, 대기압에서 진공으로의 전
환, 또는 열 상태가 이미지의 선명도를 손상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해 궤도에서
확인해야 한다. 일부 MTF 손실은 섹션 3.2.2.6.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점 재조절
메커니즘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활동이 검증하는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다음과 같다.
◦ S2-MP-045(MTF)
◦ S2-MP-050(MTF 안정성)

3.3.2.9.2 입력
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입력은 해당 참조 시험 대상지의 레벨 1B 및
레벨 1C 이미지이다.

3.3.2.9.3 출력
추정 Sentinel-2 MTF에 대한 연간 보고서

3.3.2.9.4 방법 설명
Sentinel-2 MTF의 평가는 에지 표적(예: 물/육지) 또는 펄스 표적(예: 교량)에서 측정
한 펄스 반응의 푸리에 변환 수행을 기반으로 한다. 이 방법에서 MTF는 한 방향으로
만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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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4.1 에지 표적 방법
에지 표적 방법은 어둡고 밝은 표면 사이의 뚜렷한 전환을 사용한다. 이 에지 표적은
높은 대조 집중 에지에 해당한다. 이미지 시스템에서 이 표적의 획득을 통해 정확한
에지 반응 함수(ESF)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이 1D ESF가 에지 전환에 수직인
방향에서 1D MTF 프로파일을 평가하게 된다.
이들 표적은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다.
◦ 도장 표면 또는 어둡고 밝은 특정 방수포와 같은 인공물
◦ 농경지, 주차장, 지면/건물 전환, 물/빙붕 전환 등의 자연 지물

그림 3-11: 전형적인 에지 표적

[Helder 등, 2004]은 적절한 에지 표적에 대한 몇 가지 경험 법칙을 제공한다.
◦ 표적은 주변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포함 에지 표적을 추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히 커야 함. 그림 3-11의 전환 거리 LT는 PSF의 반경 확장보다 더 커야 함. [Helder
등, 2004]은 이 반경의 대략적인 크기로 시스템의 3~5 GSD 사이를 제안함
◦ 포함 표적(주위 배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측면 제외)은 에지를 넘는 1 확장
반경보다 더 커야 함. LW 표적의 폭(MTF 프로필 방향)은 6~10 GSD로, PSF 반경
의 2배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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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의 높이(MTF 프로파일에 수직)는 SNR 한도를 개선하고 샘플링 빈도를 높이
기 위해 ESF 위에 ‘쌓이고’ 오버 샘플링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함. [Helder
등, 2004]은 LH라고 하는 이 높이가 20 GSD보다 더 커야 한다고 제안함
◦ MTF 프로파일의 방향에 대한 에지 각도(α라고 함)는 약 90°이어야 함. ESF를 오
버 샘플링하려면, 90°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Helder 등, 2004]은
90°에서 8°의 차이가 거의 이상적이라고 제안한다.
◦ 어둡고/밝은 대조: [Helder 등, 2004]에 따르면, 명암 반응의 차이를 노이즈의 표
준 편차로 나눈 값은 50보다 커야 함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제안한 Sentinel-2 MTF 측정용 시험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표 3-1: 에지 표적 방법을 사용하여 선택한 MTF 측정용 시험 대상지
이름

표적의 유형

Maricopa Fields

자연 에지 표적

위치

주 특징

Maricopa,

적절한 GSD
10 - 20 m < GSD <

애리조나, 미국 일반적인 전답 폭: 100 - 200 m
(전답 전환)

32°23'N,

400 m~800 m

112°33'W
Ross Ice Shelf

자연 에지 표적

Ross Ice Shelf

에지 폭 > 5 km

남극
(바다/빙원 전환) 81°30 ′S,
175°00 ′W

이 시험 장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섹션 5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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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4.2 펄스 표적 방법
펄스 표적은 어두운 지역에 둘러싸인 밝은 지역으로 구성된다. 이들 표적은 콘크리트
표면의 페인트칠 또는 명암이 뚜렷한 특정 방수포일 수 있다. 이들은 또한 긴 다리,
활주로의 흰색 줄무늬 등과 같은 인공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림 3-12: 전형적인 펄스 표적

치수 LW 및 LT 그리고 각도 α는 에지 표적의 전용 하위 섹션 2.1에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 법칙을 따른다. 지면 샘플링 거리에 대한 방수포의 폭 W는 펄스 표적
방법의 효율성에 중요하다.
펄스의 푸리에 변환은 제로 교차 주파수가 W의 역의 배수인 sin c이다. 따라서,
Nyquist 주파수 1/(2GSD)에서 충분한 푸리에 대조를 가지려면 펄스 표적의 폭은 그
림 3-12의 적색 지역 밖에 있어야 한다.
하위 픽셀 펄스 표적의 경우에는, Nyquist 주파수에서 푸리에 대조가 높지만, 센서가
수신하는 신호의 강도(폭 W와 평행)는 양호한 SNR 한도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은 SNR 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아주 많은 수의 펄스 반응을 쌓을 수 있는 매우
밝은 펄스 표적 및/또는 매우 긴 표적 LH를 선택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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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에는 [Helder 등, 2004]이 언급한 바와 같이 3GSD ± 20 %의 펄스 폭이 최
적이다(그림 3-13 참조).

그림 3-13: Nyquist 주파수에서 W 폭 펄스 표적의 푸리에 대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선택한 Sentinel-2 MTF 측정용 시험 장소는 다음과 같다.
표 3-2: 펄스 표적 방법을 사용하여 선택한 MTF 측정용 시험 장소
이름

표적의 유형

Lake Ponchartrain

‘자연’ 이중
펄스 표적 전환

Causeway

위치
Lake

주 특징
교량 폭: 10 m

Ponchartrain

적절한 GSD
5 - 10 m < GSD <
30 m

루이지애나, 미국

교량 간 거리: 24.4 m

30°01'19"N,

CN ~ 1:4(PAN)

90°09'14"W
Bronx Whitestone

‘자연’ 펄스 표적

Bridge

Bronx Whitestone

교량 폭: 26 m

10 m < GSD < 60

bridge, 뉴욕시, 미국

CN ~ 1:2(PAN)

m

40°48’05”N,
73°49’46”W

이 시험 장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섹션 5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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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기하 검증
3.3.3.1 서론
기하 성능의 검증은 매년 수행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패턴이 있고 잘 알려진 참조 대상지를 사용하는 지리 위치 불확실성 검증
◦ 이미지 상관 기법을 사용하는 다중 시간 등록 불확실성 검증
◦ 서로 다른 밴드에 있는 이미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다중 스펙트럼 등록
불확실성 검증
◦ 글로벌 참조 이미지(GRI) 검증

3.3.3.2 지리 위치 불확실성 검증
3.3.3.2.1 서론
지리 위치 불확실성은 두 가지 수준에서 평가된다.
◦ 시스템 수준: 우주선 구성에만 의존하고, 보조 데이터 또는 데이터 처리를 사용
하는 개선이 없음
◦ 결과물 수준: 기하 데이터의 처리(예: 보기 모델의 정제와 같은) 후 불확실성을
정량화 함
결과물 레벨의 지리 위치 불확실성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다. 이 활동이 검증하는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다음과 같다.
◦ S2-MP-100(사전 절대 지리 위치 불확실성)
◦ S2-MP-105(GCP가 없는 절대 지리 위치 불확실성)
◦ S2-MP-110(GCP가 있는 절대 지리 위치 불확실성)

3.3.3.2.2 시스템 레벨
3.3.3.2.2.1 방법 설명
이 활동은 MPC/ESL에서 수행한다.
이 평가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정확한 국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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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지상 기준점의 탐지에 근거한다.
지상 기준점은 기준 보기 프레임의 절대 보정과 마찬가지로, 대상 임무의 지리 위치
불확실성보다 더 정확해야 한다. 측정의 품질은 지상 기준점의 불확실성, 그 수 및
장면에 대한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그 후 다음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한다.
방법 1은 지상에서의 위치를 추정하여 지상 기준점을 사용하는 것이다(그림 3-14
참조).
주어진 장면에 대해서
◦ 해당 장면에서 많은 수의 지상 기준점 확인:(li, ci)(xi, yi, hi)meas 여기서 i=(1,m)
◦ 각 측정 지상 기준점 i에 대해, 위치 함수를 사용하여 이 점의 지상 위치 추정(xi, yi)est
◦ 각 측정 지상 기준점 i에 대해, 추정 지형 좌표(xi, yi)est를 측정 지형 좌표(xi, yi)meas
와 비교하여, 이 지상 기준점(dxi, dyi)의 위치를 얻음
◦ 그런 다음, 이 장면에 있는 모든 지상 기준점의 성능을 평균하여, 장면의 평균
위치 성능을 얻음
(l,c)meas
F

(x,y)meas
h
(x,y)est

(dx,dy)

그림 3-14: 미터 단위로 위치 성능을 추정하는 방법의 예시

성능 평가는 미터 단위로 직접 추정하며 모든 영향 요인을 고려한다. 그러나 추정치
는 지상 기준점의 품질에 크게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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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는 더는 지상에서 미터 단위로 위치 성능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초점면에서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역 위치 함수를 사용한다. 즉, GCP 지상 좌표
에서 역 기하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 좌표를 추정한 다음에, 이 추정 좌표를 측정
이미지 좌표와 비교한다.
줄에 따른 위치 성능(단위 픽셀)을 얻고(칼럼 위치 성능이라고도 함), 칼럼에 따른 위
치 성능(단위 픽셀)을 얻는다. 이 방법의 이점은 초점면에서 성능을 얻으므로 물리적
현상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치, 롤 및 요(Pitch, roll and yaw) 편향,
배율 또는 심지어 피치 또는 롤의 표류도 나타낼 수 있다.

3.3.3.2.2.2 입력
◦ Sentinel-2 획득 필요 사항은 다양한 위도와 계절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세그먼트(스펙트럼 밴드 미정)임. 이들 이미지는 정제없이 레벨 1B까지 처리함
◦ 이전 획득과 연관시키는 것으로써, 다양한 위도 및 경도에 위치한 매우 정확한
국지화 이미지(관련 GCP 포함)의 데이터베이스

3.3.3.2.2.3 출력
지리 위치 성능 측정의 결과가 포함된 연간 보고서는 위치(m 단위) 또는 롤, 피치,
요 편향(라디안 단위)을 추정한다. 계절 또는 위도에 따른 지리 위치 변화의 의존성도
분석할 수 있다.

3.3.3.2.3 결과물 레벨
3.3.3.2.3.1 방법 설명
이 활동은 MPC/CC가 수행한다.
정제 및 기하 처리 후, 결과물 성능을 레벨 1B 결과물(지리 위치 또는 다중 스펙트럼
등록 성능) 또는 레벨 1C 결과물(다중 시간 등록)에 대해 확인한다.
목표는 지리 위치가 양호한 참조 이미지에 대해 정제한 후, 레벨 1B 결과물의 지리
위치 성능을 규정하는 것이다. 레벨 1C의 성능도 리샘플링으로 인한 작은 오류를 제
외하고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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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능 측정은 레벨 1B 결과물 메타데이터에 저장된 공간 삼각 측량 알고리즘의 출
력을 사용한다.
센서 성능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위성의 작동 수명에 걸쳐 해당 시험 대상지를 관
찰한다. 기하 보정의 경우, 추정 성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대상지
분포와 다양한 관찰 조건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정제 이미지에만 적용한다.

그림 3-15: 지리 위치 성능 평가의 작업 흐름

1) 첫 번째 단계는 레벨 1B 결과물 메타데이터에 있는 <Image_Refining> 태그의 속
성에 따라 특정 기간에 대해 획득한 정제 레벨 1B 결과물만 선택하는 것임. 궤도
내 지리 위치의 계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레벨 1B 결과물 메타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음. 정제되지 않은 결과물의 상당 부분(임계값 미정)에 대한 정제가 실
패할 경우, 경고를 하고 정제 알고리즘의 고장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함. 자세,
궤도 데이터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이미지에 구름이 많이 낄 수 있음
각 이미지에 대해 알고리즘은 다음 사항도 확인한다.
◦ 이미지 및 지상 공간 삼각 측량 잔여가 없거나 매우 작음(기준 임계값 미만)
◦ 롤, 피치 및 요(Roll, pitch and yaw) 편향(태그 <Refined_Corrections_List>
<MSI_State>)이 레벨 1B 처리 매개변수 기본값보다 더 작으며, 결과적으로 정제
할 GIPP 매개변수가 이들 편향을 대신함

86

▁ 국립산림과학원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이 과정이 결과물의 상당 부분(임계값 미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부 조사를 위
한 경고를 하고 재보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나서, 다음 지표를 계산한다.
◦ 정제 후 지리 위치 불확실성(평면 및 고도)은 모든 이미지에 대한 참조 이미지 지
리 위치 평균 제곱근 불확실성과 지상 잔여의 평균 제곱근 편차 평균의 2차 합임
◦ 정제 전의 지리 위치 불확실성(평면 및 고도)은 참조 이미지 지리 위치 RMS 불
확실성과 지상에 투영된 상관 잔차 RMS 평균의 2차 합임

3.3.3.2.3.2 입력
정제 기하 모델 및 관련 GIPP가 포함된 Sentinel-2 레벨 1B 결과물이다.
지리 위치 정확도를 추정하려면, 몇 가지의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다.
a) 예상 정제 값, 정제 값의 임계값을 알 수 있게 함
b) 기하 모델의 정제 값
c) 공간 삼각 측량 및 상관 잔여의 이미지와 지상 잔여
d) 참조 커버리지의 지리 위치 정확도
a) 이들 파일에는 정제에 따라 재추정한 각 수정에 대한 최대(2σ) 예상값이 들어 있
다. 두 파일을 모두 고려해야 함. 보기 모델의 기본값이 들어 있는 파일은 수정할
GIPP 매개변수가 대신할 수 있음
보기 모델 구성 파일에는, 탑재 장비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각 보기 모델 상태에 대한
기본 최대(2𝜎) 예상 수정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GPS가 2𝜎 신뢰 수준에서 5m의 정
밀도로 위치를 제공하는 경우, 이 값은 EVG 상태에 대한 표시 파일이며 현실적 위치
수정의 계산에 사용한다. 이 ‘최대’값은 5m 이내로 위치의 수정을 제약하도록 평균
제곱 회귀 알고리즘에서 사용한다.
처리 체인 구성 파일의 표시 값을 대신하기 위해 GIPP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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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레벨 1B 메타데이터에는 데이터 스트립 수준 메타데이터 태그 <Geometric_Info>
아래에 있는 지리 위치 성능 지표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제의 결과가 들어
있음
다음 태그는 레벨 1B 처리에서 활용한다.
<RGM> 정제 기하 모델 파일이 계산되었는지 또는 기존 RGMF에서 얻었는지를 확인
하는 표지
<Image_Refining> 정제 결과를 포함한다. 정제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출력 결과물은 ‘정제되지 않음’으로 표시된다.
<Refining_Characteristics>
<Reference_Image_List> 기하 모델 정제 처리에 사용하는 참조 이미지
<Reference_band> 이 참조 밴드는 참조 이미지의 스펙트럼 채널이다. 이 채널
을 사용하여 기하 정제를 수행한다.
<VNIR_SWIR_Registration> VNIR_SWIR 등록 결과가 들어 있다.
<Refined_Corrections_List> 정제 수정 사항의 설명. 정제가 데이터 스트립에 의해 처
리되었다면, 각 데이터 스트립에 대한 정제 수정 사항이 있다.
<Spacecraft_Position> 지역 우주선 참조 프레임(EVG 상태)에서 우주선 위치(미
터로 표시)
<MSI_State>MSI 상태(EIF 상태)
<Focal_Plane_State> 초점면 상태(EIM 상태)
c) 공간 삼각 측량 잔여의 히스토그램은 결과물 메타데이터 태그에서 찾을 수 있음
<Quality_Assessment>
<Geometric_refining_quality>
<Spatiotriangulation_Residual_Histogram>
이 태그에는 이미지 잔차 및 지상 잔차, 그리고 히스토그램에 관련된 많은 통계
자료가 들어 있다.
태그 <Quality_Assessment>
<Geometric_refining_quality>
<Correlation_Residual_Histogram> 상관 관계 후 발견된 이미지 잔차, 그리
고 이 히스토그램에 관련된 많은 통계 자료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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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참조 커버리지의 글로벌 RMS 지리 위치 정확도도 필요함. 이 참조 커버리지는 탑
재 시운전 시 엄격하게 국지화됨. 그러나 이 국지화는 완벽하다고 간주할 수 없으
며, 지리 위치 정확도(평면 및 고도 측정에서)를 고려해야 함

