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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tmospheric Motion Vector (AMV) from satellite images have shown Slow Speed Bias
(SSB) in comparison with rawinsonde. The causes of SSB are originated from tracking, selection, and
height assignment error, which is known to be the leading error. However, recent works have shown that
height assignment error cannot be fully explained the cause of SSB. This paper attempts a new approach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SSB reduction of COMS AMV by using a new target tracking algorithm.
Tracking error can be caused by averaging of various wind patterns within a target and changing of cloud
shape in searching process over time. To overcome this problem, Gaussian Mixture Model (GMM) has
been adopted to extract the coldest cluster as target since the shape of such target is less subject to
transformation. Then, an image filtering scheme is applied to weigh more on the selected coldest pixels
than the other, which makes it easy to track the target. When AMV derived from our algorithm with sum
of squared distance method and current COMS are compared with rawindsonde, our products show
noticeable improvement over COMS products in mean wind speed by an increase of 2.7 ms_1 and SSB
reduction by 29%. However, the statistics regarding the bias show negative impact for mid/low level with
our algorithm, and the number of vectors are reduced by 40% relative to COMS. Therefore,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improve accuracy for mid/low level winds and increase the number of AMV vectors.
Key Words : Atmospheric motion vector, target search, COMS, gaussian mixture model

요약 :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산출된 대기운동벡터(AMV)와 라디오존데 바람 관측 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

는 산출된 AMV가 지속적으로 관측 자료에 비해서 풍속이 약하게 나타나는 Slow Speed Bias(SSB)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SSB는 표적추적, 표적선정, 그리고 고도할당 단계의 오차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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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운동벡터(Atmospheric Motion Vector; AMV)는

연속적인 위성영상으로부터 산출되는 바람정보로써,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인 바람정보를 제공하는 한계를

지닌 지상관측과는 달리, 전 지구 영역에 대해 고분해

능의 실시간 바람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 정지

궤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AMV는 시·공간

적으로 균질한 바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실시간 기상 분석 및 수치모델의 자료동화를 통해 예보

정확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다. 또한 AMV는 적란운

기상 예보, 열대저기압 예보, 허리케인 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현상의 위치와 발달 상황을 파악하기 위

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Menzel, 2001; Bedka et al.,

2009).

정지궤도위성자료로부터산출된AMV는 1960년대후

반부터 산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의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GOES) 시리즈와유럽

의Meteosat Second Generation(MSG), 일본의Himawari-8

그리고 한국의 천리안 위성으로부터 산출되고 있다

(Bedka and Mecikalski, 2005; Borde et al., 2014; Da, 2015;

Kim and Ahn, 2014). 한국은 2002년 4월 처음으로 일본

의Geostationary Meteorological Satellite(GMS-5) 위성의 적

외채널과 수증기채널 영상을 이용하여 AMV 산출을 시

작하여, 2005년 7월 기상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AMV 알고리듬을 일본MTSAT-1R 적외채널 영상에 적

용하여 AMV를 산출하였고, 현재는 2011년 4월에 발사

된 천리안위성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 시간 AMV를 산

출하고 있다(Sohn et al., 2006; Sohn et al., 2012; Park et al.,

2012).

천리안 위성의 후속위성으로 2018년에 발사 계획 중

인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Geostationary Korea Multi

-Purpose Satellite-2A; Geo-KOMPSAT-2A)은 천리안 위

성에 탑재된 기상센서에 비해, 시·공간 및 분광 해상

도가 향상된 기상센서(Advanced Meteorological Imager;

AMI)가 탑재될 예정이다. AMI 센서는 총 16개의 채널

을 가지며 가시(적외)채널의 경우, 500 m(2 km) 공간해

상도로서 10분만에 전구 관측이 수행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다(Choi and Ho, 2015). 현재Geo-

KOMPSAT-2A 위성의 AMI 센서에 최적화된 AMV 알

고리듬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향상된 시·공간 해상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AMV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Kim et al., 2014).

일반적으로 AMV는 세 장의 연속적인 위성영상(t0 _

Δt, t0, t0 + Δt )을 이용하여 산출되며, 세 영상 중 t0 영상

을 이용하여 표적을 선택하는 표적선정단계와, t0 _ Δt

와 t0 + Δt 위성영상에서 표적과 유사한 영역을 추적하

여 벡터를 생산하는 표적추적 단계, 표적의 대표온도를

이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모델의 고도로 벡터의 고도를

할당하는 고도할당 단계 그리고 품질관리 단계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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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할당 단계의 오차는 SSB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고도할당 단

계의 개선만으로는 SSB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표적추

적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SSB를 감소시킴으로서 기상청 현업 AMV 알고리듬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표적추적 단계의 오차는 표적 내에 다양한 시·공간 규모의 바람이 포함되어 벡터가 과도하게 평균된 움직

임으로 계산되거나, 구름이 추적 시간동안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형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표적추적 알고리듬에서는 가우시안 군집분석(GMM)을 이용하여 변형이 적고 추적

에 용이한 저온 군집을 표적으로 재선정하고, 이미지를 변형시켜 군집의 움직임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제곱합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알고리듬과 기존

COMS 알고리듬을 천리안 위성의 적외채널 영상에 적용하여 AMV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라디오존데 관측

자료와 비교 검증해 보았다. 제안된 알고리듬으로 산출된 AMV는 기존 알고리듬으로 산출된 AMV보다 평

균 풍속이 2.7 ms_1증가함에 따라 SSB가 평균 29%까지 감소하는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발된

알고리듬으로 산출된 AMV는 중·하층의 정확도가 감소하였고, 기존 알고리듬에 비해 산출되는 AMV 벡터

수가 약 40%까지 감소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하층의 정확도 개선과 기존의 알고리듬과 비교하여 산출

되는 벡터 개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 구성된다(Genkova et al., 2008).

라디오존데(radiosonde; SON) 또는 기타 바람 관측 자

료를 이용한 천리안 위성의 AMV 검증결과는 산출된

AMV가 지속적으로 지상관측 검증자료에 비해서 풍속

이 약하게 나타나는 Slow Speed Bias(SSB)를 보여주었으

며, 이러한 특성은 세계 다른 기관의AMV 산출결과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난다(Schmetz et al., 1993; Bresky et al.,

2012; Sohn et al., 2012). 이러한 SSB는크게세가지원인에

의해야기될수있는데, 첫째추적된표적의고도가실제

고도보다 높게 할당된 경우, 둘 째 추적된 표적이 바람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류에 의해 성장하는 구름표

적인 경우, 마지막으로 표적 내에 다양한 층의 바람이 포

함되거나 다양한 시간 및 공간 규모를 갖는 바람이 포함

되는 경우이다(Velden and Bedka, 2009; Bresky et al., 2012).

