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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are diverse sea areas within the coverage of GOCI which is observed around the
Korea at one-hour intervals. It includes not only very clear ocean of East Sea, but also extremely turbid
waters of the Yangtze River estuar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t optic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sea areas using absorption coefficients of phytoplankton, Suspended Particulate Matter(SPM),
Dissolved Organic Matter(DOM). Totally 959 sets of bio-optical and marine environmental data were
obtained from 2009 to 2014 around the sea area of Korea. The East Sea, South Sea, East China Sea and
offshore part of Yellow Sea showed similar pattern having high levels of contribution of phytoplankton
and DOM. On the other hands, the coastal part of Mokpo and Gyeonggi Bay showed opposite pattern
having high levels of contribution of SPM and DOM. As a result of the algorithm performance for
chlorophyll-a(Chl-a) and SPM, Chl-a is mostly overestimated and SPM is mainly tended to be
underestimated. Large amount of errors are induced by the SPM rather than the chl-a and DOM. These
errors are primarily founded in the coastal waters having relatively high levels of aSPM contribution of
more than 60%.
Key Words : optical characteristics, ocean color algorithms, chlorophyll,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GOCI

요약 : 우리나라 주변을 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하고 있는 GOCI의 관측영역 안에는 매우 맑은 대양의 성격

을 띠는 동해부터 세계적인 큰 강인 양쯔강 하구의 극심하게 탁한 해역까지 매우 폭 넓은 해수 환경이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해수 구성 성분인 식물 플랑크톤, 부유물질, 용존유기물질의 흡광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각 해역별 해수 환경의 차이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 ~ 2014년까지

6년 동안 한반도 주변 해역의 총 959개 정점에서 얻어진 해양 광학 자료 및 해양 환경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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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기의 해색 원격탐사는 전 지구 규모의 식물 플랑크

톤 농도(chlorophyll-a, Chl-a)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후 연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연안역에서의 부유물질(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M), 용존유기물질(Dissoved Organic Matter,

DOM) 및 식물 플랑크톤(phytoplankton)의 농도 분석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해졌다(Miller et al., 2005; IOCCG,

2000). 하지만 기존의 대양에 맞도록 개발된 해수 환경

분석 알고리즘들(bio-optical algorithm)은 연안 해역에서

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각 지역 특성에 맞추

어 새롭게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활용해왔다(Topliss,

1986; Tassan, 1994 and 1997; Froidefond et al., 1999;

Doxaran et al., 2002; Binding et al., 2003; Miller and McKee,

2004; D’Sa et al., 2007; Shen et al., 2010a and 2010b; Gitelson

et al., 2007, 2008 and 2009; Ruddick et al., 2001; Dall’Olmo

et al., 2005).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

발된 해수 환경분석 알고리즘들 역시 전지구 규모의 대

양(O’Reilly et al., 1998) 또는 연안이나 하구역과 같은 지

역해 한 곳에 집중되어 개발되었으며(Jeong and Yoo,

2000; Moon et al., 2010; Zhang et al., 2010; Siswanto et al.,

2011; Choi et al.; 2012 Mao et al., 2012; Min et al., 2013), 전

지구와 지역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알고리즘

은 찾기 힘들다. 즉, 대양에 맞추어 개발된 알고리즘의

경우 연안에 맞지 않았고 연안에 맞추어 개발된 알고리

즘들은 해당 해역에만 잘 맞는 한계가 있다(Ryu et al.,

2015). 실제로 Suh et al.(2002)은 전지구적 해양 환경을

대상으로 개발된 대양의 해수색 추정 알고리즘을 복잡

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맞도록 수정한 다음 해역별로

정확도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동해에 비해 연안 탁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오차가 크게

발생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주변에 다

양한 특성을 갖는 해역들이 존재한다. 작은 대양이라 불

리며 식물 플랑크톤이 우세한 매우 맑은 해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동해와 이와는 달리 넓은 갯벌과 크고 작은

강들이 인접해 있어 탁도 범위가 다양한 서해가 있다

(Park et al., 1984; Choi, 1993; Oh, 1995; Choi and Park, 1998).

또한 복잡한 해안의 남해의 경우 육상 기원의 쇄설물들

이 많이 유입되어 식물 플랑크톤과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은 편이며 여름철에는 적조(red tide)가 자주 발생되

기도 한다(Yoon et al., 2004; Son et al., 2012). 이렇게 특성

이 다른 각각의 해역은 서로 다른 물질들(식물 플랑크

톤과 부유물질, 용존유기물질 및 기타 물질들)의 조합

으로 인한 해양 광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다른 해

색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한 시간 간

격으로 관측하고 있는 정지궤도 해양위성(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의 경우 우리나라 주변 해역

이외에도 양쯔강 하구 및 발해만과 같은 매우 탁도 높

은 중국 연안 해수와 함께 일본 동남쪽에 위치한 태평

양 북부의 매우 맑은 특성을 갖는 해수까지 다양한 해

역을 한 번에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해

역들이 하나의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되어야 하며 각각

의 해역 특성에 잘 맞는 범용성 높은 알고리즘이 필요

하다.