3.3.3.2.3.3 출력
기하학적 처리 후 지리 위치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MPI가 포함된 10 일 주기 보고서.
지표는 1일 또는 10일 단위로 1주기에 대한 종합 사항을 제공한다. 다음 지표는 계산
한다.
◦ 정제 전 결과물의 평면 및 고도 지리 위치 정확도
◦ 정제 후 이미지의 평면 및 고도 지리 위치 정확도(레벨1B 결과물)
◦ 기하 GIPP(롤, 피치, 요, 배율 또는 시야의 편향)를 재보정해야 하는 때를 나타내
는 경고

3.3.3.3 다중 스펙트럼 등록 불확실성 검증
3.3.3.3.1 서론
다중 스펙트럼 등록은 완벽한 스태킹을 얻기 위해 다양한 스펙트럼 밴드를 공동 등록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다중 스펙트럼 등록 불확실성은 두 단계에서 평가한다.
◦ 시스템 레벨: 위성 구성에만 의존하고, 보조 데이터 또는 데이터 처리를 사용하
는 개선이 없음
◦ 결과물 레벨: 기하 데이터의 처리(예: 보기 모델의 정제) 후 불확실성을 정량화함
이 활동이 검증하는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S2-MP- 120(BOA 반사율
불확실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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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 시스템 레벨
3.3.3.3.2.1 방법 설명
이 방법은 MPC/ESL이 수행한다.
다중 스펙트럼 등록 평가의 목표는 초점면 간의 등록 성능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이미지의 스펙트럼 밴드 등록이 사양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성능은 레벨
1B 처리의 초점면 등록과 같은 기하 처리 전에 계산한다.
이 성능은 상관 관계에 따라 측정한다:
◦ 상대 초점면 보정의 부산물로서 직접 측정함. 보정의 잔여가 다중 스펙트럼 등
록 성능을 제공함
◦ 성능의 교차 점검을 위해 B9와 B2 사이의 상관관계와 같이 상대 초점면 보정에
서 사용한 것과 다른 밴드 조합을 사용한 추가 상관 계에 따라 측정함. 모든 밴
드는 적어도 다른 해상도의 밴드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모든 스펙트럼 밴드
간 모든 조합을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단지 조합의 하위 세트만 계산하면 됨
최고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를 우선 리샘플링용 기하 모델을 사용하여 최소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리샘플링 한다(내삽 방법은 최소 B 스플라인이 된다).
그런 다음, 상관관계를 수행하여 기준점을 수집하고, 두 이미지 사이의 이동은 라인
과 칼럼에서 여과한다.
다중 스펙트럼 등록 값은 두 이미지 사이에서 라인 또는 칼럼을 따라, 평균 제곱근
값에서 직접 얻는다. 이 값은 거리(m)로도 나타낼 수 있다.
과정은 이미지와 결과 성능 매개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예: 교차 상관, 상호 정보, 특징
탐지 및 기타 이미지 매칭 기법)를 계산할 수 있는 특정 도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미지의 방사 내용으로 인해, 성공적 상관관계를 위한 최상의 밴드 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예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밴드 10은 다른 밴드와 연관시키기가 특히 어려운
데, 그 이유는 이 밴드가 방사 측면에서 다른 밴드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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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3 입력
Sentinel-2 획득 필요 사항은 날짜와 위도가 다른 모든 스펙트럼 밴드가 포함된 이미
지다. 이들 데이터는 레벨 1B에서 처리한다.

3.3.3.3.2.3 출력
6개월 주기 보고서에 주 출력으로 포함된 것은 픽셀로 나타낸 다중 스펙트럼 등록
성능이다. 또 다른 출력은 사양을 초과하는 두 초점면 사이의 등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이다.

3.3.3.3.3 결과물 레벨
3.3.3.3.3.1 방법 설명
이 방법은 MPC/CC 및 MPC/ESL이 수행한다.
다중 스펙트럼의 불확실성은 초점면 등록 처리가 처리 체인에서 가능할 경우, 시스템
다중 스펙트럼의 불확실성과 다를 수 있다. 초점면 내의 결과물 성능은 정제가 수행
되지 않은 시스템 성능과 유사하다.
다중 스펙트럼 등록 평가의 목표는 레벨 1B 처리에서 수행한 등록 후, 두 초점면의
스펙트럼 밴드 등록이 사양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성능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간 삼각 측량의 히스토그램과 같은 등록 출력의 분석
◦ B11/B5, B12/B5, 또는 B11/B4와 같은 두 초점면에 있는 밴드의 추가 상관관계의
경우, 최고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를 우선 리샘플링용 기하 모델을 사용하여 최
소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리샘플링함
상관관계를 수행하여 기준점을 수집하고, 두 이미지 사이의 이동은 라인과 칼럼에서
여과한다. 다중 스펙트럼 등록 값은 두 이미지 사이에서 라인 또는 칼럼을 따라 평균
제곱근 값에서 직접 얻는다. 이 값은 거리(m)로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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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이미지와 결과 성능 매개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예: 교차 상관, 상호 정보, 특징
탐지 및 기타 이미지 일치 기법)를 계산할 수 있는 특정 도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3.3.3.3.3.2 입력
다음과 같은 선택적 처리가 수행된 레벨 1B 결과물
◦ ‘등록’
◦ ‘등록’ 및 ‘정제’

3.3.3.3.3.3 출력
MPC/CC의 10일 단위 보고서, 그리고 VNIR과 SWIR 초점면 사이의 다중 스펙트럼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MPI가 포함된 MPC/ESL의 6개월 단위 보고서

3.3.3.4 다중 시간 등록 불확실성 검증
3.3.3.4.1 서론
목표는 기하 처리 후 레벨 1C 타일의 다중 시간 등록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활동이 검증하는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S2-MP-115(다중 시간 등
록)이다.

3.3.3.4.2 방법 설명
이 방법은 MPC/CC 및 MPC/ESL가 이행한다.
다중 시간 성능은 특정 지도 제작 투영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재 샘플링 없이 상관
관계 기법을 사용하여 레벨 1C 타일에서 시작해 밴드 별로 측정한다. 이 상대 측정은
탑재체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따른 글로벌
변화로 인한 연도별 및 계절별 변동을 구별하는 데 중요하다.
이 방법은 매칭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이미지 매칭 기법에 의존한다. 매칭 요인은 이
미지 매칭 절차의 품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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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이 매칭 요인에 영향을 주며, 다음은 그 일부이다.
◦ 이미지의 품질
◦ 계절적 변화와 기상/대기 특성
◦ 지형, 완화, 표면 반사율 및 정보 내용의 특성
◦ 스펙트럼 밴드의 유사성(다른 교차 비교의 경우)
계절적 변화 그리고, 특히 관찰 시 대기 특성은 이미지 대 이미지 등록을 위한 핵심
매개변수다. 수증기를 제한하는 모든 구성(건조한 지역, 겨울)이 더 적합하다. 또한,
높은 시험장(1,000m 이상)에서는 에어로졸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모든 기하 불확실성은 상관관계에 따라 측정하므로, 이 추정은 비관적인데, 그 이유
는 균일 점 또는 지상 기준점이 완벽하게 국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오류가 이
들 지상 기준점과 연관된다.

3.3.3.4.3 입력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한 일단의 시간 시리즈인 레벨 1C 타일

3.3.3.4.4 출력
MPC/CC의 10일 단위 보고서 그리고 다중 시간 등록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MPI가 포
함된 MPC/ESL의 6개월 단위 보고서

3.3.3.5 글로벌 참조 이미지 검증
3.3.3.5.1 서론
GRI 검증 접근법은 GRI 품질 평가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에 근거한다(섹션
3.2.3.3.1.2.6 참조).

3.3.3.5.2 방법 설명
GRI 검증은 공간 삼각 측량 출력의 분석에 따라 수행한다.
다음을 고려하여, 전체 지리 위치 오류 한도의 추정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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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 후 각 점에 대해서 추정하는 잔여 오류는 가능한 한 작아야 함
◦ GCP의 외부 소스(정제에 사용하지 않음)
공간 삼각 측량의 잔여(첫 번째) 또는 GRI와 GCP 사이의 거리(두 번째)를 결정하는 과
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가 공간적으로 무작위이고, TP/GCP의 수가 충분히 높다
고 가정하면, 이 오류는 평균을 낼 때 상쇄되어 무시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평균 제곱 최적화로 얻은 솔루션의 대표성 추정을 통해서도 또한 성취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추정하는 보정이 사전 규정 임계값(명시된 절대 지리 위치 오류
에서 규정하는)을 초과하는 경우 GRI 이미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방법은 MPC 컨소시엄이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3.3.3.5.3 입력
정제 과정에 사용하지 않는 GRI 및 참조 지상 기준점(GCP)

3.3.3.5.4 출력
GRI 지리 위치 정확도 및 완전성을 평가하는 MPI가 포함된 MPC/ESL의 1년 주기 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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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벨 2A

4.1 서론
이 챕터에서는 레벨 2A 알고리즘 및 결과물에서 수행할 보정 및 검증 활동의 개요를
제공한다.

4.2 레벨 2A 보정
구름 선별의 경우, 알고리즘은 보정 하위 세트(알고리즘 매개변수의 규정용)와 검증
하위 세트(알고리즘 및 결과물 검증 목적)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경험적 접근법에 근거해서 보정한다(즉, 임계값 및 매개변수를 규정함).
대기 수정의 경우, 알고리즘의 보정과 획득 결과물(BOA 반사율, 에어로졸 광학 두께
및 수증기 함량)의 검증은 주요 표면 대기 유형을 나타내는 일단의 시험 대상지를 사
용하여 수행한다.
레벨 2A 보정 활동은 MPC 컨소시엄이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4.3 레벨 2A 검증
일반적으로 대기 보정은 에어로졸 원격 감지에서 얻은 결과물이다. 따라서 대기 보정
의 검증은 대개 에어로졸 결과물의 검증으로 제한된다.
표면 반사율의 검증은 어려운 작업이며 픽셀 크기에서 표면 반사율의 대표적 샘플링
을 이행할 때 먼저 결합해야 한다. 이 검증은 또한 위성과 지상 기반 측정 사이의 기
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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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관점에서 검증 전략은 MSI와 같은 높은 공간 해상도 센서와 관련이 있으며,
이 센서는 높은 공간 해상도의 최소점에서 표면 반사율의 대표적 샘플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검증의 한 가지 어려움은 이질적 표면에서의 인접 효과에 의한 오류이다.
이 활동이 검증하는 임무 수행 요구사항(섹션 1.9 참조)은 S2-MP-200(BOA 반사율의
불확실성)이다.
레벨 2A 검증 활동은 MPC 컨소시엄이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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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A: 보정 및 검증 시험 대상지

5.1 서론
표 5-1은 Sentinel-2의 보정 및 검증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험 대상지의 개요를
제공한다. 다음 챕터에서는 각 시험 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표 5-1: Sentinel-2 보정 및 검증 시험 대상지 및 관련 목적의 목록
시험 대상지

레벨 1 방사
보정

레벨 1 방사
검증

레벨 1 방사
보정

레벨 1 방사
레벨 2A 보정 레벨 2A 검증
검증

Tuz Gölü

√

√

Dome-C

√

√

La Crau

√

Barrax

√

Greenland

√

√

√

√

√

√

√

5.2 CEOS 시험 대상지
정량적 검증을 위해 대상지에는 공간 기반 광학 이미지화 센서의 보정을 위한 표준
참조 대상지로서 CEOS가 승인한 대상지(LES) 세트인 RADCALNET 대상지가 포함된다.
또한, 공중, 풍선 및 지상 측정이 관련되는 임시 검증 캠페인이 구성된다. 언급한 시험
대상지 및 CEOS의 Cal/Val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는 Cal/Val 포털(http://calvalportal.
ceos.org/)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Sentinel-2 Cal/Val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LES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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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Frenchman Flat(미국)
5.2.1.1 개요
LSpec 대리 보정 대상지는 네바다 시험 대상지(NTS) 범위, 네바다의 Mercury 북북동
쪽 Frenchman Flat 건식 호반의 균질한 부분에 있다. 계측 지역의 중심 좌표는 서경
115.93479와 북위 36.80928이다.
이 플라야(playa)에만 이 방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남서부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플라야에서 대리 보정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Frenchman Flat 평야 표면은 단단
하며 점토 기반이다. 이 평야는 비확산 시험 및 평가 센터(NPTEC)에서 제공한 표면
균질성, 제한된 접근(파손 행위 제거에 유용) 및 인프라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대상지
로 입증되었다.
NPTEC 직원은 대상지 접근 및 정리, 보관, 통신 및 실내 사무실 공간의 쾌적성과 관
련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LSpec 대상지 탑재체의 데이터는 JPL의 처리 시스템에 업로
드된다. 통신은 지역 기지국을 통해 제공한다.
이 대상지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야인 Railroad Valley와 비교하면, Railroad
Valley는 최대 수 킬로미터 범위의 센서를 위한 이상적 대상지이다. Frenchman Flat
은 설치 면적이 사방 300m 미만인 센서를 지원한다.
Railroad Valley의 단점은 데이터 업로드를 위한 기지국에의 접근을 비롯해 먼 위치
및 인프라의 부족이다. 표면에는 더 느슨한 모래와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안정성이
떨어진다.

5.2.1.2 시험 대상지의 탑재체
◦ LED 포드
◦ Cimel 자동 태양 추적 광도계 CE 318
◦ ASD 캠페인 복사계
◦ 파라볼라
◦ 기상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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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La Crau(프랑스)
5.2.2.1 개요
La Crau 시험 대상지는 프랑스 남동부에 있고, 경도 4.87°E 및 위도 43.50°N이며,
Marseille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다. 이 대상지는 약 60km2의 평평한 지
역이다. 지면은 자갈 및 마른 풀과 같은 초목으로 균일하게 덮여 있다. 특정 거리에서
보면, 이 지면은 황색, 갈색 색조의 균일하고 평평한 표면처럼 보인다.
이 지역의 기후는 건조하고 맑으며, 지면의 광학적 특성은 연중 거의 변하지 않는다.
보정을 위해서는 시험 대상지의 중앙 400 x 400 m2 섹션을 사용한다. 이 중앙 섹션을
보정 지역이라고 한다.