따라서 AMV의 산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SSB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많은 선행연구는 기존의 고도할당 과정을 개선함으

로써 SSB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Masahiro, 2012;

Borde et al., 2014; Deb et al., 2014). 기존의 고도할당 방법

은 표적의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표적의 대표온도를

정의하고, 그 온도에 대응하는 모델의 프로파일 고도를

표적의 고도로 할당하였다. 이 때 표적의 대표온도는 벡

터 계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상층의 움직임을 반영한

다는 근거에 의해 표적 내 화소의 적외채널 밝기온도

(Brightness Temperature; BT)가 낮은 순으로 특정 비율

안에 속하는 온도들의 평균으로 정의되며, 그 비율은 각

기관마다 다르다(Bresky et al., 2012; Kim et al., 2012). 그

러나 이러한 고도할당 방법은 표적 내에 다양한 시공

간 규모의 바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AMV가 상층이

아닌 평균된 움직임으로 계산되어, 상층의 움직임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European

Organis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 (EUMETSAT)은 이러한 고도할당 문제와 관련

된 오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적의 대표온도 계산을 특

정 비율 안에 속하는 밝기온도의 단순 평균이 아닌 표

적추적 과정에 기여한 화소를 이용하여 고도할당을 수

행하였다(Borde and Oyama, 2008). 그 결과 고품질의

AMV 개수가 증가하고, 상층과 중층 바람의 SSB가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북반구 지역에서 1~2ms_1의 SSB

가 존재하였고, 저위도 SSB는 오히려 증가하였다(Borde

et al., 2014). SSB문제를 고도할당 단계의 개선만으로 해

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Data and Information Service(NOAA/NESDIS)는 표적

추적 단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표적 안에 작은 크기의 표

적을 여러 개 정의하고 이들을 각각 추적하여 벡터를 생

산한 후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DBSCAN)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지배적인

벡터 값을 최종 AMV로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그 결과 SSB가 최대 95%까지 감소된 우수한 성능 결

과를 보였다(Bresky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SSB를 감소시킴으로서 기상청 현

업 AMV 알고리듬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표적추적 알고리듬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알

고리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적 내에 다양한

시·공간 규모의 대기 움직임이 포함되면 각각의 움직

임이 평균된 벡터가 AMV로 산출됨으로써 SSB가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새로운 개념의 표적 내 군

집분석을 적용하여 유사한 특성을 갖는 구름 군집을 표

적으로 재선정하고, 이미지를 변형시켜 구름표적의 움

직임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하였다.

AMV 산출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방법에 대하여 2장

과 3장에서 설명하였으며, 4장에서는 현업으로 운영 중

인알고리듬(COMS Meteorological Data Processing System;

CMDPS)과 개발 알고리듬에 대해 기술하고, 표적 모의

실험을 통해 최적의 알고리듬을 선정하였다. 5장에서

는 선정된 알고리듬을 실제 영상에 적용하여 AMV를

산출하였고, 정확도 평가를 위해 라디오존데와 검증하

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요약과 결론을 기술하였다.

2. 연구 자료

정지궤도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은 2010년 6월

27일 발사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실시간 관측을 수행

하고 있으며, 15분 간격의 연속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기상연구소, 2009). COMS는 해색센서(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와 기상센서(Meteorological

Imager; MI) 두 개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Development and Analysis of COMS AMV Target Tracking Algorithm using Gaussian 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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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된MI센서는 1 km 공간해상도를 가진 1개의 가

시채널과 4 km 공간해상도를 가진 4개의 적외채널로

구성된다. AMV는 가시채널(0.65 μm), 단파적외채널

(3.75 μm), 수증기채널(6.75 μm), 그리고 적외채널(10.8

μm; IR)에서 생산되며, 이 중 수증기채널과 적외채널은

주·야간AMV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활용

도가 높다. 적외채널의 AMV는 수증기채널에 비해 낮

은 정확도를 갖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 개선

이 요구되는 적외채널 자료를 이용하여 AMV를 산출하

였다(NIMR, 2009; Le Marshall et al., 2008). AMV 산출과

검증에 이용된 자료는 북반구 확장영역 적외채널의

digital count이며, 자료 기간은 계절적으로 변하는 바람

의 특성이 뚜렷한 여름과 겨울에 해당하는 2014년 7월

과 2015년 1월로 선정하였다.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영

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현업 수치모델인 통합모

델(Unified Model; UM) 예보장을 이용하였으며, 산출된

AMV의 검증을 위하여 동일 기간의 라디오존데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연구 방법

1) AMV 표적추적 알고리듬에 적용된 방법

표적이 다양한 시·공간 규모의 바람을 포함하는 경

우 또는 동일 규모의 바람을 포함하여도 추적 시간(Δt)

동안 구름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형되는 경우 표

적추적 단계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존의 표적

추적 방법은 표적 내의 모든 화소를 이용하여 바람을 계

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바람이 포함되는 경우 벡

터가 평균된 움직임으로 계산되어 추적 단계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군집의

움직임을 계산하고자 표적 내 화소들의 밝기온도를 가

우시안 혼합 모델(Gaussian Mixture Model; GMM)을 이

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로부터 추적하

고자 하는 구름 군집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구름을 용

이하게 추적하기 위하여 구름과 배경에 대조를 주는 이

미지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표적과 유사한 영역을 찾

는 이미지 매칭 단계를 통해 벡터를 생산하였다.

(1) 가우시안 혼합 모델

군집분석 방법에는 평균 연결법, K-means 클러스터

링, DBSCAN, GMM 등다양한알고리듬이있으며, 그중

DBSCAN과 GMM은 대표적인 군집분석 알고리듬이다

(Zhang et al., 2015). DBSCAN은 밀도 기반 군집분류 알고

리듬으로써 밀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입력 파라미터인

기준반경과최소이웃수를설정해주어야하며, GMM은

군집을 찾기 위해 밀도를 사용하는 대신에 확률을 계산

함으로써 군집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군집의 수를 결정

해주어야 한다. Bigdeli et al.(2015)의 연구는 DBSCAN이

GMM과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군집분석 결과를 나타내

지만, GMM은DBSCAN보다 효율적으로 군집을 분류한

다는실험결과를보인바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추적하고자 하는 군집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GMM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GMM은 자료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k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한 확률밀도함수를 찾는 모델로, k개의 가

우시안 밀도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식 (1)과 같이 표현된

다(Han, 2014).