해색 알고리즘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입

자의 형태, 크기 분포, 입자 구성 성분의 차이, 넓은 폭의

농도 값 범위 등 매우 많다(Novo et al., 1989). 실제로 우

리나라 남해 연안의 적조 발생시 400 mg/m3 이상의 매

우 높은 Chl-a가 관측되며(Choi et al., 2014), 양쯔강 하구

역에서는 3000 g/m3 이상의 농도 값이 관측되는 등

(Zhang et al., 2010; Mao et al., 2012) Chl-a 및 SPM의 농도

변화 폭이 광범위하여 범용적 알고리즘의 개발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또한 얕은 대륙붕으로 형성된 황해의 경

우 Fig. 1-b에서와 같이 다양한 해저 퇴적상(Lee and Chu,

2001)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성분

및 다양한 기원의 입자들이 재부유(resuspension)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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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동해, 남해, 동중국해, 황해 외해역은 DOM과 식물 플랑크톤의 기여도가 높은 비슷한 분포 패턴을 나타

냈고, 이와는 달리 목포 및 경기만 연안 해역은 부유물질과 용존유기물질의 기여도가 높은 분포 패턴을 보였

다. 클로로필 및 부유물질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검증해 본 결과, 클로로필은 주로 과대 추정되고, 부유물질

은 주로 과소 추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큰 오차의 경우 클로로필, 부유물질, 용존유기물질 중에서 부유물질

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aSPM의 기여도가 60% 이상으로 높을 때 연안 해역에서 나타났다.



서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수 환경 변화에 따른 해

색 알고리즘의 성능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여 알고리즘

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환경 특성 및 범위를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수 고유광특성인 흡광 자료를

이용하여 식물 플랑크톤, 부유물질, 용존유기물질의 기

여도를 계산하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 타입을 7

개로 상세히 분류하였으며, 각 해수 타입에 따른 Chl-a

및 SPM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해수 구성 물질의 기여도에 따른 알고리즘 성능 비교를

통해 각 물질별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1) 연구 해역 및 현장 조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한반도 주변 해역

에서 수행된 43번의 현장관측을 통해 총 959개 정점으

로부터 얻어진 해양 광학 자료와 해양 환경 자료가 분

석되었다(Fig. 1-a). 표층 5m 이내에서 니스킨 채수기을

이용하여 채수된 물을 이용하여 총 부유물질의 농도

(SPM) 및 식물 플랑크톤 농도(Chl-a) 분석을 위한 해수

여과를 실시하였고, 식물 플랑크톤과 부유입자 및 용존

유기물질(DOM)에 의한 흡광계수(absorption coefficient)

값 인 aph(absorption coefficient of phytoplankton), aSPM

(absorption coefficient of SPM) 그리고 aDOM(absorption

coefficient of DOM)을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서해 연

안 해역에서의 입자 성분에 대한 기원 암석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경기만 연안 해역과 목포 주변 연안

해역에서 얻어진 샘플을 이용하여 X선 회절분석 (X-ray

Diffraction analysis, XRD)를 실시하였다.

부유물질 농도(SPM)는 해수 여과 전·후의 필터 무

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필터는 실험실에서 미리

60℃에서 4시간 동안 건조하여 준비된 0.4 μm 구경의

핵기공 여과지(Nuclepore membrane filter)를 이용하였

으며, 각 정점에서 해수 입자가 필터에 흡착되는 정도

에 따라 0.2 ~ 1.0 l 정도의 해수를 여과하였다. 해수가 여

과된 필터는 염분이 남아 있을 경우 결정으로 변하면서

무게 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류수 약 10 ml를 추

가로 여과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다. 여과된 필터는 냉동

보관하였다가 실험실로 돌아온 후 다시 동일한 조건

(60℃/4시간)에서 건조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여과 전·후의 필터 무게 차이 값을 여과한 해수의 양

으로 나누어 부유물질의 농도 값을 계산하였다.

Chl-a를위하여지름이 47 mm인유리섬유필터(Glass

Fiber Filter, GF/F)를 이용하였고, 각 정점에서 필터에

플랑크톤이 녹색으로 충분히 착색될 때까지 1 ~ 2 l 정

도 여과하였다. 선상에서 여과된 필터는 -70℃ 이하의

액체질소에 보관하였다가 실험실로 돌아온 후 90% 아

세톤을 이용하여 엽록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엽록소

는 분광광도계(UV/VIS dual beam spectrophotometer)인

Lambda19 및 Cary-100 장비를 이용하여 파장에 따른

흡광도(absorbance) 값을 측정하였다. 식물 플랑크톤의

농도는 아래의 수식(1)과 같이 412, 443, 670, 750 nm에

서의 흡광도 값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Jeffrey and

Humphrey, 1975), 750 nm에서의 값을 이용하여 보정하

였다(Ritchie, 2006).

 Chlorophyll a=   (1)

여기서 E630, E647, E664, E750는 각각 분광광도계에서

측정된 파장 630, 647, 664, 750 nm에 따른 흡광도 값이

고, Ve는 90% 아세톤의 사용량(ml)으로 본 연구에서는

10 ml를 사용하였다. Ve는 석영 셀의 길이로서 본 연구

에서는 1 cm 이며, Lc는 해수의 여과량(l )이다.