5.2.2.2 절대 방사 보정
La Crau 시험 대상지는 SPOT 보정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대상지
에는 원래 SPOT 절대 방사 보정을 위해 개발된 CIMEL 자동 복사계가 장착되어 있으
며, CNRS LISE 프랑스 실험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탑재체는 10m 높이의 마스트에
장착된 태양 광도계로서, IR 채널용(게르마늄 탐지기)과 가시 밴드용(실리콘 탐지기)
인 두 콜리메이터로 구성된다. 이 탑재체는 10nm 폭의 아홉 스펙트럼 밴드에서 데이
터를 제공한다. 중심 파장은 분자 산란의 경우 380nm, 특정 장소 및 초목 스펙트럼
밴드에 있는 에어로졸의 경우 440nm, 550nm, 670nm, 870nm, 1,600nm, 수증기의
경우 936nm, 마지막으로 에어로졸 지식에 대한 1,020nm이다.
870nm에서의 휘도는 상호 보정을 위해 IR 및 가시 콜리메이터를 사용하여 획득한다.
자동 작동 절차에는 최대 5의 광학 공기량을 위해 하루 종일 반복되는 세 순차적 모
드가 포함된다. 첫 번째 모드에서는 수증기 양, 에어로졸 광학 깊이 및 Angström 계
수를 검색하기 위해 태양 콜리메이터가 태양을 향하고, 직접 태양 복사 조도를 측정
한다. 두 번째 모드는 등고도선 및 주 평면의 하늘 휘도 측정으로 구성되며, 위상 함
수 검색에 사용한다. 마지막 모드에서 콜리메이터는 방위각과 정점 방향으로 지면을
스캔하고 표면 BRDF를 측정한다. 이 계측은 SPOT 보정을 위한 자율 자급식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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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기하 보정
이 시험 대상지는 센서 기하 보정에 전념한다.
대상지 명

GCP의
수

La Crau

35

(프랑스)

GCP
수집 방법

위치
고도 범위
(lat, long)
(m)

-DGPS

46.839N

-DEM(Spot)

7.533W

[0-200]

보정 매개변수

대상지 면적
(NSxEW)

MSI 외부 및 내부 방향,
20km x 20km
그리고 직접적 위치

5.2.3 Dome-C(남극)
5.2.3.1 개요
Dome C는 남극 동쪽 빙상에 위치한 프랑스-이탈리아 과학 기지이다. 대상지의 고도
는 3215m이고, 해안까지의 거리는 1,000km가 넘는다. 이 대상지는 위도 -74.50 및
경도 +123.00에 있다.
이 대상지는 CEOS RADCALNET 대상지 중 하나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관리한다
(Dc는 프랑스 극지 연구소(IPEV)와 이탈리아 극지 연구소(ENEA)가 감독함).

5.3 기타 시험 대상지
5.3.1 Barrax(스페인)
Barrax 시험 대상지는 Albacete에서 20km 떨어진 스페인 남동부에 위치해 있다(좌표
30° 3’, 2° 6’W). 이 지역은 평평한 형태와 크고 균일한 토지 이용 단위가 특징이다.
고도 범위의 차이는 최대 2m밖에 안 된다. 지역 지하 수면은 지표면에서 약 20~30m
아래에 있다.
기후 조건은 지중해의 특징과 일치한다. 강수량은 봄과 가을이 높고, 여름이 가장 낮
으며, 연간 강우량은 약 400mm이다. 또한, 이 지역은 모든 계절에 걸쳐 온도 변화가
심하다. La Mancha는 유럽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이다.

100

▁ 국립산림과학원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이 지역은 약 65%의 건조 토지와 35%의 관개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농산
물이 있다.
시험 지역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UTM, 구역 30, DATUM WGS84 관련).
지리적 좌표
◦ Edge 1:

575505.9523E

4323210.7146N

◦ Edge 2:

585226.6519E

4325555.7469N

◦ Edge 3:

575039.5028E

4325144.3194N

◦ Edge 4:

584760.2034E

4327489.3472N

5.3.2 Maricopa Fields(미국)
이 시험 대상지는 MTF 검증에 적합하다.
이름

표적의 유형

Maricopa Fields

자연 에지 표적
(필드 전환)

위치

주요 특징

적절한 GSD

Maricopa,

전형적인 필드

10 - 20m < GSD <

Arizona, USA

폭:

100 - 200m

32°23'N

400m - 800m

112°33'W

5.3.3 Ross Ice Shelf(남극)
이 시험 대상지는 MTF 검증에 적합하다.
이름
Ross 빙붕

표적의 유형

위치

자연 에지 표적

Ross 빙붕

남극

남극
(바다/빙원

81°30′S

전환)

175°00′W

주요 특징
에지 폭 > 5km

적절한 GSD
10 - 20m < GSD <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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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Lake Ponchartrain Causeway(미국)
이 시험 대상지는 MTF 검증에 적합하다.
이름

표적의 유형

Lake Ponchartrain

‘자연’ 이중 펄스
표적 전환)

Causeway

위치
Lake

주요 특징
교량 폭: 10m

Ponchartrain

적절한 GSD
5 - 10m < GSD <
30m

루이지애나, 미국

교량 간 거리: 24.4m

30°01'19"N

CN ~ 1:4(PAN)

90°09'14"W

5.3.5 Bronx Whitestone Bridge(미국)
이 시험 대상지는 MTF 검증에 적합하다.
이름

표적의 유형

Bronx Whitestone

‘자연’ 펄스 표적

Bridge

위치

주요 특징

적절한 GSD

Bronx Whitestone

교량 폭: 26m

10m < GSD < 60

bridge, 뉴욕시, 미국

CN ~ 1:2(PAN)

m

40°48’05”N
73°49’46”W

5.3.6 Manosque(프랑스)
이 시험 대상지는 센서 기하 보정에 적합하다.
대상지 명
Manosque
(프랑스)

GCP의
수
TBC

GCP 수집 방법
- 대규모 항공 사진

43.499N

(PELICAN)

5.479E

- GSD
해상도 50cm
- DSM – IGN BDZ
해상도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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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보정 매개변수

대상지
면적(NSx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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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 내부 방향

30km x 6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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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Bern/Thun(스위스)
이 시험 대상지는 센서 기하 보정에 적합하다.
대상지 명
Bern/Thun

GCP의
수
138

(스위스)

위치
(lat,long)

고도 범위
(m)

보정 매개변수

- DGPS

46.839N

[500-1250]

MSI 외부 및 내부 방향

- DSM
(항공 사진에서)

7.533E

GCP 수집 방법

대상지
면적(NSxEW)
3구역:
- Bern: 110
km2
- Thun: 100
km2

5.3.8 Cape Town(남아프리카)
이 시험 대상지는 센서 기하 보정에 적합하다.
대상지 명
Cape Town
(남아프리카)

GCP의
수
35

GCP 수집 방법

위치
(lat,long)

- 기존 데이터

33.99S

IKONOS

18.75E

고도 범위
(m)
[23-70]

보정 매개변수

대상지
면적(NSxEW)

직접적 위치

70km x 7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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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B: 보정 및 검증 보완 방법 설명

6.1 픽셀 상태의 업데이트 방법
6.1.1 배경
일단 비행 중에는 Sentinel-2 픽셀 상태를 확인하고, SNR 레벨을 저하할 수 있는 최
종 픽셀 반응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6.1.2 목표
이 섹션의 목표는 태양 산광기 보정 측정으로 추정한 SNR 값을 사용해서 픽셀 상태
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6.1.3 입력
SWIR 픽셀 선택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SNR(p,b,d), 보정 획득(Dark Signal 및 태양 산광기)을 사용하여 계산한 각 탐지
기 및 밴드에 대한 SNR의 라인
◦ DC(p,b,d), 산광기 이미지에 대한 평균 디지털 카운트의 라인
◦ RP_Bj_ST_Di([ICCDB]의) 픽셀 상태 벡터 Pstatus(k,p,b,d)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함
◦ SNRspec(b), Sentinel-2 초기 사양에서 규정하는 SNR(S2-MP-035 참조)
◦ SNRmin(b), 임무에 허용되는 SNR
◦ SNRmax(b), 픽셀 포화로 인한 무한 SNR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임계값 SNR
◦ DCmin(b), 비블라인드 픽셀의 최소 디지털 카운트
◦ DCmax(b), 비포화 픽셀의 최대 디지털 카운트

국립산림과학원 ▁

105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6.1.4 출력
◦ Pstatus(k,p,b,d), 각 픽셀 ‘p’, 밴드 ‘b’ 및 탐지기 모듈 ‘d’에 대한 픽셀 상태임. 인덱
스 k=0은 이 상태가 결합 광 감지 라인 반응에 해당함을 나타내며, 0보다 더 큰
값은 각 단일 광 감지 라인 상태에 해당함(SWIR 밴드에만 적용)

6.1.5 방법 설명
첫 번째 단계의 목표는 SWIR 탐지기의 픽셀 품질을 평가하고, SNR 사양이 충족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SNR은 [MSI-CCIF]에서 설명하는 사양에 따라 계산하고, 보정 획득(태양 산광기 및
Dark Signal)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값은 SNR 검증 활동에도 필요하다(섹션 3.3.2.7).
일곱 픽셀 상태는 광 감지 라인 ‘k’, 픽셀 ‘p’, 밴드 ‘b’ 및 탐지기 ‘d’의 Pstatus(k,p,b,d)로
규정한다.
◦ 1: SNR이 사양에 부합한 작동 픽셀
◦ 2: SNR이 사양 미만인 작동 픽셀
◦ 3: 비작동 포화 픽셀
◦ 4: 비작동 블라인드 픽셀
◦ 5: SNR이 사양 미만인 비작동 픽셀
◦ 3bis: 확인 예정 상태인 비작동 포화 픽셀
◦ 4bis: 확인 예정 상태인 비작동 블라인드 픽셀
처음 4 상태는 ICCDB와 동일하다. Pstatus(k,p,b,d)는 ICCDB [ICCDB-ICD] [ICCDB]의 상
태 벡터 RP_Bj_ST_Di를 고려하여 운영 단계(임무 단계 E2) 시작 시 초기화한다.
12개 탐지기 중 각 탐지기 ‘d’에 대해,
13개 스펙트럼 밴드 중 각 밴드 ‘b’에 대해,
각 픽셀 ‘p’에 대해,
SNR(p,b,d) > SNRspec(b) 이고 SNR(p,b,d) < SNRmax(b)이면 Pstatus(0,p,b,d)=1
(변경 없음. 픽셀이 SNR 사양을 충족함)
끝
SNR(p,b,d) > SNRmax(b) 이고 DC(p,b,d) < DCmin(b)이면 Pstatus(0,p,b,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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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이 블라인드이므로 SNR은 무한함) 끝
SNR(p,b,d) > SNRmax(b) 이고 DC(p,b,d) > DCmax(b)이면 Pstatus(0,p,b,d)=3
(픽셀이 포화되므로 SNR은 무한함) 끝
SNR(p,b,d) < SNRspec(b) 이고 SNR(p,b,d) > SNRmin(b)이면 Pstatus(0,p,b,d)=2
(픽셀에 노이즈가 있지만 여전히 작동함) 끝
SNR(p,b,d) < SNRmin(b)이면
Pstatus(0,p,b,d)=5(픽셀이 작동하기에는 노이즈가 너무 큼) 끝
끝
끝
끝
여기서 SNR(p,b,d)는 픽셀 p에 대한 SNR의 값이고, DC(p)는 픽셀 p의 디지털 카운트
이다.
B10의 경우, 선택 라인 ‘k’ Pstatus(k,p,b,d)의 상태는 전체 상태 Pstatus(0,p,b,d)의 값을 취
한다.
B11, B12 밴드의 경우, SNR 분석은 선택 픽셀 그룹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며, 픽셀
자체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Pstatus(0,p,b,d)는 3bis 또는 4bis
상태로 변경해야 하며, 태양 산광기에서 획득 후 업데이트되어 다른 선택 픽셀의 사
용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6.2 SWIR 탐지기 재정렬 매개변수 생성 방법
6.2.1 배경
Sentinel-2 MSI SWIR 초점면은 각각 1,375nm, 1,610nm, 2,190nm [OCD]에 중심을
둔 B10, B11, B12를 포함한다. 전체 초점면은 12 탐지기로 구성되어 Sentinel-2의 전
체 Swath를 포괄한다.
B10 탐지기는 광 감지 라인이 하나뿐인 세 라인(1,296 칼럼)으로 구성된 반면, B11,
B12 탐지기는 TDI 모드에 대해 두 연속 광 감지 라인이 있는 네 라인(1,296 칼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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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그림 6-1).

그림 6-1: 초점면의 예시

지상 특성화 후, 12개의 탐지기 모듈 및 이들 SWIR 스펙트럼 밴드의 각각에 대해,
벡터 RP_Bj_ST_Di(k,p,b,d)는 탐지기 모듈에 있는 각 픽셀의 현 상태를 제공한다. 여기
서, Bj는 밴드 j, i는 탐지기 모듈 번호(1과 12 사이), 그리고 k는 선택 라인의 인덱스(1
과 Nj 사이, 각 밴드에 대한 선택 라인의 번호) [ICCDB-ICD] [ICCDB]이다.
각 픽셀에 대해 네 값이 가능하다.
◦ 1: SNR이 사양에 부합한 작동 픽셀
◦ 2: SNR이 사양 미만인 작동 픽셀
◦ 3: 비작동 포화 픽셀
◦ 4: 비작동 블라인드 픽셀
SWIR 광 감지 라인의 결합 SNR은 비행 중 검증 활동의 일부로서 보정 획득(Dark
Signal 및 태양 산광기)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이 정보는 Pstatus(k,p,b,d)에 저장된다(섹
션 6.1 참조).
SWIR 검출기에 적용된 1,296 칼럼과 11 라인의 각각에 대해, 획득 도중에 관련 픽셀
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표지를 0으로 설정하고 선택한 경우 1로 설정한다.
모든 픽셀의 상태와 픽셀의 선택은 지면 레벨에서 초기화하고, 픽셀 상태(측정 SNR
레벨에 관련됨)에 따라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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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목표
이 방법의 목표는 업데이트된 픽셀 상태 벡터에 따라 SWIR 탐지기 구성의 업데이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6.2.3 입력
SWIR 픽셀 선택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Pstatus(k,p,b,d): 각 밴드 ‘b’ 및 탐지기 모듈 ‘d’에 대한 픽셀 상태임. 0인 인덱스
‘k’는 전체 결합 픽셀 상태에 해당함. 0보다 더 큰 값은 SWIR 밴드에 대한 개별
광 감지 라인을 가리킴
◦ S(p,b,d): 운영 생산을 위한 SWIR 픽셀 구성을 나타내는 2차원 벡터
◦ SNRstatus(k,p,b,d): 각 라인(SWIR 밴드용), 픽셀, 밴드, 탐지기 모듈에 대한 지상 측
정 SNR. [ICCDB] 비행 전 데이터에서 얻음
◦ SWIR 밴드(B10, B11, B12)의 각 탐지기에 대한 SNR 라인
◦ ‘픽셀 상태 업데이트 방법’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입력(섹션 6.1 참조)

6.2.4 출력
◦ Supdated(p,b,d): B10, B11, B12(SWIR_pixels_configuration)의 운영 생산을 위한 픽
셀 구성의 새 버전
◦ Pstatus(k,p,b,d): 업데이트된 픽셀 상태

6.2.5 방법 설명
모든 선택 픽셀에 있어서 현 픽셀 상태 Pstatus(0,p,b,d)가 1 또는 2가 아니면, 운영 모드
를 위해 새 픽셀을 선택해야 한다.