                         p(x|θ) = p(x|θi) Wi                          (1)

여기서 p(x|θ)는 자료 x에 대하여 i번째 성분의 파라

미터 θi 로 이루어진 확률밀도함수를 의미하며, 파라미

터에는 평균(μi )과 공분산(σi
2) 그리고 각 군집의 가중치

(Wi )가 포함된다. GMM은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 Expectation-Maximization(EM) 알고리듬을 이용한

다. EM 알고리듬은 크게 추정 단계(E)와 최대화 단계

(M)로 구성되어있으며, 추정 단계에서는 군집의 개수

k와 초기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각 자료가 어떤 군집에

속하는 지 사후확률을 계산하고(식 (2)), 최대화 단계에

서는 계산된 사후확률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파라미

터를 추정한다(식 (3)~(5)). 추정 단계의 파라미터와 최대

화 단계의 추정된 파라미터 변화가 경계 값보다 작아질

때까지EM 과정을반복해서수행한다(Zhang et al., 2003).

                  P(zi = 1|xn) =                     (2)

                       μ̂i =                         (3)

k
Σ

i = 1

p(x|θi) Wi

k                     k
Σ  p(x|θi) Wi

i = 1                      1

N                              k
Σ  P(zi = 1| xn)xn

n = 1                               1
N                          k
Σ  P(zi = 1| xn)

n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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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i
2 = P(zi = 1| xn) (xn

_ μ̂i)(xn
_ μ̂i)T             (4)

                       Ŵi =                         (5)

GMM을 이용한 군집분석은 EM 알고리듬을 통해 최

종적으로 구한 k개의 군집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이

용하여 자료의 군집을 분류한다.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위한 입력 자료로서 표적 내 화소의 BT를 이용하였으

며, 군집의 개수는 3개로 정의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는 이상적인 표적의 경우라면, 구름 화소와 구

름과 청천 화소의 경계 그리고 청천 화소로 군집을 분

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GMM의 최대 군집 개수를 3개

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표적 내의 군집이 3개 미만인 경

우, GMM은 특정 군집의 가중치를 0으로 계산함으로써

표적 내의 군집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다. 또한 4개 이상

의 군집이 포함된 표적의 경우 역시 3개의 군집으로도

본 연구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군집을 선정하는 데 문제

가 없었으며, GMM에서 군집의 개수를 5개 이상으로

정의하여 표적 내의 군집을 세분화하면 표적추적에 용

이하지 않음을 보였다.

Fig. 1은 위에서 설정한 조건에 따라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수행하여 얻은 군집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본 연

구에서는GMM 군집분석 결과 중 BT가 가장 낮은 군집

(저온 군집)을 추적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표본의 수가 30을 넘어설 때 표본의 분

포가 근사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저온

군집에 포함되는 화소의 개수가 3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만 벡터 생산이 가능한 표적으로 선정하였다(Kim et al.,

2008).

(2) 이미지 필터링

군집분석으로부터 선정된 구름표적(추적화소)과 배

경(배경화소)의 대조가 크지 않으면 표적추적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적화소와 배

경화소에 대조를 주기 위한 이미지 필터링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추적화소와 배경화소에 극단적으로

대조를 주는 바이너리(Binary; BIN) 방법과 연속적인 변

화로 대조를 주는 공간적 일관성(Spatial Coherence;

COH) 방법으로 명명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이미

지 필터링을 수행하였고, 자세한 설명은 ①과 ②에 각각

제시하였다.

① 바이너리 방법

바이너리 방법은 추적화소를 모두 동일하게 1로 변

환하고, 배경화소를 모두 0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이

는 추적화소에 가중을 높이는 반면, 배경화소의 가중을

낮추어 구름표적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미지 필터링이 수행된 표적은 기

존의 BT 분포와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t0 ± Δt

위성영상에서 표적과 유사한 영역을 찾기 위해서는 t0 ±

Δt 영상 역시 표적과 동일한 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수행

하고 이미지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 Fig. 2는 표적 내 BT

를 이용하여 3개 군집을 갖는 가우시안 군집분석을 수

행하고, BIN 방법으로 이미지 필터링 과정을 수행한 표

적을 나타낸다. 필터링 된 표적에서 가우시안 군집분석

으로 선정된 추적화소는 흰색으로, 배경화소는 검정색

으로 표시하였다.

② 공간적 일관성 방법

공간적 일관성 방법은 Schmetz et al.(1993)에서 소개

된 방법과 군집분석 결과를 활용한 이미지 변형 방법으

N
Σ

n = 1

N                              k
Σ  P(zi = 1| xn)xn

n = 1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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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sult of Gaussian Mixture Model(GMM) clustering
using Brightness Temperature in target pixels. Gray line
is GMM result, black line is real Brightness Temperature
distribution, gray dotted line is mean of clusters and
black box means coldest cluster.



로서, 식 (6)~(8)에 따라 표적의 BT를 변형시켜 추적화

소와 배경화소에 대조를 주는 방법이다. Fig. 3은 COH

방법을 적용한 필터링 결과를 나타내며, COH 필터링

은 추적화소와 배경화소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BIN

방법과는 달리 연속적으로 분리하면서, 추적화소를 강

조하는 것을 보여준다.

                             
_
μ1 ≥ BT, No filt                               (6)

       
_
μ1 < BT < 

_
μ2 , BTnew =   (BT _ _

μ1) + 
_
μ2        (7)

                            
_
μ2 ≤ BT, BT = 

_
μ3                              (8)

여기에서
_
μ1, 
_
μ2, 
_
μ3는 군집분석으로부터 계산된 각 군

집의 평균 밝기온도이다.

(3) 이미지 매칭

이미지 매칭은 t0 영상에서 선정된 표적과 유사한 이

미지를 t0 _ Δt 와 t0 + Δt 영상에서 찾는 과정이다. 추적

영역은 이미지 매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의된

개념으로 표적과 매칭에 사용되는 t0 ± Δt 영상의 영역

을 한정시킨 것이다. 이미지 매칭에는 일반적으로 교차

상관(Cross Correlation; CC)방법과 거리제곱합(Sum of

Squared Distance; SSD)방법이 사용되며, 각 방법에 대한

설명은 ①과 ②에 제시하였다.