해수 상의 입자에 대한 흡광 측정을 위하여 현장에서

해수를 25 mm GF/F 필터에 충분히 착색될 때까지 여

과한 후 액체질소에 보관하였다가 실험실로 운반하여

분광광도계(Lambda19 및 Cary-100 장비)를 이용하여

350 ~ 900 nm 사이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식물 플

랑크톤이나 부유물질과 같이 해수 상에 입자 형태로 있

는 물질에 대한 흡광 측정은 광학셀에 넣어서 부유 상

태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흡광을 잘 측

정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농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필터를 이용하여 집적시킴으로서 신호 값을 강하게

만든 다음 측정한다(Mobley, 1994). 하지만 필터 패드를

이용하는 이 방법은 필터에 입자를 모으면서 입자간의

광 경로가 길어지는 현상이 (pathlength amplification

effect, β effect)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정이 필

(11.85*(E664
_E750) 

_ 1.54*(E647
_E750) 

_ 0.08*(E630
_E750)) × Ve

Lc * 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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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Kirk, 2011). 초기에는 주로 부유 상태에서 측정

한 값과 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 사이의 관계식을 경

험적으로 도출하여 보정하였으나(Mitchell and Kiefer,

1988; Bricaud and Stramski, 1990; Mitchell, 1990; Cleveland

and Weidemann, 1993; Moore et al., 1995; Tassan and

Ferrari, 1995; Kahru and Mitchell, 1998; Nelson et al., 1998)

Roesler(1998)가 glass fiber filter를 사용할 경우 β effect가

‘2’ 정도 되는 것을 밝혀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2’ 값을

이용하여 보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2’ 값을 이용하

여 보정하였다. 전체 입자에 대한 흡광을 먼저 측정한

다음 필터를 100% 메탄올 용액에 24시간 이상 담궈 두

어 필터에 남아 있는 엽록소를 제거한 다음 엽록소를 제

외한 나머지 부유 입자들 (SPM)에 대한 흡광을 다시 한

번 측정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전체 입자에 대한 흡광

과 SPM에 대한 흡광의 차이에서 엽록소에 의한 흡광이

계산되었다. 입자의 형태가 아닌 해수 속에 녹아있는 용

존유기물질에 대한 흡광의 측정을 위해서 채수한 해수

를 구경이 0.45 µm이고 직경이 25 mm인 주사기용 맴브

레인 필터(25 mm membrane syringe filter)를 사용하여

50 ml 주사기로 여과하였다. 여과된 해수는 미리 세척

하여 준비해놓은 유리병에 넣은 후 유기물질이 새어 나

오지 않도록 실리콘 테이프로 밀봉한 후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호일로 포장하여 냉장 보관하였다가 실험실로

운반하여 10 cm 광학 셀에 넣어 분광광도계로 300 ~

900 nm 사이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수식 (2)와 (3)은 각각 해수 중의 입자 및 용존유기물

질에 대한 흡광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계산식을 나타

내며 O.D 값은 분광광도계를 통해 얻어진 광학적 관측

두께 값(Optical Density, OD)을 나타낸다.

      aparticle = × 100  [m
_1]       (2)

             aDOM = [m
_1]              (3)

여기서, V는 여과한 해수의 양(ml), S는 입자에 의해

착색된 면적(cm2)으로 V/S는 해수 내에서 광이 통과한

경로를 의미하며 단위는 cm이다. ‘2.3025’는 상용대수

함수를 자연대수 함수로 변환해 주기 위한 상수 값,

‘100’은 광 흡수계수 단위를 cm
_1에서 m

_1로 환산하기

위한 값, ‘0.1’은 용존유기물질을 넣은 광학셀의 크기(10

cm)로서 광행로(optical path)를 미터 단위(m)로 환산한

값, 그리고 ‘2’는 β effect 보정 계수이다. 흡광계수 스펙

트럼의 보정을 위해 입자의 경우에는 890 ~ 910 nm 구

간의 평균 값을 이용하여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용존유

기물질의 경우 690 ~ 710 nm 구간의 평균 값을 이용하

여 보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서 제안한 표준문서에서의 값보다 100 nm 정도 장파장

에서의 값인데,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연안의 경우 근

적외선 근처의 파장 영역에서도 일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장파장에서의 값을 null point로 사용할 필

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Tassan and Ferrari, 1995, Mitchell

et al., 2003). 또한 오차가 큰 자료의 선별을 위하여 기준

O.Dparticle(λ) × 2.3025

(     ) × 2V
S

O.DDOM(λ) × 2.302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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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ampling station of each sea area and (b) the bottom sedimentary facies for the Yellow Sea.



점 측정 (baseline) 값의 표준편차가 입자의 경우 0.01이

상 용존유기물질인 경우 0.001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실

험오차가 크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측정 자료

전체를 분석 자료에서 제거하고 사용하였다(Mitchell et

al., 2003).

서해 연안 입자 샘플의 기원 암석을 추정하기 위하여

경기만과 목포 주변 연안 해역에서 47 mm 구경의 GF/F

필터를 이용하여 각 정점별로 해수 500 ~ 1000 ml를 여

과하였으며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류수 50 ml를 추

가로 여과하였다. 여과된 필터는 냉동보관 하였다가 2

주 이내에 실험실에서 100℃에서 4시간동안 건조시킨

다음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Rigaku 사의 Ultima III

모델)를 이용하여 각 입자 샘플의 입사각에 따른 회절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표본 자료와 비교하여 기원

암석을 추정하였다.

2) 광학적 해수 유형 분류

광학적 해수의 유형은 초기에는 case-1과 case-2의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Morel and Prieur, 1977; Gordon and

Morel, 1983). case-1 유형은 식물 플랑크톤과 그로 인한

부산물들로만 이루어진 대양과 같은 매우 맑은 해수를

나타내며, case-2 유형은 식물 플랑크톤 뿐 만 아니라 부

유 입자들과 용존 유기물질들이 많이 함유된 해수를 나

타낸다. 하지만 이 분류의 경우 case-1 유형에서는 식물

플랑크톤 이외의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case-2 유형

안에서 존재하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의 해양에 대해 충

분히 설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IOCCG, 2000).