6.2.5.1 사례 B10
B10의 경우, 선택하지 않은 두 픽셀 중에서 작동 가능한 픽셀을 선택한다. 이 두 픽셀
이 다 작동 가능한 경우(상태 1 또는 2), 결함이 있는 픽셀 대신에 더 높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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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SNRground)을 가진 픽셀을 선택한다. 남은 한 픽셀이 작동 가능한 경우에는 이 픽
셀을 새로 선택한다.
다른 두 픽셀이 모두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위치에는 작동 가능한 픽셀이
없게 되며, 픽셀의 값은 이웃 픽셀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내삽된다.

6.2.5.2 B11, B12 사례
B11, B12의 경우 제약 조건이 다른데, 그 이유는 두 선택 픽셀이 연속적이어야 하고
(TDI 모드로 인해), SNR이 두 픽셀에 대한 ‘합계’ 정보만 제공하고 각각의 정보를 제
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택 픽셀의 위치, 이 처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상태 및 다른 두 픽셀의 지상 상태에 따라 다른 사례를 나타내야 한다.
운영 모드에 대해 새로 선택한 픽셀 Supdated를 고려하여 다음 사례를 검토한다.

사례 1: 처리 전의 선택 픽셀은 라인 1과 2에 있다. S(p,b,d)=(1,2)
S(p,b,d)=(1,2)이고
If(Pstatus(3,p,b,d) 및 Pstatus(4,p,b,d)) = 1 또는 2이면
Supdated(p,b,d)=(3,4)이다.
끝
If(Pstatus(3,p,b,d)

=

1

또는

2)

이고(Pstatus(4,p,b,d)

!=

1

또는

2)이면,

Supdated(p,b,d)=(2,3)이다.
새로운 SNR 측정 및 픽셀 상태의 업데이트 후(섹션 6.1 참조), Pstatus(0,p,b,d) =
1 또는 2이면,
선택이 확인되고,
Pstatus(1, p,b,d)= 4bis 이면, Pstatus(1,p,b,d)= 4이고
Pstatus(1, p,b,d)= 3bis 이면, Pstatus(1,p,b,d)=3이다.
끝
(Pstatus(3,p,b,d) 과 Pstatus(4,p,b,d)) = 3 또는 4이면,
이 픽셀에 대한 솔루션은 없으며, 휘도는 인근 픽셀을 사용하여 내삽한다.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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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처리 전의 선택 픽셀은 라인 2와 3에 있다. S(p,b,d)=(2,3)
이 경우는 더 복잡한데, 그 이유는 새로운 획득을 사용한 일부 시험을 통해서만 다른
두 픽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S(p,b,d)=(2,3)이고
(Pstatus(1,p,b,d) 와 Pstatus(4,p,b,d)) = 1 또는 2이고
if SNRground(1,p,b,d) > SNRground(4,p,b,d)이면, Supdated(p,b,d)=(1,2)이다.
새로운 SNR 측정 및 픽셀 상태의 업데이트 후(섹션 6.1 참조), Pstatus(0,p,b,d)
= 1 또는 2이면,
선택이 확인되고,
Pstatus(3, p,b,d)= 4bis 이면, then Pstatus(3, p,b,d)= 4 이고, Pstatus(3,
p,b,d) = 3bis 이면, Pstatus(3, p,b,d)=3이다.
Else
그 밖의 값이면,
Supdated =(3,4)이다.
새로운 SNR 측정 및 픽셀 상태의 업데이트 후, Pstatus(0,p,b,d) = 1 또는 2이면,
선택이 확인되고,
Pstatus(2, p,b,d)= 4bis 이면, Pstatus(2, p,b,d)= 4 이고, Pstatus(2, p,b,d) =
3bis이면, Pstatus(2, p,b,d)=3이다.
(Pstatus(1,p,b,d) 와 Pstatus(4,p,b,d)) = 3 또는 4이면,
이 픽셀에 대한 솔루션은 없으며, 휘도는 인근 픽셀을 사용하여 내삽된다.
끝
끝

사례 3: 처리 전의 선택 픽셀은 라인 3과 4에 있다. S(p,b,d)=(3,4)
S(p,b,d)=(3,4)이고,
(Pstatus(1,p,b,d) 와 Pstatus(2,p,b,d)) = 1 또는 2이면, Supdated =(1,2)이다.
끝
(Pstatus(2,p,b,d) = 1 또는 2) 이고(Pstatus(1,p,b,d) != 1 또는 2)이면, Supdated =(2,3)
이다.
새로운 SNR 측정 및 픽셀 상태의 업데이트 후(섹션 6.1 참조), Pstatus(0,p,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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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는 2이면,
선택이 확인되고,
Pstatus(4, p,b,d)= 4bis 이면, Pstatus(4,p,b,d)= 4이고, Pstatus(4, p,b,d)=
3bis 이면, Pstatus(4,p,b,d)=3이다.
끝
(Pstatus(1,p,b,d) 와 Pstatus(2,p,b,d)) = 3 또는 4이면,
이 픽셀에 대한 솔루션은 없으며, 휘도는 이웃 픽셀을 사용하여 내삽된다.
끝
끝

6.3 Dark Signal 및 픽셀 상황 오프셋 수정 방법
6.3.1 배경
Dark Signal 및 픽셀 상황 오프셋 보정은 레벨 1B의 체계적 방사 보정의 일부로서
레벨 1의 처리 시 적용한다(식 7, 8에 따름). 이 보정은 보정 데이터의 처리 시에도
필요하다.

6.3.2 목표
이 방법의 목표는 Dark Signal 및 픽셀 상황 오프셋 보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다음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모듈 식이어야 한다.
◦ Dark Signal 불균일성만 보정(PCmasked는 고려하지 않음)
◦ 전체 보정(DS와 PCmasked를 모두 수정함)
다음이 가능해야 한다:
◦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지역에 Dark Signal 및 픽셀 상황 오프셋 보정을 적용하
여, 그 결과를 디스크에 저장함
◦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사용 및 통합을 고려하여(예: 절대 보정 계수의 계산 시),
데이터 버퍼(메모리에 로드된 지역 또는 라인)에 보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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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입력
◦ 레벨 0 결과물
◦ DS 계수 및 PCmasked 매개변수
◦ Dark Signal와 픽셀 상황 오프셋 보정을 개별적으로 활성화/비활성화하는 표지
◦ 처리할 지역의 첫 번째 및 마지막 라인
◦ 단일 라인/밴드에 적용하는 경우, 밴드 번호 및 라인 번호

6.3.4 출력
◦ 입력에 따른 Dark Signal 수정 이미지/지역/버퍼

6.3.5 방법 설명
요청이 있는 경우, 식 8에 따라 PCmasked를 계산한다.
입력 매개변수로 나타낸 경우, 0으로 설정된 DS 또는 PCmasked 을 사용하여 Y = X DS - PCmasked 를 계산한다.

6.4 산광기 기하 모델링 방법
6.4.1 배경
Relative Gains Calibration(섹션 3.2.2.5.2) 및 절대 방사 보정(섹션 3.2.2.5.3)에는 MSI
탑재 태양 산광기 기하학적 계산이 필요하다.
산광기 표면(θsd, 𝝓sd , θv, 𝝓v)에서 태양 및 시야각을 결정하여 탑재체에서 보이는 휘
도를 계산하려면, 획득 기하학적 모델링이 필요하다.

6.4.2 목표
이 방법의 목표는 산광기의 기하를 결정하는 것이다. 입력 데이터의 각 라인에 대해
태양 각도 θsd 및 𝝓sd를 검색한다. 모든 탐지기 및 스펙트럼 밴드에 대해서 입력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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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각 라인의 각 픽셀에 대한 시야각 θv 및 𝝓v를 검색한다.
그림 6-2는 탑재체와 태양에 대한 산광기 표면의 기하를 나타낸다.

그림 6-2: 산광기 기하

6.4.3 입력
레벨 0 결과물은 메타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결과물의 메타데이터에는 획득에 관련되는 보조 데이터가 포함된다.
◦ 각 탐지기에 대한 획득 시작 시간
◦ WGS84의 GPS 위치 및 속도
◦ J2000의 AOCS 수정 자세
◦ 획득일에 대한 IERS 게시판(극 좌표, UT1-UTC)
처리 매개변수:
◦ 각 탐지기 d 및 밴드 b의 각 픽셀에 대한 방향 ψx 및 tan ψx를 규정하는 GIPP
«보기 방향»
◦ MSI 참조 프레임에서 초점면 및 탐지기 프레임으로의 변환 매트릭스를 규정하
는 GIPP «우주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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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보정 모드가 산광기인지를 규정하는 GICP: 공칭 또는 중복(보조 데이터에
서 규정함)
◦ 산광기 모델
– 조종 기준 프레임에서 산광기로의 변환 매트릭스(PRF->DIF)
– 스펙트럼 밴드별 미광 보정 계수
– BRDF 모델(분석 모델 또는 지상 측정과 내삽 필터)
◦ 블라인드 픽셀의 목록이 들어 있는 GIPP «블라인드 픽셀»

6.4.4 출력
◦ 장면의 각 라인에 대한 태양 각도
◦ 각 라인 및 밴드의 각 픽셀에 대한 시야각(B13, 전체 이미지)
◦ 각 시야각에 대한 산광기의 반사율

6.4.5 방법 설명
압축 해제된 레벨 0 이미지 데이터는 탑재체에 기록된 원시 디지털 카운트로 만든다.
다중 라인 탐지기의 경우, 탐지기가 단일 라인 탐지기인 것처럼 출력을 고려할 수 있
도록 선택 픽셀만 남는다. 보기 방향은 선택한 픽셀의 보기 방향만 제공된다. 보정
모드에서는 탑재 WICOM이 균등화를 적용하지 않는다. B11, B12에 대한 픽셀의 재배
열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 과정은 추출할 첫 번째 및 마지막 라인 번호로 정의되는 결과물의 지역에 적용한다.
산광기에서 관찰되는 휘도는 보기 및 태양 기하에 따라 달라진다. 각도 θsd, 𝝓sd, θv,
𝝓v를 결정하려면, 산광기의 기하를 모델링해야 한다.
산광기에서 태양 및 시야각을 계산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입력 데이터의 각 라
인에 대해 태양 각도 θsd, 𝝓sd를 검색해야 한다. 입력 데이터 각 라인의 각 픽셀, 탐지
기 및 밴드에 대해, 시야각 θv 및 𝝓v를 검색해야 한다.
θv, 𝝓v는 픽셀/탐지기/밴드에 따라 변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
는 산광기가 탑재체에 대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θv, 𝝓v는 따라서 이미지의 각 라
인에 대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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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광기 프레임에서 보기 방향
산광기 프레임의 시야각은 [ICCDB] 내에서 제공된다.
제공 값이 정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산광기 기준 프레임의 각 픽셀/
밴드/탐지기에 대해 산광기 프레임의 보기 방향을 계산한다. 이 절차를 아래에서 설
명한다.
1. GIPP는 픽셀이 속한 탐지기와 밴드의 참조 프레임(B, D)으로 나타내는)에서 각 픽
셀의 방향을 제공함. 방향 V는 두 각도 𝛹x 및 𝛹y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함

2. 벡터는 다음 식에 따라 조종 기준 프레임에서 변환됨
(VNIR 밴드의 경우)
(SWIR의 경우)
GIPP ‘우주선 모델 매개변수’는 일련의 회전 및 축척으로 PRF에서 (B,D)로의 변
환을 제공함([GPP-ATBD-VM]의 §3.2.3 및 §4 참조). 방향은 매트릭스 MMSI−>PRF,
MSWIR−>MSI 및 M(B,D)−>SWIR를 결정하기 위해 반대로 해야 함. 라벨 VNIR 및 SWIR
은 VNIR 및 SWIR 초점면의 기준 프레임을 의미함
3. GIPP 산광기 모델에 대한 변환에 따라 방향을 산광기 프레임에서 계산함

에서 시야각 θv, φv 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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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광기 프레임에서 태양 방향
산광기 프레임에서 태양 각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획득 시 기준 프레임에 대한 태양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각도 θsd, 𝝓sd는 산광기 표면의 모든 곳에서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위성의 자세
움직임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들 각도는 각 자세 샘플(10Hz에서)에 대해 계
산된다.
산광기 프레임의 태양 각도 계산은 두 단계로 진행한다.
◦ J2000에서 태양 각도의 계산
◦ 산광기 프레임에서 벡터의 변환

J2000에서 태양 위치
산광기 프레임에서 태양 각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획득 시 기준 프레임에 대한 태양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태양 위치는 획득일의 J2000에서 얻을 수 있다.
1. Veis 기준 프레임에서 태양 방향을 결정함. 출력은 태양 방향 정상화 벡터와 지
구 태양 거리임. 우리는 태양의 방향이 지구 중심과 위성 중심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지구 위성 거리는 지구 태양 거리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음. 따라서, 다
음 식을 얻음.
SatSun = Sun - Sat Sun
여기서 Sat와 Sun은 지구 중심에 대한 위성과 태양의 위치임
2. 태양의 방향은 날짜 기준 프레임의 실제 지상에서 조정함
출력은 SJ2000 로 명명함

J2000에서 산광기 기준 프레임으로 변환
산광기 표면에 대한 태양 각도를 계산하려면, 산광기 기준 프레임(DIF)에서 태양 방향
좌표를 변환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위성 자세에 따라 방향 벡터를 회전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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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데이터가 제공하고 결과물 메타데이터가 보고하는 자세 Quaternion은 J2000과
조종 기준 프레임(PRF) 사이의 변환을 정의한다.
3. 이미지의 각 라인에 대해, 표시 기하의 일자 규정 모델을 사용하여 라인(l)에 해
당되는 시간(t)을 계산함
4. 선형 내삽을 사용하여 시간 t에서 Quaternion QJ2000_PRF를 계산함
5. Quaternion을 적용하여 조종 기준 프레임에서 태양 방향을 계산함

6. 태양 방향 벡터는 다음 식에 따라 산광기 기준 프레임으로 변환됨

MPRF->DIF는 GICP 산광기 모델에 의해 제공됨
7. SDIF에서 태양 각도 θsd = 𝑎𝑟𝑐𝑐𝑜𝑠(𝑆z) 및 𝝓sd = 𝑎𝑟𝑐tan2(𝑆y 𝑆x)를 얻을 수 있음

6.5 산광기 BRDF 내삽 방법
6.5.1 배경
Relative Gains Calibration(섹션 3.2.2.5.2) 및 절대 방사 보정(섹션 3.2.2.5.3)에는 실제
태양 방향 각도(θsd(𝑙), 𝝓sd(𝑙))뿐만 아니라, 각 픽셀의 특정 보기 방향 각도(θv(𝑙), 𝝓v(𝑙))를
고려하여, 각 픽셀 p(각 스펙트럼 채널 b 및 각 탐지기 d의)에 대한 산광기 겉보기
반사율 𝜌(𝑝, θsd(𝑙), 𝝓sd(𝑙))의 계산이 필요하다.

6.5.2 목표
이 방법의 목표는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해상도에서 처리할 지역의 반사율 지도(ρ)
를 결정하기 위해 산광기의 각도를 사용하여 BRDF 내삽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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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입력
◦ 레벨 0 이미지
◦ 모든 라인에 대한 θsd, 𝝓sd
◦ 모든 밴드 및 픽셀/탐지기에 대한 θv, 𝝓v
◦ 산광기 매개변수: BRDF 모델
◦ 처리할 지역의 처음 및 마지막 라인
◦ BRDF가 측정 격자(최소한 선형 및 스플라인)로 제공되는 경우 내삽 유형

6.5.4 출력
◦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해상도로 처리할 지역의 반사율 지도(𝜌)

6.5.5 방법
𝜌(𝑝, θsd(𝑙), 𝝓sd(𝑙))의 계산 방법은 [MSI-CCOG]의 섹션 4.5(‘산광기 특성화’)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6.6 대리 검증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방법
6.6.1 배경
레벨 1 방사 검증의 여러 활동은 자연 현장에 대한 방사 정보의 추출을 기반으로 한
다. 이들 활동의 목표는 탑재 산광기를 사용하여 방사 보정을 검증하는 것이다.