① 교차상관방법

교차상관방법은 CMDPS AMV 알고리듬에 사용되

고 있는 이미지 매칭 방법으로서, 식 (9)로 정의된다. CC

_
μ3

_ _
μ2_

μ2
_ _

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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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S IR image at 1200 UTC, 1 Jan 2015(left) and image filtered using the BIN method(right). Inside box is selected target
and the dotted pixels inside box is selected pixels used for tracking.

Fig. 3. COMS IR image at 1200 UTC, 1 Jan 2015(left) and image filtered using the COH method(right).



방법은 표적과 동일한 크기를 갖도록 정의된 B영역을

추적 영역 범위 내에서 이동시켜 가면서 표적 A와의 상

관계수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추적표

적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CC(m, n) =    (9)

여기서M과N은 표적의 가로와 세로 길이의 화소를,

는 각각 A와 B의 평균 밝기온도와 표준편차를 의미하

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BT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A

와 B는 모두 정규화 과정이 수행되었다.

② 거리제곱합 방법

거리제곱합 방법은 A와 B 영역의 전체 화소에 대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화소의 BT 편차제곱의 평균으

로서, CC방법과는 달리 제곱 합이 최소가 되는 영역을

추적표적으로 정의한다(식 (10)).

              ssdm, n = (Bi + m, j +n
_ Ai,j)2              (10)

CC와 SSD 이미지 매칭 방법은 유사한 매칭 결과를

나타내지만, 이미지의 대조 정도에 따라 약간의 성능 차

이가 존재한다. Dew and Holmlund(2000)의 연구는 추적

영역의 대조가 높은 경우에는 CC가 유용하지만, 대조

가 낮은 경우에는 SSD로 산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N과

COH 필터링에 CC와 SSD 매칭을 모두 적용하여 최적

의 표적추적 알고리듬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2) AMV 표적추적 알고리듬

(1) CMDPS AMV 알고리듬

CMDPS AMV 알고리듬은 크게 표적선정, 고도할당,

표적추적, 품질관리의 4단계로 구성된다. 표적은 변위

를 계산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단위영역으로서 표적의

크기에 따라 관측되는 기상 현상의 규모가 달라진다.

CMDPS AMV 알고리듬의 표적 크기는 종관규모의 바

람장 산출을 위하여 24개 화소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정

의되며, 표적선정 과정은 이러한 표적을 12개 화소 간격

으로 움직이며 진행된다(Park et al., 2012). 적외채널의

AMV는 t0 영상의 표적 내 구름 화소가 10% 이상이고,

주변 3X3개 화소들의 표준편차가 5보다 큰 조건을 만족

하는 표적에 대해서 생산된다.

고도할당은 UM의 온·습도 프로파일을 초기 입력

자료로 하여 복사 모의된 적외채널 밝기온도의 연직 프

로파일과, 표적의 대표 밝기온도를 비교하여 표적의 고

도를 찾는 Equivalent BlackBody Temperature(EBBT)방

법으로 이루어진다(Fritz and Winston, 1962). 모의된 밝

기온도 프로파일은 t0 영상에 맞게 시·공간 내삽하여

계산된다. 또한 표적의 대표 밝기온도는 t0 영상에서 표

적 내 구름화소의 BT가 낮은 순으로 15% 안에 속하는

온도의 평균으로 구해진다.

표적추적은 t0 영상의 표적과 t0 ± Δt 영상 간의 이미

지 매칭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미지 매칭으로 계

산된 변위를 영상 간의 시간 차이로 나누어 벡터를 생

산한다. 이미지 매칭의 결과는 벡터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칭 결과가 요구되므로 매칭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치모델 바람자료를 이용

하여 추적 영역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추적 영역의 중

심은 표적의 중심과 일치하고, 크기는 최대 30 ms _1 의

바람을 관측할 수 있도록 결정되지만, 수치모델의 풍속

이 20 ms _1이상이면 추적 영역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

면서 수치모델의 바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적 영역의

중심을 이동시킨다. 연속되는 세 장의 영상을 사용하였

으므로 위의 과정을 통해 총 두 개의 벡터가 산출되며,

최종벡터는 두 벡터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품질관리 결과는 품질계수(Quality Index; QI)로 나타

낸다. QI는 표적추적 단계에서 산출된 2개 벡터간의 풍

향, 풍속, 벡터 일관성과 주위 벡터와의 공간 균질성, 수

치모델과의 일관성 검사로 구성된다(Holmlund, 1998).

이 다섯 가지 검사의 가중 평균을 통하여 0과 1사이의

최종QI가 산출되며, 최종QI는 1에 가까울수록 양질의

벡터임을 의미한다.

(2) 개발된 표적추적 알고리듬

AMV는 추적 시간동안 표적은 동일한 층에 존재하

고, 모양의 변형이 없으며 감속 또는 가속이 없어야 한

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Bedka et al., 2009). 따라서

AMV의 기본 가정을 만족하는 표적이라면 동일한 층의

움직임을 대변하고 모양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표적 내

다양한 규모의 움직임이 포함되어 발생하는 SSB와 구

름이 변형되어 발생하는 추적오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

M    N                                                              k
Σ  Σ (Ai,j

_ _
A)(Bi + m, j +n

_ _
B(m, n))

i = 1 j = 1                                                              1
σA σB(m,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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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Σ

j = 1

M
Σ

i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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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MV 산출 가

정에 부합하는 군집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한 표적추

적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청천 영역과 맞닿아 있는 구름 가장자리 부분은 주위

공기와 혼합이 활발하여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

게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자리 화소가 아닌 오

염되지 않은 구름화소를 추적군집으로 선정하고자 하

였다(Blyth, 1993; De Rooy et al., 2013). 또한 여러 층의 구

름이 존재할 경우 상층 구름을 추적군집으로 선정하고

자 하였는데, 이는 대류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풍속

이 강해지는 특징에 의한 것으로, 상층 구름을 추적 구

름으로 선정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구름에 의해 부

분적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낮아 추적에 용이하기 때문

이다(Schmetz et al.,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MM

군집분석 결과 중 변형이 적은 군집과 상층 구름을 대

변할 수 있는 저온 군집을 추적군집으로 선정하였고, 이

군집의 움직임을 계산함으로써 표적추적 단계의 오차

를 줄이고자 하였다.