Prieur and Sathyendranath(1981)은 이러한 case-2 유형의

분류를 식물 플랑크톤 이외에 부유물질과 용존 유기물

질을 이용하여 보다 상세히 분류하였다. 이 방법의 기

본 개념은 해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물질인 부유물질

(SPM), 식물 플랑크톤 (phytoplankton), 용존유기물질

(DOM)에 대한 특정 파장에서의 광학 자료(반사도 또는

흡광) 값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이며 Fig. 2과 같이 삼

각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도식화 할 수 있다.

삼각 다이어그램에서의 한 점은 한 정점에서 획득한

특정 파장에서의 광학 관측 값을 이용해서 도식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주로 흡광 자료가 사용되는

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고유 광특성(Inherent Optical

Properties, IOP)의 특징인 각 성분의 흡광의 합은 전체

흡광 값과 같다는 특성과 전체 흡광과 원격반사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특징 때문이다. 한 지점에서 관측된

aph, aSPM, aDOM의 합은 atotal에서 awater (상수 값)을 빼준 것과

같으므로 세 성분의 흡광 값의 합을 100%로 놓고 각 성

분의 흡광 값을 전체의 합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각

성분의 할당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이용하

여 삼각 다이어그램을 도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Fig.

2-b의 x 지점은 aph의 값이 전체 합의 20%, aSPM의 값이

10%, aDOM의 값이 70%를 차지하는 경우는 나타낸다. 파

장의 선택은 각 물질을 대표할 수 있는 최대 흡광 밴드

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 443 nm에서 최대 값을 나타내는 반면 용존유기물

질 및 부유물질의 경우 단파장인 412 nm에서 최대 값을

보이고 장파장으로 갈수록 지수함수의 형태를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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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matic representation of case-1 and case-2 waters (IOCCG, 2000).
(a) (b)



서 감소하는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412 nm 밴드가 두

개 물질의 최대 흡광 밴드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맞

지만 이 경우 식물 플랑크톤의 스펙트럼을 대표할 수 없

을 뿐 아니라 단파장에서의 산란 때문에 생기는 오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반면 식물 플랑크톤의 최대 흡

광 밴드인 443 nm 값을 이용할 경우 나머지 두 물질 또

한 두 번째로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대표 값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 물질의 흡광 스펙트럼에 대한

대표 값을 갖는 밴드로 443 nm를 선택하였다.

식물 플랑크톤, 부유물질, 용존유기물질의 세 가지

성분에 의해 해수 유형을 분류할 경우 Fig. 2-a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해수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Fig. 2-a

의 각 꼭짓점은 각 구성 물질들이 우점하는 해수 유형

을 나타낸다. 가장 위에 위치하는 1번은 다른 성분들보

다는 식물 플랑크톤의 함량이 높은 대양의 맑은 해수

(chl-a dominated case-1 water), 왼쪽 끝에 위치한 2번은

주로 DOM의 함량이 높은 연안의 탁한 해수(DOM

dominated case-2 water), 오른쪽 끝에 위치한 3번은 SPM

의 함량이 높은 매우 탁한 해수(SPM dominated case-2

water)에 해당된다. 4, 5, 6번 유형의 경우 3가지 성분 중

에서 하나의 성분은 적게 포함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두

성분들이 공존하는 해수 유형을 나타낸다. 즉 4번 유형

의 경우 식물 플랑크톤과 DOM의 함량이 높은 해수

(chl-a_DOM dominated case-2 water)이며, 5번 유형의 경

우 부유물질과 DOM의 함량이 높은 해수(SPM_DOM

dominated case-2 water), 그리고 6번 유형의 경우 식물 플

랑크톤과 SPM의함량이높은해수(chl-a_SPM dominated

case-2 water)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위치한

7번 유형의 경우에는 3가지 성분이 비슷한 비율로 공존

하는 해수(chl-a_SPM_DOM mixed case-2 water)를 나타

낸다. 기존의 case-1과 case-2의 두 가지 유형으로의 분류

와 비교하면 1번 유형의 경우만 기존의 맑은 case-1 해역

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유형은 case-2 해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결과 및 토의

1) 해역별 해수 환경 특성

해역별로 환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자

료들은 정점의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크게 동해, 남

해, 동중국해, 황해로 분류하였으며 동중국해의 경우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정점으로 분류하였

다. 이 중에서 황해는 연안과 외해역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수심 50 m를 기준으로 외해역과 연안

해역으로 나누었으며 연안의 경우 해저면 지질 구성 성

분이 다른 경기만과 목포 해역이 해양 환경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두 해역을 나누어 분석하

였다. 다만 황해 외해역의 경우 수심 50 m 선을 기준으

로 나누었기 때문에 정점의 위치상 연안 쪽에 가깝더라

도 수심이 깊을 경우 외해역으로 분리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연구 해역은 동해, 남해, 동중국해, 황해-외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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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ernary plots showing the difference contributions in aph(443), aSPM(443) and aDOM(443) and (b)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hl-a and SPM around the offshore area of Yellow Sea, coastal area around the Mokpo(Yellow Sea), Gyeonggi Bay(Yellow
Sea), East China Sea, East Sea, and South Sea.