6.6.2 목표
이 방법의 목표는 방사 대리 검증 활동을 위해 자연 현장에서 Sentinel-2 MSI 이미지
에 대한 방사 정보의 추출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세 단계가 포함된다.
◦ 유용한 지역의 선택
◦ 방사 정보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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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검증을 위한 입력 데이터 형식의 생성
이 방법을 위해서는 사막 지역, 남극 대륙 및 바다에 걸친 자연 시험 대상지 또는 육
상 대상지(예: La Crau)을 고려한다.
이들 여러 보정 대상지 및 방법에 필요한 데이터의 입력 형식은 다른 방법과 유사한
텍스트 파일이다. 이 파일의 내용은 본 문서에서 설명한다.

6.6.3 입력
이 처리의 입력 사항은 B13의 압축 해제 레벨 1C 반사율 이미지, 관련 벡터 Cloud
mask 및 추가 ECMWF 데이터이다.
처리에는 또한 관련 정점 각도(태양 및 센서)가 필요하다.
이 처리에 필요한 GIPP 및 GICP는 다음과 같다:
모든 보정 대상지의 경우
◦ 보정 대상지
 이름
 최소 및 최대 위도
 최소 및 최대 경도
◦ 획득 Cloudmax를 처리하기 위한 구름의 최대 비율. 이 GICP는 보정 방법에 따라
달라짐
◦ 발사일에 GIPP ‘gs2_absolute_calibration.xsd’에서 가져올 다양한 스펙트럼 밴드
의 지상 절대 보정 계수. 이 처리에서 사용되는 계수는 센서 수명 동안 동일함
◦ SIZE_DILATATION의 확장을 위한 이웃의 크기. GICP는 보정 방법에 따라 달라짐
◦ Cloud mask의 샘플을 다시 만드는 데 사용하는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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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에 대한 보정 방법에는 특정 GICP가 필요하다.
◦ SIZE_DILATATION의 확장을 위한 이웃의 크기
◦ 획득을 처리하기 위한 확장 후 구름의 최대 비율: Cloudmax_dilated
◦ 리샘플링한 이미지 Rprocessing의 공간 해상도
◦ 반사율의 임계값에 사용하는 스펙트럼 밴드(기본: B8a)
◦ 스펙트럼 임계값 S_obs

6.6.4 출력
이 처리의 출력은 보정 대상지에서 이미지의 B13에 대한 방사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의(또는 대양의 경우 더 많은) ASCII 파일이다. 추출 지역의 압축 다중 스펙트럼 이미
지도 또한 처리의 종료 시 저장된다.
처리가 끝나면 전체 스펙트럼 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ASCII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시험 대상지에는 이미지 당 하나의 파일이 있다. 대양 대상지의 경우, 유효
리샘플링 픽셀당 한 파일이 있으므로 이미지 당 여러 파일이 있다.
텍스트 파일에는 다음 정보가 들어 있다(모든 용어는 공간으로 분리해야 함):
[첫 번째 라인]
- 결과물의 참조
- 획득일(dd/mm/yyyy-hh24:min:ss)
- 결과물 생성일(dd/mm/yyyy-hh24:min:ss)
- 대상지 명
[다음 라인]
- B13의 평균 Mb(유동적)
- B13의 평균 제곱근 σb(유동적)
- B13의 보기 정점 각도(유동적)
- B13의 보기 정점 각도(유동적)
- 10m 밴드에 있는 추출 지역(정수)의 라인 수
- 대상지 위도(중심)(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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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경도(중심)(유동적)
- 태양 정점 각도(유동적)
- 태양 방위각(유동적)
파일 형식은 외부 정보로 완성된다. 이들 추가 데이터는 파일의 끝에 추가된다.
[외부 정보]
- 수증기 함량(유동적)
- 오존 함량(유동적)
- 지면 압력(유동적)
- 풍속(유동적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99)
- NO2 함량(유동적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99)
- CHP1 함량(유동적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99)
- CHP2 함량(유동적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99)
- 보정 방법의 이름(사막, Rayleigh, 남극 등)
수증기 함량과 지면 압력은 레벨 1C 메타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다. 오존 함량은
레벨 1C 메타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막 대상지에서 S2를 획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텍스트 파일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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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방법
6.6.5.1 유용 지역 추출
대리 보정에 사용되는 자연 현장들은 GICP에 정의되어 있다. 이 GICP에는 이들 자연
현장의 이름 그리고 위도와 경도의 최소 및 최대 위치가 포함된다. 이들 지리적 좌표
는 지도 좌표로 변환되어 여러 공간 해상도(10m, 20m, 60m)에서 참조할 수 있는 정
보로 활용된다.
초기 레벨 1C 이미지에서 추출한 이들 유용 지역은 각 스펙트럼 밴드에 대해 추출하
고, 압축 모드에서 처리의 종료 시 다중 스펙트럼 밴드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

6.6.5.2 방사 계산
추출 이미지(10m 해상도)의 흐린 픽셀(불투명 및 권운)의 수는 관련 Cloud mask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흐린 픽셀(추출 지역에 대한)의 비율이 GICP에서 규정하는
Cloudmax보다 더 크면 그 이미지는 너무 흐린 것으로 선언되고 대리 보정을 위해 처
리하지 않는다. Cloudmax는 각 대상지에 따라 다르다.
이 처리를 위해 벡터 Cloud mask는 10m의 공간 해상도에서 래스터 이미지로 변환된다.
Cloud mask와 함께, Quality masks(결함 Pixels mask, 포화 Pixels mask, 데이터가 없
는 Pixels mask)도 이 처리에서 사용된다. 픽셀은 구름이 없고 다른 Quality masks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을 고려한다.
이 처리에 사용된 L1C 이미지는 이미 반사율에 반영되었다. 이 변환은 획득일에 작동
절대 계수를 사용하여 적용되었다. 보정 처리를 수행하려면 지상 측정 절대 계수로
규정된 일부 참조 계수(Aini(b))에 따라서 이들 계수를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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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7

－ ρ: 픽셀의 반사율(l,c)
－ b: 스펙트럼 밴드
－ l: 이미지의 라인 번호
－ c: 이미지의 칼럼 번호

사막, 남극, 또는 육상 시험 대상지의 사례
흐린 픽셀의 비율이 Cloudmax보다 더 작으면, 추출 이미지가 처리되고 Cloud mask
이미지가 이미지의 다른 공간 해상도(20m, 60m)로 생성된다.
그런 다음 이미지의 구름 없는 픽셀을 고려하여 여러 스펙트럼 밴드에 대해 두 물리
적 매개변수인 추출 이미지의 평균 반사율(Mb)와 평균 제곱근(σb)를 계산한다.

대양 대상지의 사례
대양 보정의 경우, 처리 과정이 상당히 다르다. 하나의 추출 이미지는 대상지의 변동
성을 고려해서 한 측정치가 아닌 여러 측정치를 제공한다. 구름이 없는 하위 지역과
포화 거품이나 에어로졸의 영향이 없는 픽셀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필터링도 적용한
다. 또한, Cloud mask는 구름과 너무 가까워 환경 효과와 구름 그림자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피하기 위해 확장한다.
흐린 픽셀의 비율이 Cloudmax보다 더 작으면 추출 이미지가 처리된다. 구름을 확장하
고 구름 없는 픽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Cloud mask에 확장을 적용해야 한다.
확장을 위한 이웃의 크기는 GICP에 정의된다. 이 처리의 종료 시 흐린 픽셀의 비율이
Cloudmax_dilated보다 더 적으면, 처리가 계속된다.
추출 이미지는 GICP에 규정된 공간 해상도 R processing에서 리샘플링된다. 기본적
으로 R은 250m이다. 리샘플링은 이전 해상도에 해당하는 평균 픽셀로 된 새 격자의
각 픽셀에 대해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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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샘플링된 이미지의 픽셀은 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처리한다. 리샘플링한 이
미지의 픽셀 P를 고려할 때, 초기 이미지의 모든 픽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구름이 없음
－ 스펙트럼 밴드 B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함
Rtoa(B) * cos(qv) * cos(qs) < S_obs
여기서 θs는 태양 정점 각도이고, θv는 시야각이며, Rtoa는 스펙트럼 밴드 B에 있는
픽셀의 휘도다. B는 GICP에서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B는 865nm를 중심으로 하는
Sentinel2 B8a이다. 임계값 S_obs도 또한 GIPP에서도 규정하며, 시운전 단계에서 조
정한다.
이 두 조건이 리샘플링한 픽셀의 모든 픽셀에 대해 충족되면, 전체 스펙트럼 밴드에
대해 평균 Mb(P) 및 관련 평균 제곱근 σb(P)을 계산한다.
이전 조건을 충족하는 각 하위 지역에 대해 하나의 출력 텍스트 파일이 생성된다.

6.7 노이즈 모델 평가 방법
6.7.1 배경
물리적으로 방사 노이즈는 유사한 휘도를 가진 두 표적을 구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밴드의 능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매개변수는 휘도 단위(W/m²/sr/㎛)로 측정된다.
방사 노이즈의 측정은 다음 사항을 다룬다.
◦ 방사 해상도가 시스템 사양에 부합함을 확인함
◦ 필요한 경우, 이미지 복원을 위해 노이즈 모델을 생성함
방사 노이즈 유형의 정의
◦ 칼럼 노이즈: Ne∆LC
이미지의 여러 칼럼 세그먼트에서 계산된 방사 신호 표준 편차의 평균 제곱이며, 이
미지 칼럼의 시간 노이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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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화 노이즈: Ne∆LE
평균 줄의 여러 세그먼트에서 계산한 방사 신호 표준 편차의 평균 제곱으로서, 균등
화의 잔차를 나타내며, 균등화 계수의 품질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이미지 노이즈: Ne∆LH
이미지 내부 블록에서 계산한 방사 신호 표준 편차의 평균 제곱이며, 노이즈는 두 노
이즈 유형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다음 식을 따른다.
Ne∆LH = Ne∆LC ⊕ Ne∆LE
결과적으로 칼럼을 따라 방사 값이 변경되는 방식을 수정하지 않는 균등화와는 무관한
칼럼 노이즈를 제외하고, 이러한 유형의 노이즈는 균등화 이미지에서 추정해야 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여러 채널을 균등화하고 보정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평가의
방법에 관계없이 노이즈의 직접 측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노이즈 성능은 휘도로 평가되므로, 절대 보정 계수를 병렬로 추정해야 한다. 또한,
이 추정을 위해 이미지를 올바르게 균등화해야 하므로, 첫 번째 비행 균등화 계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노이즈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사양과의 비교 목적으로 휘도의 측면에서 노이즈를 측정하기 위해 고
려하는 각 채널에 대해 절대 보정을 수행해야 한다.

6.7.2 목표
이 방법은 칼럼 노이즈 및 균등화 노이즈의 계산 방법을 명시한다. 이미지 노이즈는
칼럼 및 균등화 노이즈의 계산에서 비롯되므로 특정 계산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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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입력
노이즈 성능을 추정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는 칼럼 노이즈 및 균등화 노이즈의 추정을
위한 레벨 1B 이미지이다. 제공 이미지는 산광기 이미지 또는 자연 균일 표적에서 획
득한 이미지이다.
노이즈를 추정하려면, 다음 매개변수(GIPP, GICP)가 필요하다.
－ M: 통계 분석이 수행될 하위 구역의 수
－ 하위 구역의 이름
－ lmin, lmax, cmin 및 cmax: 하위 구역의 좌표
－ Tc: 칼럼 노이즈의 통계 분석을 위해 고려하는 세그먼트의 크기
－ Tl: 균등화 노이즈의 통계 분석을 위해 고려하는 세그먼트의 크기
－ GIPP ‘gs2_absolute_calibration.xsd’에서 취할 여러 스펙트럼 밴드의 절대 보정 계수
－ GIPP ‘gs2_radios2_defective_pixels.xsd’에서 취한 비정상 픽셀의 목록이 들어 있는 표
노이즈 계산 방법은 이들 이미지에서 추출된 하위 구역에 적용하며, 각 스펙트럼 밴
드를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선택 구역은 각 절차에 대해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 구역
은 센서에서 한 번만 획득하면 된다.

6.7.4 출력
노이즈 성능의 평가를 위한 계산의 출력은 엑셀 스프레드시트로써 열고 편집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의 형식이다. 이들 파일에는 탐지기 레벨 및 각 스펙트럼 밴드 탑재
체 레벨의 디지털 카운트에서 노이즈 성능에 대해 발견한 값과 이들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 하위 구역의 이름과 좌표가 들어 있다. 이 요약 파일에는 각 스펙트럼 밴드에
대한 하위 구역의 SNR(디지털 카운트 및 휘도에 있는) 요약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들 텍스트 파일의 일부는 단일 픽셀의 특성(여러 스펙트럼 밴드의 위치, 디지털 카
운트, SNR)을 요약한다.

국립산림과학원 ▁

127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6.7.5 방법 설명
6.7.5.1 칼럼 노이즈
칼럼 노이즈의 추정 방법은 균일 장면 획득 이미지의 분석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방법
에는 준 균일 이미지를 취하고 칼럼에 따른 노이즈를 측정하는 동시에, ‘장면의 도입
노이즈’와 ‘탑재체의 노이즈’를 구분하려고 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칼럼 노이즈를 추
정하면 특정 스펙트럼 밴드 폭에서 이미지의 평균 노이즈 레벨을 추정하고 탑재체의
S/N 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얻은 결과가 사양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칼럼 노이즈 계산 알고리즘을 뒷받침하는 가설은 신호의 표준 편차에 장면이 ‘저주파
수’ 영향만 주고, 나머지 영향은 획득 탑재체 때문이라는 가정을 정당화하기에 충분
할 만큼 입력으로 사용된 이미지가 균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호 표준 편차의 저
주파(LF) 구성 요소에서 고주파(HF) 구성 요소를 분리하려면 통계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칼럼 노이즈는 산광기 또는 눈 덮인 장면에서 획득한 이미지의 균일한 장면을 사용해
서 계산하며, 모든 스펙트럼 밴드에 대해 수행한다.
균일한 이미지 그리고 계산을 수행할 이미지 내부의 M 하위 구역을 고려한다. 이들
구역은 반드시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탐지기의 폭을 초과하며, 각 구역은 최초 및 최
종 줄 그리고 최초 및 최종 칼럼에 따라서 확인한다. 그런 다음, 이들 구역의 모든
칼럼에 대해 계산을 수행한다. 이미지의 각 칼럼은 Tc 크기의 세그먼트로 나뉘며, Tc
는 지상 이미지 보정 매개변수(GICP)에서 규정한다. 칼럼의 길이가 Tc의 정확한 배수
가 아니면 나머지 값은 버린다.
취득한 N 세그먼트의 각각에 대해 평균 mi 및 표준 편차 σi를 계산한다.
각 칼럼(각 픽셀)에 대해, 평균 m(mi 값의 평균)과 HF 및 LF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칼럼의 HF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a)의 평균 제곱근에 해당하는 반면, LF 표준 편차는
평균 mi(b)의 표준 편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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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8

(a)

(b)