Fig. 4는 개발된 표적추적 알고리듬의 모식도를 나타

낸다. 개발된 알고리듬은 두 단계로 구성되며, 첫 번째

단계는 CMDPS 표적추적 알고리듬과 동일한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 계산된 추적 영역과 추적표적은 1차 추적

영역과 1차 추적표적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 단계는 표

적의 BT를GMM 군집분석하여 저온 군집을 선정하고,

BIN 또는 COH 방법으로 필터링을 진행한다. 이 중

BIN 방법은 기존의 BT와는 달리 0과 1로 변환된 값이

기 때문에 표적과 유사한 영역을 찾기 위해서 2차 추적

영역 역시 BIN 방법을 이용하여 필터링을 수행하고 이

미지 매칭 과정을 통해 최종 추적표적을 정의한다. 여

기서 2차 추적 영역은 1차 추적표적을 기준으로 결정되

는데, 이는 GMM에 사용되는 표본에 따라 군집분석 결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적과 유사한 군집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COH 방법은 BIN 방법과는 달리 2차

추적 영역의 이미지 필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지 매칭 과정을 수행하여 최종 추적표적을 정의한다. 이

미지 매칭 과정에는 CC와 SSD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3) 최적의 알고리듬 선정을 위한 모의실험 및 분석

어떤 이미지 필터링과 이미지 매칭을 사용하였을 때

표적 추적의 정확도가 높은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

적추적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미지 매칭의 결과는

대조 정도에 따라 성능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름화소와 청천화소 사이의 대조가 강한 상층운이 지

배적인 경우와 대조가 약한 하층운이 지배적인 경우에

대해 표적추적 사례로 선정하였다(Dew and Holmlund,

2000). 모의실험에 사용될 상층운과 하층운의 BT 분포

를 결정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 4일 0015 UTC 영상에

서 임의로 선정된 표적의 BT와 운정기압(Cloud Top

Pressure; CTP)을 사용하였다. Fig. 5의 적외채널 영상에

서 빨간색 네모상자는 선정된 상층운(Fig. 5(a))과 하층

운(Fig. 5(b))을 나타내며, 이들의 BT분포를 이용하여 오

염되지 않은 구름화소 군집으로 정의된 중심부와 구름

가장자리 부분, 그리고 청천부분을 상층운 사례에 대해

서는 각각 230~265 K, 260~280 K, 270~285 K으로 가정

하고, 하층운 사례에 대해서는 270~280 K, 280~290 K,

288~295 K으로 가정하여 모의 표적을 만들어 두 경우

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모의 표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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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that shows the basic concepts associated with our developed algorithm for tracking target. Target is selected
from the second image in consecutive three-images and tracked forward and backward in time.



의 구름을 횡축과 종축 방향으로 0부터 20화소까지 이

동시킨 뒤, 표적추적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표적을 추적

하거나, 표적 내의 구름의 크기를 변화시킨 후 구름을

이동시켜 표적을 추적하는 총 1712번에 대한 실험을 수

행하였다.

모의실험에 앞서, 상층운과 하층운이 지배적인 경우

를 가정한 예비실험을 수행하였다. 예비실험은 표적 내

의 구름의 크기를 변화시킨 후 구름 중심부를 횡축과 종

축 방향으로 각각 2화소만큼 이동시키며 실험을 수행

하였고, 실험의 예시는 각각 Fig. 6(a), (b)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의 첫 번째 열은 영상의 표적을, 두 번째 열은 t0

의 구름 중심부를 임의로 종축과 횡축으로 각각 2화소

만큼 이동시킨 t0 + Δt 영상의 구름을, 마지막 열은 이미

지 매칭 방법인 CC를 통해 찾은 추적표적을 의미한다.

실험에서 구름 중심부를 이동시킨 이유는 고도할당에

사용되는 화소가 Fig. 6의 검정색 점들이기 때문에 벡터

가 주어진 고도의 움직임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구름 중

심부의 움직임을 추적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비실험 결과 대조가 강한 상층운의 경우 대부분의

실험에서 구름 중심부의 이동을 정확히 추적하였고, 대

조가 약한 하층운의 경우 대부분의 실험에서 구름 중심

부의 이동이 아닌 나머지 영역의 이동에 더 민감한 반

응을 보였다. 그러나 상층운에서도 구름화소를 최소한

의 표적선정 조건인 10%로 채워 실험한 경우에는, 고도

할당에 사용되는 구름 중심부의 이동이 아닌 나머지 영

역의 이동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표적추적 과정이 구름중심부의 이동에 민감하

게 반응할 수 있도록 Fig. 7과 같이 표적의 크기를 가변

적으로 조절하여 구름화소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적의 크기가 줄어들면 증가하는 이미지 매칭 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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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mple of simulated target: (a) is result from simulated high-level clouds, the first figure is a target in a reference time, the
second one is the target after , and the third one is the target searched by moving the first figure to match the second figure.
(b) is result from simulated low-level clouds as of (a). Pixels of representative Brightness Temperature used for height
assignment is dotted in black.

Fig. 5. Distribution of Brightness Temperature(pink: cloudy pixels, green: clear pixels) and Cloud Top Pressure(blue) within the target
area in using COMS IR image at 0015 UTC, 4 Oct 2014 for the case of high-level(a) and low-level clouds(b), respectively.



2차 추적 영역을 1차 추적표적의 결과를 이용하도록 제

한시켰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비실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표적추적 알고리듬은

표적의 크기를 조절하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

고, CMDPS AMV 표적추적 알고리듬과 산출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해 표적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

에 사용된 표적은 예비실험과 마찬가지로 Fig. 5(a), (b)

의 BT를 가정하였으며, 총 6가지 방법의 표적추적 알고

리듬이 실험에 사용되었다(Table 1). 어떤 이미지 매칭

과 이미지 필터링을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표적추적

알고리듬의 이름을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다.

Fig. 8은 모의실험의 결과를 나타내며, 결과 값인

Mean Vector Difference(MVD)는 실제 벡터와 계산된 벡

터 차이의 절대 값을 평균한 값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정확한 벡터를 산출했음을 의미한다. 대조가 강한 상층

운을 가정한 실험결과는 original 방법의MVD가 4.5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산출된 벡터 수는 1715개로 최대

값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COS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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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s from simulated target discussed with Fig. 6 : (a) and (b) are Mean Vector Difference from simulated high-level and
low-level clouds, respectively, and (c) and (d) are the number of retrieved vectors from (a) and (b), respectively.