(a) (b)



황해연안-목포 주변해역, 황해연안-경기만 주변해역으

로 총 6 구역으로 분류되었다(Fig. 1). 우리나라 주변 해

역의 Chl-a은 Fig. 3-a에서와 같이 0.1 ~ 100 mg/m3의 범

위에서 분포되어 있으며, SPM은 0.01 ~ 1000 g/m3의 범

위를 보이면서 Chl-a 비해 훨씬 큰 변화 폭을 나타내고

있다. Gordon and Morel(1983)은 Chl-a와 SPM의 농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SPM = 0.45 × Chl-a0.62의 상관

도 라인 (Fig. 3(a)의 분홍색 점선)을 경계로 case-1과 case-

2 해수 유형이 구분되는 패턴으로 분포된다는 것을 발

견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동중국해, 동해, 남

해, 황해 외해역의 일부 정점들만 case-1의 맑은 해수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모두 case-2 해역으로 포함되었다.

각 해역별 광학적 해수 환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443 nm에서의 식물 플랑크톤, 부유물질, 용존유기물질

의 흡광 자료를 이용하여 ternary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3-b). 동해, 남해, 동중국해, 황해 외해역의 경우 2,

4번 유형으로 분류되어 DOM과 식물 플랑크톤의 기여

도가 높은 비슷한 분포 패턴을 나타냈으며, 목포 연안

과 경기만 연안 해역의 경우 3, 5번 유형으로 분류되어

SPM과 DOM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비슷한 분포

패턴을 보였다. 동해 해역에서만 매우 맑은 case-1 해수

특성이 나타났으며 동해를 제외 한 모든 해역의 몇몇 정

점들에서 세 가지 성분이 비슷하게 존재하는 7번의 유

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해역별 특성은 식물 플랑크톤과

부유물질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Fig. 3-a). 동해, 남해, 동중국해, 황해 외해역의 경우

Chl-a 및 SPM 모두 10 이하의 값을 보이면서 양의 상관

도를 나타내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그 중에서 동해

가 R = 0.78로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였으며 남해는

0.41, 동중국해는 0.14, 황해 연안은 -0.05로 낮은 값을 나

타냈다. 하지만 경기만과 목포 연안 해역의 경우는 Chl-a

및 SPM 모두 1 이상의 높은 농도 값을 보였으며 뚜렷한

양의 상관도는 찾을 수 없고 Chl-a 보다는 SPM의 농도

값이 매우 높아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이한 점

은 모든 해역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농도가 10 mg/m3 이

상의 값을 보이는 정점이 많지 않다는 것인데, 높은 값

을 보이는 정점들은 남해와 동해의 경우 적조가 발생된

정점이였으며, 경기만의 경우 한강 하구역의 수로에 위

치한 정점들이였는데 이는 한강에서 유입되는 영양염

으로 인해 높은 SPM 농도에도 불구하고 Chl-a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목포 및 경기만 연안 해역의 경우

SPM 농도가 10 g/m3의 값을 기준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양의 상관도를 나타냈다. 이중에서 작은 SPM 농도

값의 그룹들은 서해 외해역과 연결되는 패턴을 보였다.

2) 해색 알고리즘 성능 비교

해역의 차이에 따른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른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분석에 주

로 사용되었던 Chl-a 및 SPM 알고리즘들을 비교 분석하

였다. Chl-a 알고리즘의 비교를 위하여 SeaWiFS 해색위

성의 대양 클로로필 분석을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인

OC2v2와 OC4v4 알고리즘(O’Reilly et al., 2000), 한국, 일

본, 중국의 관측 자료를 모아서 동북아 해역에 맞도록

개발된 YOC Chl-a 알고리즘(Siswanto et al., 2011), 그리

고 GOCI를 위해 개발된 표준 Chl-a 알고리즘 (Moon et

al., 2012)을 선택하였으며, SPM 알고리즘의 비교를 위

하여 YOC SPM 알고리즘과 GOCI 표준 SPM 알고리즘,

서해 연안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지수함수 형식

의 알고리즘 (Choi et al., 2012), 그리고 GOCI의 case-2 해

역을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알고리즘 (Min et al., 2013)을

선택하였다. Fig. 4은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 결

과를 나타내며, x 축은 현장관측 농도 값을 y 축은 매칭

되는 GOCI 자료로부터 각 알고리즘으로 도출된 농도

값을 나타낸다. Chl-a의 경우 412, 443, 490, 555 nm 밴드

를 사용한 밴드비 조합을 사용하였으며 각 알고리즘 별

로 약간씩 다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OC 알고리즘들

과 YOC 알고리즘은 주로 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나타냈

으며, 반면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맞도록 개발된

GOCI 표준 알고리즘은 과소 추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SPM 알고리즘의 경우 Chl-a 알고리즘과는 달리 각각의

알고리즘 별로 다른 형식과 밴드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알고리즘 성능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555 nm

단일 밴드의 거듭제곱 형식을 사용하는 GOCI 표준 알

고리즘의 경우 10 g/m3 이상의 값에서 매우 낮게 과소

추정되는 결과를 보인 방면 660 nm 단일 밴드의 지수함

수 형식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반대로 10 g/m3 이

상의 값에서 매우 높은 값으로 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나

타냈다. 반면에 4개의 밴드의 조합을 이용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인 YOC와 case2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낮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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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터 높은 농도까지 균일하게 잘 맞는 패턴을 나타냈

다. Chl-a보다는 SPM 값이 알고리즘의 형식에 따른 차이

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OC2v2 Chl-a 알고리즘과 YOC

SPM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각 해역에 적용하였다.