각 하위 구역(Dz)의 탐지기에 대해, 해당 칼럼의 번호와 함께 신호 m(Dz)의 평균 값(탐
지기 규모에서 m값의 평균), 평균 HF 표준 편차(HF 표준 편차의 평균 제곱, m2(σ!"
c)), 평균 LF 표준 편차(LF 표준 편차의 평균 제곱, m2(σ!"c)), HF, LF 표준편차의 최소
값과 최대값을 계산한다.
초기 이미지의 각 구역 Z에 대해 해당 칼럼의 번호와 함께 신호 m(z)의 평균값(m 값
의 평균), 평균 HF 표준 편차(HF 표준 편차의 평균 제곱), 평균 LF 표준 편차(LF 표준
편차의 평균 제곱) 그리고 HF, LF 표준 편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한다.
각 탐지기의 경우 탐지기 규모에서 여러 하위 구역에 대해 얻은 신호의 평균값 m(D),
평균 HF, LF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모든 구역 및 탐지기에 대해, 신호의 평균값 m(I)(m(z) 값의 평균), 평균 HF, LF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칼럼 노이즈의 기본 성능에 근거해 SNR을 계산한다. 이 계산에 필요한 기준 디지털
카운트는 하위 구역의 평균 디지털 카운트에 해당한다.
신호 대 잡음 비율(SNR)은 칼럼의 기본 성능을 기반으로 각 스펙트럼 밴드에 대해
계산한다. 이 계산에 필요한 기준 디지털 카운트는 하위 구역의 평균 디지털 카운트
에 해당한다.
세 가지의 다른 SNR을 계산한다.
－ 모든 픽셀을 기반으로 한 SNR(비정상 픽셀 제외)
－ 노이즈가 적은 픽셀의 99%를 기반으로 한 SNR
－ 노이즈가 적은 픽셀의 90%를 기반으로 한 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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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세트(균등화 노이즈의 기본 성능)를 지정한다. 다음 표에서는 각 스펙트럼 밴
드에 대한 균등화 노이즈의 기본 성능 내용을 요약한다.
표 2: 각 스펙트럼 밴드에 대해 계산할 칼럼 노이즈의 기본 성능
계산의 규모
N 세그먼트
칼럼 C
탐지기 Dz
구역 Z

계산 데이터
mi, σi
m(C), σHF(C), σLF(C)
m(Dz), σHF(Dz), σLF(Dz)
m(Z), m2(σHF(C)), m2(σLF(C)),
min(σLF), min(σHF), max(σLF), max(σHF)

탐지기 D

m(D), m2(σHF(Dz)), m2(σLF(Dz)),
min(σLF), min(σHF), max(σLF), max(σHF), SNR100%(D),
SNR99%(D),SNR90%(D)

이미지 I

m(I), m2(σHF(Z)), m2(σLF(Z)), SNR100%(I), SNR99%(I), SNR90%(I)

100%, 99%, 90%에서 계산한 SNR은 적절한 변환 공식에 따라 GIPP에서 취한 절대
보정 계수를 사용하여 변환한다.

6.7.5.2 균등화 노이즈
수학적으로 균등화 노이즈를 추정하는 방법은 칼럼 노이즈의 추정 방법과 매우 유사
하다. 줄 노이즈가 이미지 균등화의 결과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균등화 노이즈는 칼럼
노이즈와 다르다. 균등화 노이즈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균등화 노이즈
자체와 장면의 ‘노이즈’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산은 평균 줄을 기반으
로 하여 장면 효과를 평균할 수 있다.
균등화 노이즈는 균일 이미지(예: 산광기 이미지 또는 눈 덮인 풍경에서 획득한 이미
지)에서 계산한다. 이미지 입력은 레벨 1B에 있으며, 균등화되고 복원되지 않는다. 아
래에서 설명하는 계산은 센서의 모든 스펙트럼 밴드 폭에서 수행한다.
균일 이미지와 계산이 수행될 이미지의 M 하위 구역을 고려한다. 이들 구역은 반드
시 직사각형이며, 최초 및 최종 줄 그리고 최초 및 최종 칼럼에 따라서 확인한다. 그
리고 취득한 구역의 평균 줄에 대해 계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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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각 하위 구역에 포함된 각각의 탐지기를 크기 T1(GICP에서 규정하는)의
세그먼트로 나눈다. 각 탐지기의 길이가 T1의 배수가 아니면, 나머지 값은 버린다. 획
득한 N 세그먼트의 각각에 대해 평균 mi와 표준 편차 σi를 계산한다. 각 하위 구역의
각 탐지기에 대해 다음 식에 따라 평균 m(Dz)(탐지기 규모에서 mi 값의 평균), HF,
LF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식 29

(a)

(b)

각 평균 줄(하나 이상의 탐지기 세트)에 대해, 평균 m(L)(mi 값의 평균), HF((a)),
LF((b))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초기 이미지의 각 구역 Z에 대해, 해당 줄 번호에 대한 신호의 평균값 m(z)(m(L) 값의
평균), 평균 HF 표준 편차(HF 표준 편차의 평균 제곱, m2(σHF(L))), 평균 LF 표준 편차
(LF 표준 편차의 평균 제곱, m2(σLF(L))), HF, LF 표준 편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
한다.
각 탐지기에 대해, 탐지기 규모에서 여러 하위 구역에 대해 얻은 신호의 평균값
m(D)(m(Dz) 값의 평균), LF, HF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모든 구역에 대해, 신호의 평균
값(m(Z) 값의 평균), LF, HF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신호 대 잡음 비율(SNR)은 균등화 노이즈의 기본 성능에 근거해 각 스펙트럼 밴드에
대해 계산한다. 이 계산에 필요한 기준 디지털 카운트는 하위 구역의 평균 디지털 카
운트에 해당한다.
세 가지의 다른 SNR을 계산한다.
－ 모든 픽셀을 기반으로 한 SNR(비정상 픽셀 제외)
－ 노이즈가 덜한 픽셀의 99%를 기반으로 한 SNR
－ 노이즈가 덜한 픽셀의 90%를 기반으로 한 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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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이 데이터 세트(균등화 노이즈의 기본 성능)를 지정한다.
다음 표에서는 각 스펙트럼 밴드에 대한 균등화 노이즈의 기본 성능 내용을 요약한다.
표 3: 각 스펙트럼 밴드에 대해 계산할 균등화 노이즈의 기본 성능
계산의 규모
N 세그먼트
라인 L
탐지기 Dz
구역 Z

계산 데이터
mi, σi
m(L), σHF(L), σLF(L)
m(Dz), σHF(Dz), σLF(Dz)
m(Z), m2(σHF(L)), m2(σLF(L)),
min(σLF), min(σHF), max(σLF), max(σHF)

탐지기 D

m(D), m2(σHF(Dz)), m2(σLF(Dz)),
min(σLF), min(σHF), max(σLF), max(σHF), SNR100%(D),
SNR99%(D), SNR90%(D)

이미지 I

m(I), m2(σHF(Z)), m2(σLF(Z)), SNR100%(I), SNR99%(I), SNR90%(I)

100%, 99%, 90%에서 계산된 SNR은 적절한 변환 공식에 따라 GIPP ‘절대 보정’에서
취한 절대 보정 계수를 사용하여 변환된다.

6.7.5.3 불량 픽셀
일부 픽셀은 발사 전후에 비정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픽셀에서 제공하는 정
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픽셀은 궤도에 있는 동안 비정상 동작을 나타내고, 다른 픽셀보다 노이즈가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픽셀에 관련된 ‘노이즈’ 정보를 격리하고, 전체 평가에서 이를 고
려하지 않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비정상 픽셀의 목록이 들어 있는 GIPP
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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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C: 캠페인