Fig. 7. Original target(24X24) is adjusted to the inside boxed
target that involves as many as selected coldest pixels
within the original target.

Table 1. Used target, image filtering, and image matching for a given target tracking algorithm in the simulation

표적추적
알고리듬 방법

표적 이미지 필터링 이미지 매칭

기준 표적 (24×24) 가변 표적 BIN COH CC SSD
CMDPS original ○ ○

Developed

no filt ○ ○
BIC ○ ○ ○
BIS ○ ○ ○
COC ○ ○ ○
COS ○ ○ ○



MVD는 5.04, 산출된 벡터 수는 1715개로 두 번째로 정

확한 결과를 보였다. 개발된 알고리듬의 실험결과를 비

교해보면, 동일한 이미지 필터링 방법을 사용하고 매칭

방법에만 변화를 주었을 때, BIN과 COH 방법 모두

SSD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CC 방법을 적용한 것보다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반면 대조가 약한 하층운을 가정

한 실험결과는 BIS 방법을 사용한 경우 original 방법으

로 산출된 벡터 수 보다 약 250개 정도 적게 산출되었으

나 MVD가 2.1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COC 방법을

이용한 경우 오차가 2.52로 그 뒤를 이었다. 하층운의 경

우 이미지 필터링을 적용하였을 때 정확도가 향상되었

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의된 하층운 특성 상 배경과

온도차이가 크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던 표적에 필터링

을 수행하여 강한 대조를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위

의 모의실험 결과를 통하여 대조가 강한 상층운에서 정

확도가 높은 벡터를 산출한 original 방법과 대조가 약한

하층운에서 벡터 수는 감소하였지만 정확도가 높게 나

타난 BIS 방법을 실제영상에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

고, 개발된 알고리듬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3장에서는 표적 모의실험을 통해 최적의 표적추적

알고리듬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original 방법과

BIS 방법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선

정된 두 가지 방법의 표적추적 알고리듬을 15분 간격의

COMS 적외채널 영상에 적용하여 특성을 비교하고,

2014년 7월과 2015년 1월 0000, 0600, 1200, 1800 UTC의

AMV를 산출하여 라디오존데 바람 관측 자료와 검증하

였다.

1) 실제 영상에 적용

개발된 표적추적 알고리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서, 동일한 AMV 산출 알고리듬에 표적추적 알고리듬

만을 달리하여 산출된 AMV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AMV의 고도는 표적의 대표 온도에 대응하는 모델의

고도로 할당되는데, original 알고리듬에서 표적의 대표

온도는 표적 내 구름화소의 BT가 낮은 순으로 15% 이

내의 화소의 BT평균으로 정의되는 반면에, 개발된 BIS

표적추적 알고리듬은 군집분석 결과로 필터링을 수행

한 표적의 특징이 추적 시간동안 유지된 군집 화소에 가

중치를 더해줌으로써 표적의 대표온도를 정의한다(식

(11), (12)). 두 알고리듬으로부터 계산되는 대표온도의

차이가 크다면, 각 알고리듬으로 계산된 벡터에 동일한

고도를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두 알고리듬으로

부터 구한 표적의 대표온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두 알고리듬의 대표온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유

사한 통계수치를 보였으며, 대표온도의 히스토그램 분

포 역시 거의 일치하였다(Fig. 9). 따라서 동일한CM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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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Representative Brightness Temperature distribution(coldest 15%) in a original target of 24X24 pixels(CMDPS target).
(b) The same as of (a) in a adjusted target(our develope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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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and (b) are AMVs determined from the original and the BIS method at 1200 UTC, 8 Jul 2014 for high-level(blue), middle-
level(green), and low-level(red), respectively. (c) exhibits both (a) and (b) together. (d) and (e) are the same as of (a) and
(b) at 1200 UTC, 22 Jan 2015. (f) exhibits both (d) and (e). The plotted AMV vectors are those that QI is greater than 0.85.



AMV 산출 알고리듬에 BIS와 original 방법의 추적 알고

리듬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된 AMV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표적추적 알고리듬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SSDCi, j = (A2
i, j + B2

i, j) _ (Ai, j 
_ Bi, j)2 = 2Ai, j  Bi, j    (11)

                Weighted BT =                 (12)

여기서 A와 B는 필터링을 수행한 기준표적과 추적

표적을, C는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은 기준표적을, 첨자

i, j는 표적 내 화소의 위치를 의미한다.

Fig. 10은 2014년 7월 8일 1200 UTC와 2015년 1월 22

일 1200 UTC 적외영상으로부터 산출된AMV를 나타낸

다. Fig. 10의AMV는QI가 0.85 이상인 벡터만을 표출하

였으며, 상층(100-400 hPa), 중층(400-700 hPa), 그리고 하

층(700-1000 hPa)의AMV를 각각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타내었다.

두 방법으로 산출된 AMV는 유사한 대기 흐름의 패

턴을 보이며, 산출된 바람벡터의 평균 풍속은 original과

BIS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7월 8일의 경우 23.53, 24.99

이고, 1월 22일의 경우 33.48, 35.42 ms _1 로 BIS 방법을

적용한 AMV의 평균풍속이 original 방법을 적용한

AMV 평균풍속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BIS 방법을 적

용하여 산출된 벡터의 개수는 original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된 벡터의 수보다 7월 8일과 1월 22일에 각각 34%,

28% 적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BIS 알고리듬에서 수행

되는GMM 군집분석과 관련되어 있다. GMM 군집분석

으로 선정된 저온 군집을 대변하는 화소의 수가 적거나

군집 모양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추적이 어렵고,

추적 시간동안 표적의 온도분포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표적과 추적 영역의 군집분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

에 이미지 매칭의 정확도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original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BIS 알고리듬

을 적용하였을 때 산출되는 벡터의 개수가 감소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2) 라디오존데와의 비교 검증

CMDPS 표적추적 알고리듬에서 original 방법과 BIS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AMV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라디오존데의 바람자료와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

으며, 검증조건은 Coordination Group for Meteorological

Satellite(CGMS) 권고 사항에 따라 QI가 0.80 이상인 벡

터를 이용하였다. QI는 풍향일관성, 풍속일관성, 벡터

일관성, 주위벡터와의 균질성, 수치모델과의 일관성 총

다섯 가지 검사에 가중치를 각각 1, 1, 1, 2, 1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된 값으로 구해진다. 여기서 풍향, 풍속, 벡터