Fig. 3에서 해역별 해수 환경 특성에 이용된 자료 중

에서 GOCI 위성획득 시간 전후 30분 이내에 측정된 자

료를 이용하여 Chl-a 및 SPM 알고리즘의 정확도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GOCI 위성자료는 먼저 GDPS(GOCI

Data Processing Software) v1.3의 표준 대기보정 방법

을 이용하여 대기 효과를 제거하여 표층에서의 표준

수출광량 (nLw, normalized water-leaving radiance) 자

료를 획득하였다. 그 다음으로 클로로필 분석 알고리즘

(OC2v2)과 표준 부유물 농도분석 알고리즘(YOC)을 적

용하여 Chl-aGOCI 및 SPMGOCI 값을 계산하였다.

   Chl a = 10(0.2974 _ 2.2429 R+ 0.8358 R2 _ 0.0077 R3) _ 0.0929     (4)

                              R= log ( )

   SPM= 10(0.649 + 25.623(Rr s (555) + Rr s (670)) _ 0.646( ))     (5)

두 알고리즘 모두 GOCI의 관측 영역 안에서 충분히

검증되어 현재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해 현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YOC 알고리즘의 경우 한국, 중국, 일

본의 현장 관측 자료를 모두 모아서 개발된 GOCI 관측

해역에 특화된 알고리즘이다. OC2v2는 대표적인 극궤

도 해색위성인 SeaWiFS 영상 분석을 위해 개발된 전

지구 규모의 클로로필 알고리즘(수식 4)으로서 490와

555 nm에서의 원격반사도 비 값을 이용하여 3차 다항

식의 거듭제곱 형식(Modified Cubic Polynominal, MCP

format)을 수정한 양식으로 개발되었다. YOC 알고리즘

은 세 개 밴드(490, 555, 670 nm)에서의 원격반사도 값을

조합하여 거듭제곱 형식으로 개발된 알고리즘 (수식 5)

으로서, 동중국해 및 황해에서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해역에 맞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당 해역에서

0.92의 높은 상관도(R2) 값을 보인다(Siswanto et al., 2011).

이렇게 계산된 GOCI 위성 자료 값은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위해 현장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상대적 백분율

오차 (Relative Percentage Difference, RPD)와 차이 값

(Relative Difference, RD)을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Relative percentage di f ference (RPD) = × 100 (%)    (6)

   Relative di f ference (RD) = xgoci
_ xin s it u (mgm

_3 or gm
_3)    (7)

Fig. 5의 a와 b는 Chl-a 알고리즘에 대한 RPD 및 RD

의 해수 유형별 분포 특성을 나타내며 c와 d는 SPM 알

고리즘에 대한 RPD 및 RD의 해수 유형별 분포 특성을

나타낸다. Chl-a 알고리즘의 경우 대부분이 GOCI 추정

값이 현장관측 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blue circles)

SPM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과소 추정(red

circles)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해수 타입에 따라 오차

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에

는 7번 유형인 세 가지 성분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

만 과소 추정되었으며 대부분의 해역에서 과대 추정되

Rr s (490)
Rr s (555)

Rr s (490)
Rr s (555)

xgoci
_ xin s it u
xin s i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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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results for the Chl-a and SPM algorithm performance.



는 결과를 보였다. 부유물질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물질

이 동시에 나타나는 연안 해역인 4번과 5번 해수 유형

에서는 과대 추정되었으며 나머지 유형에서는 모두 과

소 추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Chl-a은 거의 대부분

의 해역에서 과대 추정됨을 의미하고 SPM은 연안 해역

에서는 과소 추정되며 동해, 동중국해, 남해 및 황해 외

해역에서는 SPM의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경우 과대 추정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RPD 값은 그 정점의 농도 값에

비례하는 백분율 값이기 때문에 RPD 값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실제 값이 매우 적은 경우 그 차이 값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과대 추정된 Chl-a 값의 경우

최대 오차 값이 500%가 넘는 매우 큰 오차가 발생되었

지만 실제 차이 값인 RD를 이용하여 확인해본 결과 오

차 값은 1 ~ 2 mg/m3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백분율

오차(RPD) 보다는 실제 값 오차(RD)의 차이가 더 큰 의

미를 갖는다.

큰 값의 RD 오차는 주로 과소 추정되는 결과에서 나

타났다. Chl-a의 경우 경기만 연안 안쪽의 한강 하구역

정점에서 가장 크게 발생되었으며, SPM의 경우 목포 연

안 해역의 SPM의 농도가 매우 높은 탁한 해역에서 가장

크게 발생되었다. 3장 1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경기만

과 목포 연안 해역은 모두 서해 연안에 위치하는 탁도

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서 SPM과 DOM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비슷한 해양환경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알고리즘

성능은 경기만의 경우 Chl-a 알고리즘의 과소 추정 값이

많았으며 목포의 경우 SPM 알고리즘의 과소 추정 값이

많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두 해역의 환경 특

성이 미세하게 다름을 의미하고 비슷한 연안 해역이라

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두 해

역에서의 표층 부유 입자의 기원 암석을 알아보기 위한

XRD 분석 결과, 두 해역의 주요 기원 광물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각 해역의 주요 기원 광물은 경기만 연안 해

역의 경우 석영(Quartz), 암염(Halite), 사녹니석(클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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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ve percentage difference (RPD in %) and relative difference (RD in mg/m3 or g/m3) for chlorophyll (a and b, respectively)
and SPM (c and d, respectively) algorithms. (blue circle: overestimated difference, red circle: underestimated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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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어, Clinochlore), 백운모(Muscovite) 등 주로 밝은 색