7.1 서론
레벨 2A의 검증 활동에는 BOA 휘도, BOA 반사율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매개변수의
측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리 보정은 표면 매개변수의 획득을 위한 반사율 또는 휘
도 기반 방법을 사용한다. 반사율 보정의 경우 분광 복사계는 알려진 반사율의 태양
광선 표적을 보정 소스로 사용하는 반면, 휘도 보정의 경우 실험실에서 보정된 휘도
소스를 사용하여 공중 측정을 수행한다. 태양 광도계는 모든 대기 수정 활동에 사용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센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중적인 검증 캠페인에서는 위성 통과 시 대상지에서 휘도나 반사율을 관찰하며 대
기 수정 매개변수도 또한 시간과 공간의 가장 가까운 배열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표
면 측정은 흔히 공중 탑재체를 통한 TOA 근처 관찰의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측정은
지상 기반 포인트 측정에 대한 중간 규모의 데이터 획득과 MSI 픽셀에 대한 지상 커
버리지의 확장으로 해상도 차이 문제를 완화한다.
또한, 유도된 BOA 반사율의 불확실성은 대기 수정 매개변수의 부정확성에 덜 민감하다.
해상에서 가능한 캠페인에는 상향 휘도 및 하향 복사 조도와 에어로졸 광학 두께 측
정이 포함된다.
반사율 레벨 2A 결과물을 검증하기 위해 공중 분광계 세트를 사용한다. 센서에는 휘
도 분광 복사계, OVID(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탐지기), CASI(소형 공중 분광 영상기)가
포함되며, MSI의 밴드 설정과 일치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7.2 CEFLES2
CEFLES2 공중 및 지상 캠페인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arth.esa.int/campaigns/DOC/CEFLES2_Final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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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림․임업동향. 2003.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기초 연구. 2003.
제초제 내성 관여 유전자와 효소, 제초제의 생화학 및 대사,
형질전환 식물의 잔류물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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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수종의 환경적 고찰. 2003.
포플러의 생물학. 2003.
조선시대 국용임산물(전국지리지의 임산물 항목을 중심으로). 2004.
2003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2004.
임업경제동향 2003/겨울. 2004.
산림수자원 모니터링. 2004.
채종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2004.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연구. 2004.
임업경제동향 2004년/봄. 2004.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원인과 대책. 2004.
휴양림 목조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2004.
알기 쉬운 소나무재선충. 2004.
임업경제동향 2004년/여름. 2004.
생태계접근법의 개념과 이행지침. 2004.
임산물품질인증지침. 2004.
두릅나무 및 음나무 재배기술. 2004.
임업경제동향 2004년/가을. 2004.
표고와 송이의 최근 재배동향. 2004.
기후변화 협약 관련 IPCC 우수실행지침. 2004.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2004.
2004 토요세미나 자료집. 2005.
임업경제동향 2004년/겨울. 2005.
FSC 산림인증 심사용 Check list. 2005.
임업경제동향 2005년/봄. 2005.
목재 유통구조 분석. 2005.
광릉시험림 천연소나무림 실태조사. 2005.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 2005.
임업경제동향 2005년/여름. 2005.
2005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5.
임산물품질인증지침(개정판). 2005.
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실내공기환경과 목질제품. 2005.
임업경제동향 2005년/가을. 2005.
항공사진 입체표본철. 2005.
이차대사산물 생산공장으로서의 식물세포배양. 2005.
WTO/DDA 목재류 분야 협상의 최근 동향. 2005.
수목유래 isoflavon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 분석 자료. 2005.
독일가문비나무의 생물학. 2005.
잣나무의 엽록체 유전체. 2005.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Ⅱ. 2005.
목침목의 할열 방지 및 폐침목의 재이용. 2005.
WTO/DDA 농업협상의 논의쟁점과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응방향.
2005.
세계의 산불위험예보시스템. 2005.
2005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6.
임업경제동향 2005년/겨울. 2006.
표고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06.
임업경제동향 2006년/봄. 2006.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2006.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6.
임업경제동향 2006년/여름. 2006.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Ⅱ. 2006.
수목의 오존내성 매카니즘과 피해반응. 2006.
소나무재선충병의 국제 연구동향. 2006.
수목의 생리활성 탐색. 2006.
기내배양을 이용한 산림자원의 증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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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II). 2006.
269.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방법. 2006.
270. 액화목재의 제조기술 및 이용. 2006.
271. 임업경제동향 2006년/가을. 2006.
272. 제주시험림 생태관광타당성 조사. 2006.
273.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2006.
274. 소나무재선충병 바로알기. 2006.
275. 북한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Ⅲ). 2006.
276. 통계로 본 산림자원의 변화와 임산물 수급추이. 2006.
277. EU․일본의 임업보조금. 2006.
278.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7.
279. 소나무의 유전변이와 유전자원보존. 2007.
280. 임업경제동향 2006년/겨울. 2007.
281. 독일 및 이탈리아의 농산촌관광 정책과 현황. 2007.
282. 산림 항공사진 검색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2007.
283. 임업경제동향 2007년/봄. 2007.
284. 2007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7.
285. 핀란드 및 독일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체제. 2007.
286. 임업경제동향 2007/여름. 2007.
287. 대나무․대나무숯․죽초액. 2007.
288. 산림유전자원 표본목록. 2007.
289. 제주지역의 임목유전자원. 2007.
290. 일본의 산촌진흥대책 추진매뉴얼. 2007.
291. 개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관리. 2007.
292. FSC 산림경영인증 및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2007.
293. 임산물품질시험 인증지침. 2007.
29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 2007.
295. 꽃송이버섯. 2007.
296.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Ⅲ). 2007.
297. 목질탄화물의 흡착이용. 2007.
298. 임업경제동향 2007/가을. 2007.
299. 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시스템과 수치임상도 제작 사용자 매뉴얼.
2007.
300. 한국의 도시숲. 2007.
301. 리기다소나무림 관리방안. 2007.
302. FSC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2007.
303. 산불관리 원칙과 전략적 활동 지침. 2007.
304.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 구명 방안. 2007.
305. Post-2012 산림탄소 배출권 계정논의 동향. 2007.
30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2007.
307. 2007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7.
308. 지역개발과 산지법의 신경향. 2008.
309. 일본의 산림기능구분과 산림관리. 2008.
310. 임업경제동향 2007/겨울. 2008.
311. 을수동 산림생태지도. 2008.
312. 지속가능한 관광 및 생태관광 인증. 2008.
313. 임업경제동향 2008/봄. 2008.
314. 2008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8.
315. 코린도 칼리만탄 조림지 임목자산 평가조사보고. 2008.
316. 임업경제동향 2008/여름. 2008.
317.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 현지조사 매뉴얼 -. 2008.
318. 수치임상도(1:25,000) 표준 제작체계. 2008.
319. 산림작업용 장비. 2008.
320.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L.)
- 생장특성과 관리기술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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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험림 야생동물 생태도감. 2008.
모두베기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2008.
남산숲의 식생과 토양 특성. 2008.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Ⅱ). 2008.
지역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험림 조성 및 특산수종 발굴. 2008.
수치임상도 제작 운영ㆍ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2008.
영상탑재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08.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Ⅴ). 2008.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 일본 -. 2008.
산림의 유전자원 보존. 2008.
임업경제동향 2008/가을. 2008.
외래 유전자 도입 포플러 데이터베이스. 2008.
산림생태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 산지소생물권. 2008.
희귀 산림유전자원 보존 연구. 2008.
유실수의 유용성분 분석. 2008
국내외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2008.
호두과피 탈피기 개발 및 이용. 2008
품질인증 방부처리목재 수종별 방부처리도와 자상처리 기준 추가
타당성 조사. 2008.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기법 II - 생태적 복원계획과 분석. 2008.
산불피해지 생태변화 조사방법 매뉴얼. 2008.
유럽 산촌지역의 현황 및 제도분석. 2009.
2008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9.
임업경제동향 2008/겨울. 2009.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 - 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2009). 2009.
임업경제동향 2009/봄. 2009.
항공영상 활용 현장조사 시스템(소프트웨어)
스탠드 얼론 버전(Stand Alone Version) 사용자 매뉴얼. 2009.
산림입지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2009.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민유림 총괄편. 2009.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9.
홍릉수목원의 보물찾기-버섯 99선. 2009.
일본의 산촌지역 도농교류 우수사례. 2009.
임업경제동향 2009/여름. 2009.
일본의 보안림제도. 2009.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국유림 총괄편. 2009.
미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지도제작 프로그램. 2009.
운문골 산림생태지도. 2009.
미국의 도시녹지 탄소계정. 2009.
식물호르몬 분석 실무. 2009.
2009 한국의 산림경관 및 생태계 관리권역. 2009.
일본의 포름알데히드방출 목질제품 관리제도. 2009.
산림종자유전자원 DB 구축 현황. 2009.
조경수 재배기술 관리. 2009.
임업경제동향 2009/가을. 2009.
산림 벌채 부산물의 압축화 기술. 2009.
주요 조림수종의 양묘기술. 2009.
제주지역의 야생버섯. 2009.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2009.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2009.
산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2009.
숲과 물이 만나는 수변림. 2009.
잔불 재확산 방지 관리 기술. 2009.
2008~2009 산림재해백서. 2009.
중국 대나무 도감. 2009.
Feasibilit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for improving watershed condi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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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household welfare in west Java, Indonesia. 2009.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정책과 추진사례. 2010.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10.
1991~2009년 산불발생위치지도. 2010.
임업경제동향 2009/겨울. 2010.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010.
Cytokinin의 분자생리학. 2010.
임업경제동향 2010/봄. 2010.
백합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0.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동정 매뉴얼. 2010.
Forest Eco-Atlas of Korea. 2010.
정사항공사진을 활용한 제5차 수치임상도(1:25,000) 제작 매뉴얼.
2010.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10.
유성번식을 통한 무병 천마의 기내생산방법. 2010.
임업경제동향 2010/여름. 2010.
지상부 바이오매스 공간분포 추정에 관한 주요국 연구 동향 분석.
2010.
세계 산림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2010.
옥외시설 및 건축외장재의 유지관리 매뉴얼. 2010.
Ligneous Flora of Jeju Island. 2010.
지속가능한 난대림 산림경영 연구의 이론과 실제. 2010.
일본의 산림 탄소상쇄 사업 지침. 2010.
백합나무 특성 및 관리. 2010.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II). 2010.
인도네시아의 산림․임업. 2010.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유럽 및 미주-. 2010.
임산물품질인증 지침. 2010.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2010.
임업경제동향 2010/가을. 2010.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분포도. 2010.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 2010.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2010.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2011.
산림유전자원 현지외보존 현황. 2011.
2010 산림재해백서. 2011.
임업경제동향 2010/겨울. 2011.
산림청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 제166호 산개나리. 2011.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ㆍ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2011.
임업경제동향 2011/봄. 2011.
홍릉 숲에 사는 개미. 2011.
편백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1.
산불감시카메라 가시권 분석을 통한 ‘산불탐지 가시권 지도’. 2011.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현지조사지침
서. 2011.
산림입지토양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ver. 2.0-. 2011.
A1B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개미의 분포와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1.
임업경제동향 2011/여름. 2011.
곤충페로몬 및 식물체정유를 이용한 산림해충 방제제 개발. 2011.
두륜산 산림생태지도. 2011.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제주시험림 산림경영인증
재심사 보고서. 2011.
2011 제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지이행 성과. 2011.
방부목재 가이드북(개정판). 2011.
국가별 목재펠릿 정책 및 유럽의 시장 동향. 2011.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녹색관광 추진사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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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나무 도감 – 2. 2011.
산림치유지도사를 위한 소아천식질환 가이드북. 2011.
산림탄소순환마을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 2011.
중국의 산림자원조사 체계. 2011.
인도네시아의 CDM 국가 가이드. 2011.
조선에 있는 산림과 전설. 2011.
목질판상제품의 산업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 2011.
특용자원 표준재배지침서 – 2. 2011.
산림미생물 유전자원의 관리. 2011.
임업경제동향 2011/가을. 2011.
산림유전자원 현지내 보존림 현황. 20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감축활동 및 연구동향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1.
미국의 도시녹지 수목 재적 및 바이오매스 평가. 2011.
숲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2011.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현황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2010)
주요 결과. 2011.
호두나무 재배기술. 2011.
일본의 보안림 정비지침 및 카나가와현 산림정비 사례. 2011.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진단 지침서. 2011.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I). 2011.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사. 2011.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산불. 2011.
포르투갈, 헝가리 산림 현황 및 연구. 2012.
광릉 숲의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고사목에 서식하는 딱정벌레. 2012.
임업경제동향 2011/겨울. 2012.
2011 산림재해백서. 2012.
인도네시아 주요 열대수종. 2012.
산림병해충 기술교본. 2012.
홍릉 숲에 사는 나비. 2012.
단기소득임산물 경영지원시스템 모형 개발. 2012.
거제수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2.
임업경제동향 2012/봄. 2012.
낙엽송의 개화결실 특성과 종자결실 증진. 201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한국개미분포도감(2007~2009). 2012.
임업경제동향 2012/여름.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1996-2011). 201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 2012.
산림작업안전매뉴얼. 2012.
제주도의 착생식물. 2012.
인도네시아의 REDD+: 인도네시아 국가전략 및 일본의 시범사업
사례. 2012.
환경정화용 산림유전자원-호랑버들. 2012.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2012.
목조 패시브하우스 설탑재체술. 2012.
그린 목조주택 설계 도면집. 2012.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변환 공정을 이용한 바이오오일의 생산과
이용. 2012.
해외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운영표준. 2012.
한국나비분포변화 1938-2011. 2012.
표고의 생화학적 특성. 2012.
사찰건축물 보존을 위한 임업적 산림재해 관리 방안. 2012.
주요 잔디해충의 생태와 관리. 2012.
외국도입수종재의 성질 및 용도. 2012.
목재를 이용한 주거환경이 지구환경 및 인간의 신체발달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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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종자의 저장과 종자수명. 2012.
대기오염과 수목피해. 2012.
통합의학적 산림치유 프로그램 매뉴얼. 2012.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2012.
산림유역의 수질보전을위한 최적관리기법. 2012.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2012.
복분자딸기. 2012.
북한의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Ⅸ). 2012.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영국․독일편-. 2012.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2012.
유실수 특용수 전정기술. 20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 매뉴얼. 2012.
분재 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12.
임업경제동향 2012/가을. 201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2013.
원목규격 및 재적표. 2013.
임업경제동향 2012/겨울. 2013.
2012 산림재해백서. 2013.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육성기반 조성 연구. 2013.
고사리 산지 식재기술(II). 2013.
일본의 목재이용촉진법 및 지역재 인증 규정. 2013.
주요국의 불법목재규제법 및 산림인증 규정. 2013.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3년 1호. 2013.
임업경제동향 2013/봄. 2013.
포플러 유전자 발현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매뉴얼. 2013.
산림생명공학 Q&A 자료집. 2013.
소아 환경성 질환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지침서. 2013.
임업경제동향 2013/여름. 2013.
헛개나무 간기능 개선 및 숙취해소 효과. 201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인. 2013.
남부산림권역 곰솔 자원 및 임분관리. 2013.
수목대사체 분석 및 응용. 2013.
청량리 홍릉터의 역사와 의미. 2013.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사방(사방-자연과의 공존). 2013.
조선시대의 산사태 및 낙석피해 기록. 2013.
특용수종 음나무 및 두릅나무 재배기술. 2013
A List of Monocotyledonous Plants from Jeju Island. 2013.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II). 2013.
한국잔디에 발생하는 병해와 잡초. 2013.
방부처리목재의 경시적 야외 내후성 변화. 2013.
목재 에너지림을 위한 단벌기 경영기법 :
독일 바덴 뷰르템베르크주(州)의 사례. 2013.
전과정평가를 통한 국산 원목의 수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13.
목질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기술과 공정. 2013.
우리나라 근대임업(양묘, 조림)에 대한 시험연구 자료. 2013.
산림토양진단 방법과 활용. 2013.
산림수자원조사 표준 매뉴얼. 2013.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 모니터링 조사ㆍ분석 매뉴얼. 2013.
목재생산을 위한 작업도(로) 시설 방법. 2013.
마가목. 2013.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산림거미의 분포와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3.
대경간 목구조 건축 해외사례 모음집. 2013.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새집 모니터링. 2013.
임업경제동향 2013/가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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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산림작업용 장비 및 임목수확시스템. 2013.
533.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 2013.
534.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위한 주요
국의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전략. 2014.
53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4.
536.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Ⅹ). 2014.
537. 국제산불심포지엄을 통해본 산불연구 및 정책동향. 2014.
538. 2013 산림재해백서. 2014.
539. 임업경제동향 2013/겨울. 2014.
540. 일본 지자체의 산촌진흥 및 산촌재생을 위한 추진시책과 사례.
2014.
541. 산업재산권 등록자료집(목재이용기술 100선). 2014.
542. 산림과학 실험분석 적합화를 위한 선형 및 비선형 모형. 2014.
543. 임도망 계획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14.
544. 임업경제동향 2014/봄. 2014.
545.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기법과 그 응용. 2014.
546. 숲속의 독버섯. 2014.
547.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2014.
548. 산불위험지 조사 지침서. 2014.
549. 표준재배 지침서(특용수 편). 2014.
550. 임업경제동향 2014/여름. 2014.
551.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한 복분자딸기 표준수확량 연구. 2014.
552. 피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4.
553. 유전자변형나무의 안정성평가에 관한 논의. 2014.
554.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딱정벌레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4.
555. 수목 유래 리그난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분석 자료(Ⅳ). 2014.
556. 가선집재 작업매뉴얼. 2014.
557. 천마의 생장과 기능성물질 생산. 2014.
558. 경골목조건축 표준일위대가. 2014.
559. 토종다래 재배기술. 2014.
560.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2014.
561.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2014.
562. 북미지역 산림치유 프로그램. 2014.
563. A List Dicotyledoneae herbaceous plants in Jeju Island.
2014.
564.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목재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과 수축률 측정.
2014.
565. 선흘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2014.
566. Standard and Specification of Wood Products. 2014.
567. 한국의 재선충속(Bursaphelenchus) 선충. 2014.
568.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산림식생 모니터링. 2014.
569. 개화모니터링 매뉴얼. 2014.
570. 새, 홍릉숲에 머물다. 2014.
571.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물리성-. 2014.
572.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화학성-. 2014.
573.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매뉴얼. 2014.
574. 남부지역 주요 수종별 자원특성 및 임분관리. 2014.
575. 균근성 버섯의 기초 배양 특성. 2014.
576.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2014.
577.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2014.
578. 한국잔디유전자원. 2014.
579.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북미 편-. 2014.
580. 산림의 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2014.
581. 나노셀룰로오스. 2014.
582.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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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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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622.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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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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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임업경제동향 2014/가을. 2014.
국민안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사태 바로알기. 2014.
산지토사재해 표준행동지침(SOP). 2014.
산채 증식기술. 2014.
현지외보존 산림생명자원. 2014.
나라꽃 무궁화 품종도감. 2014.
세계 산림탄소 정책·시장 동향. 2015.
임업경제동향(겨울).2015.
2014 산림재해백서.2015.
물을 키우는 숲. 2015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임업기술(I). 201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대응방안.2015.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이용의향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2015
임상도의 임분고 정보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입체위성영상 분석
매뉴얼. 2015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체계 변천(1975~2010년). 2015
일본 산림의 기능과 평가. 2015
한국의 산림 분야 국별협력전략(CPSF)수립. 2015
코스타리카의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2015
2015년 임업경제동향 봄호. 2015
기관운영전략 및 계획. 2015
녹지유형별 노린재의 분포와 다양성. 2015
홍릉숲 방문자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현황 파악과 경제적 가치평가.
2015
간벌과 목표 산림형. 2015
임업경제동향(여름호). 2015
대추나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 2015.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파리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5
주요 용재수종 채종원의 유전간벌. 2015.
수목의 유전공학. 2015
옻나무의 유용물질 분리 및 구조동정. 2015.
염화칼슘에 의한 주요 수종의 생장 및 생리반응 특성. 2015.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및 설계 가이드라인. 2015.
폐광지 및 폐채석장 복원 사례집. 2015.
잔디 표준재배관리기술. 2015.
관상산림자원(조겅주, 잔디)표준 생산 및 관리 기술. 2015.
제6차 세계산불총회 발표 논문 분석 자료집.2015.
차량용 목조교량 사례 및 설계예제집. 2015.
차량용 목조교량 요소기술 개발 및 구조성능 평가.2015.
다층 목조건축 사례 및 기술동향. 2015.
신개념 목질계 바이오연료, 반탄화 목재연료. 2015.
바이오매스 반탄화 산업화 전망. 2015.
마을숲 미래가치를 찾아서. 2015.
주요 실내 사용 목재의 연소 특성. 2015.
목재용 아미노계 수지 접착제. 2015.
알기 쉬운 흰개미 방제 가이드북. 2015.
가리왕산과 중왕산의 버섯. 2015.
최근 표고재배기술. 2015.
밤 수확과 저장. 2015.
헝가리의 아까시나무 육성. 2015.
글로벌 임목육종 현황과 미래 전략. 201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교본. 2015.
일본의 산지토사재해 방지대책. 2015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2015
튀니지 코르크참나무 숲 복원을 위한 양묘 및 조림. 2015.
소나무·낙엽송의 천연갱신 메커니즘 및 기술동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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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을 위한 임도망 선정 기법. 2015.
2014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5.
임업경제동향 2015년 가을호. 2015.
임목수확시스템 및 안전작업. 2015.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 2015.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 2015.
우리나라 아고산 침엽수림(Ｉ)-계방산. 2015.
산림입지토양조사 필드 가이드. 201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Ⅱ).2016.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절지동물 풍부도와
다양성의 변화 예측. 2016.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지구행동
계획. 2016.
임업경제동향 2015년 겨울호. 2016.
골든시드 표고 재배 기술. 2016.
2015 산림재해백서. 2016.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과학 연구 마스터플랜(2016~2020). 2016.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정보 구축 방안 연구
(2차년도). 2016.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고정조사지. 2016.
비자나무 : 그린 오션의 희망, 6차 산업의 비전. 2016.
중남미 국가별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전략. 2016.
일본의 산촌활성화 및 녹색․생태관광 정책과 사례. 2016.
미국의 숲속야영장 제도 및 운영실태. 2016.
전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전망. 2016.
자유학기제 연계 산림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및 운영사례. 2016.
부후성 버섯의 배양 특성. 2016.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곤충. 2016.
임업경제동향 2016년 봄호. 2016.
수목 호르몬 분석 및 응용. 2016.
옻나무 추출물의 약리활성. 2016.
유엔기후변화협약 산림부문 협상을 위한 가이드북. 2016.
중국 내몽골 건조지/반건조지 주요 식물 목록. 2016.
2015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시험림 FSC 산림
경영 인증 심사보고서. 2016.
초록을 꿈꾸는 한라산 구상나무. 2016.
일본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법률 현황. 2016.
일본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2016.
산림용 시설양묘 용기 개발 연구. 2016.
A Field Guide to The Birds of CATIE. 2016.
시민참여형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례1. 2016.
미국 바이오에탄올 산업동향 및 전략. 2016.
임업경제동향 2016년 여름호. 2016.
현실림 임분수확표. 2016.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운영 매뉴얼. 2016.
시도 및 시군구별 산불다발지역 지도. 2016.
EuroFire 역량 표준·산불 훈련 자료집. 201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매뉴얼. 2016.
2015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6.
2015년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처방전 분석 결과 보고서.
2016.
미국 서부의 시설양묘 기술. 2016.
산림용 시설양묘 매뉴얼(용기묘 식재). 2016.
국산재를 이용한 기둥-보 목조주택의 전과정 환경영향 및 비용평가.
2016.
GM 포플러의 위해성평가 지표 개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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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악기상관측망 구축 현황(2012~2015).2016.
우리나라 아고산 침엽수림(II)-지리산. 2016.
산림전통지식 현장 조사 매뉴얼. 2016.
목재용 페놀 수지 접착제. 2016.
구조용집성판(CLT)의 국외시장 동향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맞춤형시장조사 보고서. 2016.
산림유전자원의 현지외보존 현황. 2016.
광릉시험림의 산림자원 조사. 2016.
포플러 단벌기 목재에너지림. 2016.
임도의 계획과 시공. 2016.
불량림 수종갱신 판정 핸드북. 2016.
제1차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보고서. 2016.
임업경제동향 2016년 가을호. 2016.
임목육종 60년. 2016.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
(미래 전망 기반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2017.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Ⅲ). 2017.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 전략.
2017.
2016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자원실태와 변화. 2017.
2016 백두대간 설악산권역 자원실태와 변화. 2017.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2017.
산림수종 유전체 해독 동향. 2017.
임업경제동향 2017년 봄호. 2017.
국외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사례. 2017.
열대림의 임목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인도네시아). 2017.
교토의정서에서의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IPCC 2013 지침. 2017.
2016 산림재해백서. 2017.
REDD+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Forest Managers:
Trainers’ Manual. 2017.
중국 임업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2017.
The Lungs of the City, Urban Forests. 2017.
산림수종 분포도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 입체판독 매뉴얼. 2017.
나노셀룰로오스 이용 첨단신소재 연구. 2017
국내수종을 이용한 나노셀룰로오스 제조 및 특성. 2017.
골든시드(Golden Seed)표고버섯 프로젝트(I). 2017.
광릉 숲 딱정벌레 1998,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에 사는 딱정벌레는 다른 가? 2017.
임업경제동향 2017 여름. 2017.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정보 구축 방안 연구III.
2017.
산업재산권 등록자료집II. 2017.
산림용 시설양묘 매뉴얼(용기묘 수확, 저장, 운반). 2017.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활용 전략 개발 연구. 2017.
호두나무 신품종 및 재배기술. 2017.
파리협정에 따른 주요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및 장기전략.
2017.
타분야 사례분석을 통한 목재 제지분야 국제표준화 방안 도출.
2017.
세계 목재펠릿 산업과 교육 연구. 2017.
낙엽송 수확 벌채지 내 낙엽송 조림목의 초기 생장 특성. 2017.
산사태 예방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사방분야 홍보·교육 강화방안.
2017.
중목구조의 구조설계 매뉴얼. 2017.
임업경제동향 2017 가을. 2017.
한국에서의 솔껍질깍지벌레 발생과 피해확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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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2016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7.
736. 2016년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처방전 분석 결과보고서.
2017.
737. 생활권 수목진료 현장기술. 2017.
738. 표고버섯 육종 안내서. 2017.
739. 유럽연합의 바이오에탄올 정책 및 시장 동향. 2017.
740. 임업·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지침. 2017.
741. 표고버섯의 유전체 연구 : 산마루 2호와 수향고. 2017.
742. 특수임산자원 기능·용도별 조성 및 육성 시험지 생장특성
–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진주연구시험림- 2017.
743. 가리왕산의 나비. 2017.
744. 2017년 우박과 가뭄에 의한 산림피해 종합보고서. 2017.
745. 헛개나무. 2017.
746. 숲가꾸기 품질 향상을 위한 활엽수 입목형질평가 기준 개발. 2017.
747. 산림유지자원과 화장품 관련 기능성 구명. 2017.
748. 특수임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기술 개발. 2017.
749. 헝가리 농업 및 산림 연구기관 연구 현황. 2017.
750. 열대 조림수종의 클론묘 생산. 2017.
751. 소나무와 구주소나무 식별을 위한 DNA 마커 개발. 2017.
752. 내건성 및 내염성 임목 개발 동향. 2017.
753. 주요 산림약용자원의 특성 및 분석공정. 2017.
754. 분자육종 기술 및 연구 동향. 2017.
755. 주요 낙엽송의 특성 및 연구동향. 2017.
756. 목조주택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간이 전과정평가 도구 개발. 2017.
757. 중목구조 구조부재의 내화시험. 2017.
758. 무궁화 국내육성 품종 현황 및 특성. 2017.
759. 임업경제동향 2017 겨울. 2017.
760. 스웨덴의 시설양묘 기술. 2018.
761.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IV).2018.
762. 버섯이야기. 2018.
763.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정보 구축 방안 연구(I).
2018.
764. 임업경제동향 2018 봄. 2018.
765. 2017 산림재해백서. 2018.
766. 2017 백두대간 태백산권역 자원실태와 변화. 2018.
767. 2017 한남금북, 금북정맥 자원실태와 변화. 2018.
768.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표준 매뉴얼. 2018.
769. 입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 2018.
770. 임업경제동향 2018 여름. 2018.
771. 2017년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처방전 분석 결과보고서.
2018.
772. 지도와 통계로 보는 북한(I)
- 행정구역,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분야 - 2018.
773. 산불 진화장비 편람.2018.
774. 임업경제동향 2018 가을. 2018.
775. 아름다운 우리정맥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 2018.
776. 펄프․제지분야 시장동향 및 국제화 선도를 위한 원천기술. 2018.
777. 산불취약지도집. 2018.
778. 송진 채취 피해 소나무의 보전과 사회적 공유. 2018.
779. 임업·산림부문 기후변화 영향 실태 시범보고서. 2018.
780. 주요국 Forest Atlas 구축 동향 및 시사점. 2018.
781. 일본 산림의 역할평가와 적정배치. 2018.
782. 수원함양 및 수질보호를 위한 산림유역 계안지역의 기능과 관리.
2018.
783. 2017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8.
784. 식물과 미생물의 상호작용. 2018.
785. 야외사용 목재용 스테인의 국내외 표준 현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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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초·약용류 기내배양 연구 동향. 2018.
국립산림과학원 딱정벌레(딱정벌레과)소장표본. 2018.
조경소재 이용을 위한 상록활엽수 환경내성 평가. 2018.
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한경-안덕곶자왈편. 2018.
특수임산자원 기능·용도별 조성 및 육성 시험지 생장특성(II). 2018.
인공접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개체 선발. 2018.
소나무 임분의 솎아베기에 따른 지하부 탄소저장량 동태. 2018.
땅밀림 발생지 현장조사 매뉴얼.2018.
일본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 활성화 및 지방창생 정책과 사례.
2019.
2018 산림재해백서. 2019.
산불 용어집. 2019.
임업경제동향 2018 겨울. 2019.
2018 세계목조건축 대회 백서. 2019.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V). 2019.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VI. 2019.
전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림 현황과 보전 방안. 2019.
국립산림과학원 딱정벌레(딱정벌레과 제외)소장표본. 2019.
North Korean Forests with Maps and Statistics I. 2019.
국립산림과학원 다층 목조건축 설계 및 시공백서. 2019.
2018 낙남정맥 자원실태와 변화. 2019.
2018 백두대간 속리산권역 자원실태와 변화. 2019.
임업경제동향 2019 봄. 2019.
2018년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처방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19.
최초 발화지 추적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산불원인 조사․감식 매뉴얼.
2019.
임업경제동향 2019 여름.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VNR)분석.
2019.
수목의 수액류 측정․분석을 위한 열손실탐 침법 이용 매뉴얼. 2019.
2018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9.
2016~2017년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현황. 2019.
도시의 그린인프라, 한국의 도시숲 –부산광역시 황령산-. 2019.
2018 국민 산림여가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2019.
일본의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촌 활성화 정책 및 사례. 2019.
2018 전국 산림토양 산성화 현황. 2019.
나노셀룰로오스 이용 의공학용 첨단 신소재 –지혈제, 유착방지제-.
2019.
목재의 가치를 높이는 목재이용분야 산업재산권 등록자료집 III.
2019.
국립산림과학원 제2차 중장기 기술개발계획(2018~2027). 2019.
특수임산자원 기능․용도별 조성 및 육성 시험지 생장특성(III). 2019.
백두대간과 정맥 자원실태변화 조사방법 가이드라인. 2019.
산림약용작물 병해충 핸드북. 2019.
아름다운 숲을 간직한 섬, 서해 5도. 2019.
산채․산약초 재배기술. 2019.
우리나라 엣 문헌에 나타난 무궁화의 약성과 이용사례.2019.
낙엽송 및 해송 임분의 간벌에 따른 지하부 탄소저장량 동태분석.
2019.
임분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활엽수림의 산림유형 특성.
2019.
흑오미자. 2019.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임목 유전자 보정 동향. 2019.
산림용 시설양묘기술(생육상토). 2019.
산림자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작업기술 국제심포지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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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한국의 약용자원식물 목록. 2019.
도시의 그린인프라, 한국의 도시숲 –인천광역시 원적산- 2019.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지 조사항목 및 모니터링 지침. 2019.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표준 핸드북. 2019.
임업경제동향 2019 가을. 2019.
한국의 글로메로균류. 2019.
리기다소나무 벌채지 내 활엽수 조림목의 초기 생장 특성. 2019.
산림 물지도 제작 기법 및 활용방안. 2019.
임업경제동향 2019 겨울.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토지이용구분 지침. 2020.
생활권 수목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2020.
북한 산림 동향 분석(2019년 상반기). 2020.
산림자원을 활용한 의료연계서비스 국외 사례. 2020.
2019 백두대간 덕유산권역 자원실태와 변화. 2020.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임분탐색 및 우량개체 선발. 2020.
벚나무류의 임분특성 및 우량개체 선발. 2020.
일본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동향. 2020.
2019 산림재해백서. 2020.
Field photography of Korean spiders : Diversity and
Distribution. 2020.
853. 곶감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 2020.
854. 2019년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처방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20.
855. 2019 한남, 금남정맥 자원실태와 변화. 2020.
856.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동향. 2020.
857. 미국의 연방자원관리를 위한 산림생태계서비스 평가기법. 2020.
858. 임업경제동향 2020 봄. 2020.
859. 아름다운 우리정맥 한남금북정맥, 금북정맥. 2020.
860. 산림용 시설양묘 기술(용기). 2020.
861. I-Tree Eco 기반 도시숲의 가치 평가 및 조사방법. 2020.
862. 2019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20.
863. 중국의 산림치유 정책 및 운영 현황. 2020.
864. 약물전단시스템의 기술개발 현황과 나노셀룰로오스의 응용. 2020.
865. 2020 국립산림과학원 제주산림과학연구시험림 FSC(SLIMF)산림
경영 인증 심사보고서. 2020.
866. 임업경제동향 2020 여름. 2020.
867. 주요 산림약용식물의 입지환경 및 식생. 2020.
868. 배리어 코팅제로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지류 포장소재 적용.
2020.
869.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피해 현황.2020.
870. 북한 산림 동향 분석(2019년 하반기). 2020.
871. 산불 제대로 알기, A to Z. 2020.
872. 미국의 국가트레일 운영·관리 체계와 사례. 2020.
873. 유엔산림포럼 전지구적 산림 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19. 2020.
874. the Voluntary Nation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9 - the implementation of Global Forest Goals in UNFF
– 2020.
875. 경제림육성단지에 분포하는 굴참나무의 입지 및 생육 특성. 2020.
876. 2019 전국 산림토양 산성화 현황. 2020.
877. 지진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 방안. 2020.
878. 산림유역 토사유츨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및 연구동향. 2020.
879. 임도 신설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2020.
880. 국산 목분을 이용한 3D 프린터용 필라멘트 제조 및 적용. 2020.
881. 목재-플라스틱 복합재의 재활용 연구. 2020.
882. 한국의 특정산림 식물군락(V). 2020.
883. 특수임산자원 기능·용도별 조성 및 육성 시험지 생장특성I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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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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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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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931.
932.
933.