일관성 검사는 AMV 산출 근거에 의해 수행되는 검사

이므로, AMV 산출 근거에 따라 개발된 BIS 방법에 적

용되는 QI는 앞선 세 가지 검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

여 나머지 두 가지 검사의 비중을 줄이고자 하였다. 따

라서QI 검사 중 주위벡터와의 균질성과 수치모델과의

일관성 검사의 가중치를 조절하여 AMV 산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최종적으로 BIS 방법으

로 구한 AMV에는 AMV 산출 근거와 관련된 검사의 가

중치는 1로, 주위벡터와의 균질성 검사의 가중치는 2보

다 작은 1.3으로, 그리고 수치모델과의 일관성 검사의

가중치는 모델과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1보다 작은

0.7로 조절한 QI를 적용하였다. 검증 반경은 라디오존

데 관측 시각을 기준으로 한 시간 이내에 산출된 위성

바람 중 수평 150 km, 연직 25 hPa 이내에 존재하며, 라

디오존데 풍향과 풍속이 60° 이상, 30 ms _1 이상 차이 나

지 않는 AMV를 라디오존데 바람 자료와 일대일로 비

교 검증하였다(Borde et al., 2014). 중요한 검증 지수로

AMV와 라디오존데 풍속 차이를 나타내는 BIAS, AMV

와 라디오존데 바람장의 벡터 차이를 나타내는 Root

Mean Square Vector Difference(RMSVD), 그리고RMSVD

를 라디오존데 풍속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Normalized

RMSVD(NRMSVD)가 계산되었으며, 각 검증지수는 식

(13)~(15)와 같이 정의된다. 검증지수는 계절적으로 변

하는 바람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을 대

표할 수 있는 2014년 7월과 2015년 1월의 한 달 자료를

검증에 이용하였다.

                 BIAS =  Σ (WSAMW
_ WSSON)                (13)

   RMSVD =     Σ {(UAMV
_ USON)2 + (VAMV

_ VSON)2}   (14)

                         NRMSVD =                         (15)

Table 2는 표적추적 알고리듬으로 original 방법과 BIS

방법을 각각 적용한 CMDPS AMV 알고리듬으로부터

생산된 AMV를 라디오존데와 비교 검증한 결과를 나타

1
N

1
N

RMSVD
WSSON

ΣSSDCi, j ×Ci, j

ΣSSDC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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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Number은 검증에 사용된 벡터 수이며, Speed

는 AMV의 평균 풍속을 의미한다. 열대지역의 검증 결

과는 남위 20°에서 북위 20° 사이에서 산출된 벡터를 기

준으로 하였으며, 온대지역의 검증 결과는 북위 30°~60°

사이에서 산출된 벡터를 기준으로 하여 검증에 이용하

였다. 산출된 벡터 수는 original 방법으로 산출된 벡터보

다 BIS 방법으로 산출된 벡터가 7월과 1월 각각 41%,

38% 적게 나타났다. 평균풍속은 BIS 방법으로 계산된

벡터가 계절에 관계없이 전구에서 평균 2.7 ms _1강하게

산출되었다. 이와 같은 풍속의 차이는 표적 내에 모든

화소를 벡터 계산에 사용하는 original 방법과 달리 BIS

방법은 표적 내에서 배경의 움직임을 최대한 배제하고

저온 군집의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original 방법과 BIS 방법으로 산출된 벡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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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each AMVs derived from original and BIS method with collocated radiosonde observations in five regions
for the case of QI≥0.80. The Abbreviations of GLB, NH, SH, ExTRO and TRO are global, northern hemisphere, southern
hemisphere, extratropics, and tropics, respectively

ORIGINAL BIS
GLB NH SH ExTRO TRO GLB NH SH ExTRO TRO

2014. 07.
All levels (100-1000 hPa)

Number 33702 31555 2147 17577 8951 19935 18652 1283 11380 5018
Speed 18.424 18.611 15.689 22.607 14.987 21.132 21.430 16.802 25.608 16.010
Bias -1.162 -1.168 -1.074 -1.301 -1.260 -0.690 -0.676 -0.895 -0.594 -1.091

RMSVD 6.560 6.591 6.079 7.289 5.742 6.780 6.824 6.104 7.439 5.807
NRMSVD 0.335 0.333 0.363 0.305 0.353 0.311 0.309 0.345 0.284 0.340

High levels (100-400 hPa)
Number 28696 26948 1728 14726 7995 17909 16810 1099 10161 4627
Speed 19.719 19.875 17.280 24.473 15.780 22.025 22.297 17.869 26.826 16.565
Bias -1.541 -1.523 -1.819 -1.739 -1.604 -1.035 -1.006 -1.476 -0.968 -1.385

RMSVD 6.596 6.637 5.910 7.351 5.718 6.658 6.707 5.844 7.309 5.725
NRMSVD 0.310 0.310 0.309 0.280 0.329 0.289 0.288 0.302 0.263 0.319

Middle levels (400-700 hPa)
Number 3934 3626 308 2515 604 1616 1482 134 1112 236
Speed 11.866 12.052 9.675 13.294 8.862 14.305 14.589 11.160 15.723 10.370
Bias 0.884 0.796 1.924 0.826 1.339 2.376 2.373 2.413 2.426 2.193

RMSVD 6.549 6.526 6.812 6.841 6.260 8.054 8.128 7.195 8.327 7.064
NRMSVD 0.596 0.580 0.879 0.549 0.832 0.675 0.665 0.823 0.626 0.864

Low levels (700-1000 hPa)
Number 1092 981 111 336 352 410 360 50 107 155
Speed 8.065 8.117 7.605 10.535 7.485 9.007 9.081 8.476 12.656 8.024
Bias 1.429 1.342 2.196 1.976 2.083 2.300 2.203 3.000 3.533 2.674

RMSVD 5.592 5.480 6.496 7.793 5.340 6.593 6.345 8.158 9.577 6.110
NRMSVD 0.843 0.809 1.201 0.910 0.988 0.983 0.923 1.490 1.050 1.142

2015. 01.
All levels (100-1000 hPa)

Number 22200 20791 1409 8077 8914 14187 13489 698 5964 4723
Speed 21.611 22.280 11.748 27.958 12.646 24.350 24.945 12.853 29.886 13.680
Bias -2.278 -2.354 -1.147 -2.997 -0.976 -1.894 -1.932 -1.154 -2.405 -0.710