상의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목포 연안 해역의 경

우 버라우나이트(Beraunite), 베르리나이트(Berlinite), 흑

연(Graphite), Ushkovite 등 어두운 색상의 광물들로 구

성되어 있었다(Table 1). 이러한 색상의 차이는 해수 중

에서의 해색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기여도에 따른 알고리즘 성능 변화

식물 플랑크톤과 부유물질 및 용존 유기물질의 광학

적 기여도 변화에 따른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

하여 aph, aSPM, aDOM의 기여도를 10% 간격으로 나누어 현

장관측 농도 값과 GOCI 표준 알고리즘으로 분석된 농

도 값 간의 상관도(R), 평균 제곱근 오차(RMSE), 기울기

(slope)에대한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Table 2와 3은 aph,

aSPM, aDOM의 기여도 변화에 따른 SPM과 Chl-a 알고리즘

의 통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 40%’는 전체 샘플 중

에서 기여도가 40% 미만인 자료들을 의미하며, ‘> 40%’

는 반대로 전체 샘플 중에서 기여도가 40% 이상인 자료

들을 나타낸다. 전체 자료들은 40 ~ 80% 구간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경우에 따라서 40% 미만에 속

하는 자료들이 매우 많을 경우 20%까지 확장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aph 기여도의 경우). aSPM 기여도의 경우

80% 이상에 포함되는 샘플들이 전체 자료의 수(ch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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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assumption for the origin minerals related with the XRD analysis

Origin minerals Coastal area of Mokpo Coastal area of
Gyeonggi Bay

Station ID B03 B05 B08 C03 C05 J03 TS01 FA03 GB10

Halite ○ ○

Clinochlore-1Mllb ○ ○

Muscovite-1M ○ ○

Silicon Chloride ○

Vantasselite ○

Beraunite ○

Potassium manganese oxide hydrate ○ ○ ○

Berlinite ○ ○ ○ ○ ○ ○ ○

Whitmoreite ○ ○ ○ ○ ○ ○
ALPO4-31 ○

Magnesium Acetate ○ ○
Magnesium Oxide Acetate Hydrate ○ ○ ○ ○

Magnesium Acetate Hydrate ○ ○

Ushkovite ○

Iron Magnanese Phosphorus Sulfide ○ ○
Phosphorus sulfide ○ ○

Graphite-3R ○ ○ ○



205개 샘플, SPM: 207개 샘플)에 비하여 20 이상 많은 차

이를 보였기 때문에 90%까지 확장하여 분석하였으며,

aph 기여도의 경우 40% 이상의 자료가 13개이고 50% 기

여도 이상일 경우의 샘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 50% 구간을 분석하였다.

SPM 알고리즘의 경우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을 경우(aSPM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90%인 경우), R

값은 0.80이고 RMSE 값은 24.48 정도의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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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al analysis for SPM algorithm according to the stepwise contribution of aph, aSPM, aDOM
SPM algorithm
aSPM contribution

< 40% < 50% < 60% < 70% < 80% < 90% > 50% > 60% > 70% > 80%
R 0.9611 0.9071 0.9101 0.9059 0.8470 0.7952 0.9310 0.9445 0.9532 0.9789

RMSE 1.2917 4.5380 5.4930 5.3788 18.2062 24.4766 39.3225 42.3782 44.7383 50.5054
slope 0.8182 0.5784 0.5282 0.5508 0.3804 0.3573 0.4316 0.4389 0.4369 0.4309

sample No. 106 127 139 146 181 206 80 68 61 26
aDOM contribution

< 40% < 50% < 60% < 70% < 80% > 40% > 50% > 60% > 70%
R 0.8865 0.8346 0.9100 0.7992 0.7958 0.8886 0.9780 0.9922 0.9981

RMSE 33.0815 28.0046 7.1063 25.0056 24.7027 2.7273 1.0464 1.0480 1.3660
slope 0.4041 0.3812 0.5155 0.3569 0.3545 0.7799 0.8460 0.8925 0.7671

sample No. 114 161 192 202 207 93 46 15 5
aph contribution

< 20% < 30% < 40% < 50% > 20% > 30% > 40%
R 0.8817 0.8282 0.8053 0.7972 0.9190 0.9823 0.9950

RMSE 27.0280 27.8236 25.5162 24.8227 21.4444 5.9750 0.7596
slope 0.4562 0.3767 0.3610 0.3555 0.2892 0.5799 1.5565

sample No. 115 161 194 205 92 46 13

Table 3.  Statistical analysis for Chl-a algorithm according to the stepwise contribution of aph, aSPM, aDOM
Chl-a algorithm
aSPM contribution

< 40% < 50% < 60% < 70% < 80% < 90% > 50% > 60% > 70% > 80%
R 0.8629 0.6606 0.6310 0.6138 0.5433 0.5022 0.7103 0.9785 0.9819 0.9909