참나무 임분의 간벌에 따른 지하부 탄소저장량 동태 분석. 2020.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 구축 및 유지관리 대뉴얼. 2020.
산겨릅나무 수피 유용성분의 분리와 구조동정. 2020.
목재이용분야 산업재산권 시리즈IV. 2020.
도시, 목재를 입다 목재를 활용한 도시 건축물 사례집 I. 2020.
리그닌 분리 기술 및 화학적 개질 특성. 2020.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표준 매뉴얼 개정판. 2020.
목재이용 연구분야의 주요 메타데이터 선정. 2020.
국립산림과학원 다층 목조건축 설계 및 시공 백서: 산림생명자원
연구부 종합연구동. 2020.
산양삼 친환경 재배 매뉴얼. 2020.
도시의 그린인프라, 한국의 도시숲 –울산광역시 염포산-. 2020.
수목의 미세먼지 저감기작 구명을 위한 잎의 미세구조1. 2020.
유용 산림생명자원 종자의 특성과 보존 현황. 2020.
포플러의 교배 및 증식 방법. 2020.
나라꽃 무궁화 선호도 조사. 2020.
임업경제동향 2020 가을. 2020.
미국의 무병묘 연구현황. 2020.
변화하는 지구의 산림과 물: 취약성, 적응 및 거버넌스 기회. 2020.
산지계류 건천화 실태조사 정립을 위한 하천 조사 방법론 현황 분석.
2020.
천연갱신을 통한 낙엽송 후계림 조성 방안. 2020.
산림토양탄소모델을 이용한 산림 내 토양 탄소변화량 예측. 2020.
입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 2020.
Butterflies in Gwangneung forest from 1998 to 2015:
Decreasing or increasing species. 2021.
임업경제동향 2020 겨울. 2021.
표고 품종 육성 안내. 2021.
산림 바이오매스 및 토양탄소량 조사·분석 표준. 2021.
임업·산림 부문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DB 플랫폼. 2021.
2020 산림재해백서. 2021.
북한 산림 동향 분석(2020년 상반기). 2021.
UNCCD 이행 검토 리포팅 매뉴얼. 2021.
산림동물 서식지 관리 기술개발 및 실행계획. 2021.
고품질 조경수 생산을 위한 컨테이너 표준재배 기술. 2021.
임업선진국의 산림자원관리 현황. 2021.
한반도 산림 지도집. 2021.
임업경제동향 2021 봄. 2021.
2020 한북정맥 자원실태와 변화. 2021.
2020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자원실태와 변화. 2021.
특수임산자원 기능. 용도별 조성 및 육성 시험지 생육 특성(V).
2021.
산림용 시설양묘 기술(시비). 2021.
붉가시나무 임분탐색 및 우량개체 선발. 2021.
백두대간의 이해:2016~2020 백두대간 실태조사 결과. 2021
한국 정맥의 이해:2015~2020 정맥 실태조사 결과. 2021
임업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지침(개정판). 2121.
BIM 기반 구조용 직교 집선관(CLT) 접합부의 구조성능 해석 연구.
2021
2020년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처방전 분석 결과보고서.
2021.
산사태 제대로 알기. 2021
산림치유지도사 대상 산림치유 항노화 자원 활용서. 2021.
항노화 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2021.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기반의 국가별 MRV 이행능력평가.
2021.
임업경제동향 2021 여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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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산림과학연구시험림
KFCC 산림경영 인증 심사보고서. 2021.
935. 중국 동북부 지역의 낙엽송 임분관리 및 재조림. 2021.

93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의 자연기반해법 활용. 2021.
937. Sentinel-2 검보정 실천 사례집.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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