RMSVD 7.634 7.793 4.704 8.503 5.493 8.089 8.223 4.831 8.759 5.611
NRMSVD 0.320 0.316 0.365 0.275 0.403 0.308 0.306 0.345 0.271 0.390



BIAS는 전구 기준으로 각각 7월에 -1.162, -0.690, 1월에

-2.278, -1.894로 계절에 관계없이 BIS 방법을 사용하였

을 때 감소하였다. 대기의 층 별로 BIAS결과를 살펴보

면, 7월은 BIS 방법이 original 방법에 비해 중층과 하층

에서 BIAS가 각각 1.491, 0.871만큼 증가하였지만, 전체

벡터 중에서 BIAS가 감소한 상층 벡터가 차지하는 비율

이 85%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BIS 방법을 사용했을 때

향상된 정확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1월은 하층의

BIAS가 0.007 가량 증가하였으나, BIAS가 감소한 중·

상층의 벡터가 전체의 87.3%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반적

으로 SSB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RMSVD는

풍속에 따라 통계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 기간이 다

른 경우에는RMSVD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RMSVD를 라디오존데 풍속으로

나누어 표준화시킨NRMSVD를 통해 정확도를 평가하

였다. NRMSVD는 전체 층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BIS 방

법으로 산출된 벡터가 평균 5.5%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BIAS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중·하층의

NRMSVD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개선된

결과를보였으며특히AMV 정확도개선이필수적인북반

구온대지역에서도NRMSVD가감소된결과를보였다.

바람 관측 자료와의 검증 결과는 전반적으로 BIS 방

법으로 산출된 벡터의 정확도가 original 방법으로 산출

된 벡터의 정확도보다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검

증 결과를 모의실험 결과에 비추어본다면, 대조가 약한

하층운을 모의 표적으로 가정한 실험에서 BIS 방법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영상에서도 대조

가 약한 구름이 표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적으로 대조가 약한 구름이 선정되면 벡터

가 할당된 고도의 움직임을 대변하지 못하고 전체 평균

된 움직임으로 계산되는 경향이 있어, 벡터 계산에 전

체 화소를 사용하는 original 방법의 정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SSB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표적추적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최적의 표

적추적 알고리듬을 구축하였다. 개발된 표적추적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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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ORIGINAL BIS

GLB NH SH ExTRO TRO GLB NH SH ExTRO TRO
2015. 01.

High levels (100-400 hPa)
Number 13470 12231 1239 4564 6763 8910 8274 636 3581 3763
Speed 24.901 26.185 12.229 35.097 13.556 27.880 29.008 13.203 36.358 14.423
Bias -2.782 -2.931 -1.313 -4.257 -1.383 -2.385 -2.471 -1.270 -3.419 -1.130

RMSVD 7.700 7.945 4.640 9.292 5.429 8.028 8.225 4.770 9.279 5.442
NRMSVD 0.278 0.273 0.343 0.236 0.363 0.265 0.261 0.330 0.233 0.350

Middle levels (400-700 hPa)
Number 5881 5737 144 2520 1328 3477 3421 56 1643 581
Speed 19.962 20.249 8.525 21.650 11.181 22.541 22.754 9.512 23.883 12.404
Bias -1.638 -1.680 0.034 -0.909 0.069 -0.984 -0.998 -0.086 -0.250 0.918

RMSVD 8.442 8.503 5.482 7.828 6.349 9.345 9.393 5.640 8.747 6.933
NRMSVD 0.391 0.388 0.646 0.347 0.571 0.397 0.395 0.588 0.362 0.604

Low levels (700-1000 hPa)
Number 2849 2823 26 993 823 1800 1794 6 740 379
Speed 9.462 9.487 6.694 11.158 7.534 10.371 10.383 6.897 11.899 8.258
Bias -1.213 -1.227 0.255 -2.503 0.685 -1.220 -1.228 1.163 -2.283 0.964

RMSVD 5.167 5.185 2.633 5.983 4.423 5.295 5.302 2.579 5.646 4.956
NRMSVD 0.484 0.484 0.409 0.438 0.646 0.457 0.457 0.450 0.398 0.680



리듬과 기존의 표적추적 알고리듬을 각각 CMDPS

AMV 알고리듬에 적용하여 AMV를 산출하였고, 라디

오존데 관측 자료와 검증하여 각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

하였다.

표적추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확도 감소의 원인은

종관규모 바람을 산출하는 표적 내에 다양한 시·공간

규모의 바람이 포함되어 벡터가 평균된 움직임으로 계

산되거나, 추적시간 동안 구름의 모양이 변형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적추적 단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GMM 군집분석을 수행

하고, 그 결과로 AMV 산출 근거에 부합하는 군집을 선

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군집의 추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BIN 방법의 이미지 필터링을 수행하고, 이미지

매칭에는 SSD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알고리듬을 구축

하였다. 여기서 이미지 필터링과 매칭 방법은 표적 모

의실험 결과를 통해 선정되었다.

CMDPS AMV 표적추적 알고리듬에 original 방법과

BIS 방법을 적용하여 2014년 7월과 2015년 1월에 대해

AMV를 산출하였으며, 각 방법의 정확성 평가를 위해

라디오존데 관측 자료와 검증하였다. 개발된 표적추적

알고리듬으로 산출된 벡터는 기존 알고리듬으로 산출

된 벡터보다 평균 39.5% 적게 산출되었으며, 풍속은 평

균 2.7 ms _1 강하게 나타났다. 풍속이 강하게 표현된 결

과는 개발된 알고리듬에서 수행되는 이미지 필터링을

포함한 군집분석 과정을 통해 배경과 분리된 군집의

움 직 임 이 추 적 되 고 있 음 을 증 명 한 다 . BIAS와

NRMSVD 검증 값은 지역에 따라 다른 정확도를 나타

내지만, 개발된 알고리듬을 적용하였을 때 전지구 평균

BIAS와 NRMSVD는 각각 29%와 5.5% 개선된 AMV를

산출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적추적 알고리듬은 특정 군집

을 추적하기 때문에 벡터 계산에 사용된 화소를 명확히

알 수 있어 고도할당 과정의 정확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발된 표적추적 알고

리듬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AMV는 정확한 바람자료가

요구되는 수치예보와 기상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어 예측 성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발된 알고리듬으로 산출되는 AMV

는 여전히 중·하층의 정확도 개선이 요구되며, 기존의

알고리듬과 비교하여 산출되는 벡터 개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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