RMSE 2.7278 7.4945 8.2439 8.0501 7.2528 6.8176 5.5493 1.5984 1.5826 1.6239
slope 0.9401 0.3469 0.2911 0.2879 0.2725 0.2569 0.7525 1.7653 1.7304 1.6281

sample No. 104 125 137 144 179 204 80 68 61 26
aDOM contribution

< 40% < 50% < 60% < 70% < 80% > 40% > 50% > 60% > 70%
R 0.6957 0.5708 0.5226 0.5080 0.5003 0.8933 0.9809 0.9959 0.9986

RMSE 8.8495 7.6553 7.0428 6.8845 6.8019 2.3061 1.0590 0.8759 1.0389
slope 0.3357 0.3144 0.2730 0.2611 0.2560 1.2864 0.9814 1.2484 1.4536

sample No. 115 161 191 200 205 90 44 14 5
aph contribution

< 20% < 30% < 40% < 50% > 20% > 30% > 40%
R 0.9473 0.6649 0.5262 0.5032 0.7449 0.8364 0.9781

RMSE 1.5167 4.2611 6.9963 6.8349 10.0670 12.1368 2.5744
slope 1.6105 0.5666 0.2685 0.2588 0.3070 0.3249 1.5405

sample No. 114 157 192 203 91 48 15



SPM의 기여도가 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0.80 ~ 0.98의

높은 상관도(R) 값을 보였으나 RMSE 값은 기여도에 따

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aSPM의 기여도

가 70% 이하로 낮은 경우 RMSE가 5 g/m3 이하로 작게

나왔으며 80% 이상의 샘플들이 포함될 경우 RMSE 값

이 20 g/m3 이상으로 크게 나왔다. 또한 기여도가 작은

자료를 제외한 경우인 50% 이상부터 80% 이상인 경우

까지 점점 증가할수록 오차의 값은 50 g/m3 이상으로

매우 크게 증가됨을 보였다. 즉 SPM의 영향을 많이 받

을수록 상관도는 좋지만 오차 값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SPM 기여도 값이 50 ~ 70%

사이에서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SPM 알고리즘에 대한 DOM의 영향은 기여도 값이

40% 이상일 경우 좋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기여도 값이

낮은 샘플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

도(R)와 높은 RMSE 값을 나타냈다. aph 기여도의 변화

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R 및 RMSE 값을 보이는 것을

보아 aph의 기여도는 SPM 알고리즘에는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Chl-a 알고리즘의 경우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을 경우(aSPM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90%인 경우), R

값은 0.50이고 RMSE 값은 6.82 정도의 값을 보였다. aSPM

의 기여도가 60% 이상으로 다소 높을 경우 좋은 상관도

(0.9785)와 낮은 RMSE(1.5984) 값을 보였다. 하지만 이

경우 상관도의 기울기 값(slope = 1.7653)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보아 Chl-a 값이 과추정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로 Fig. 5-a에서 aSPM의 기여도가 60% 이상인 3번 유형의

해수에서는 Chl-a 값이 거의 모두 과추정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hl-a 알고리즘에 대한 DOM의 영향은 SPM

알고리즘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aDOM의

기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두 알고리즘 모두에서 1.0

이상의 매우 좋은 상관도 값(Chl-a 알고리즘: 0.8933,

SPM 알고리즘: 0.8886)을 보였으며, 낮은 RMSE 값(Chl-a

알고리즘: 2.3061, SPM 알고리즘: 2.7273)과 1에 가까운

기울기값(Chl-a 알고리즘: 1.2864, SPM 알고리즘: 0.7799)

을 보였다. aph의 기여도는 20%보다 낮을 경우 Chl-a 알

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R = 0.9473, RMSE =

1.5167, slope = 1.6105).

Chl-a와 SPM 알고리즘 모두 식물 플랑크톤, 부유물

질, 용존유기물질 중에서 부유물질의 변화에 가장 민감

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여도가 50 ~ 70%

사이에서 변할 때 오차의 값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SPM의 기여도 값 60%를 전후 분

리된 자료를 이용한 상관도 분석 결과를 Fig. 6에 나타

내었다. 점선 부분이 기여도가 60% 미만인 자료들에 대

한 삼각 다이어그램에서의 분포 및 현장관측 값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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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l-a and SPM algorithm verification according to the 60% of aSPM contribution.



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실선 부분이 반대의 경

우인 기여도가 60% 이상인 자료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Chl-a와 SPM 알고리즘 모두다 60% 미만일 때

보다 60% 이상일 경우 더 좋은 상관도 값을 보였는데,

그래프에서 60% 이상의 자료들이 더 응집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1 라인에서 많이 벗어

나며 큰 RMSE 오차를 보이고 있었으며, 심지어 Chl-a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현장관측 값을 거의 반영하지 못

하고 일정한 값을 추정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의 알고리즘이 SPM의 기여도가 높을 경우 그 성능이 매

우 저하됨을 의미하며 SPM 알고리즘에는 과소 추정되

는 영향을 주었으며 Chl-a 알고리즘에는 과대 추정되는

영향을 주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해 세 가지

대표적인 해수 구성 성분의 고유 광특성 자료인 aph, aSPM,

aDOM을 이용하여 광학적 해수 특성을 해역별로 분석하

였으며 이에 따른 Chl-a 및 SPM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

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해, 남해, 동중국해, 황해 외해

역이 DOM과 식물 플랑크톤의 기여도가 높은 비슷한

분포 패턴을 나타냈고, 이와는 다르게 목포 및 경기만

연안 해역은 SPM과 DOM의 기여도가 높은 분포 패턴

을 보였다. Chl-a 알고리즘의 경우 대부분이 GOCI 추정

값이 현장관측 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세 가지 성분

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만 과소 추정되고 대부분의

해역에서 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SPM 알고리즘

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연안 해

역인 4번(식물 플랑크톤과 DOM)과 5번(DOM과 SPM)

해수 유형에서는 과대 추정되었으며 나머지 유형에서

는 모두 과소 추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백분율 오차 값이 아닌 실제 절대 값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Chl-a과 SPM 모두 과소추정 될 때 훨씬 더 큰 오

차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각각 경기만의 한강 하구와 목

포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었다. 경기만과 목포 연안 해

역은 모두 부유물질의 함량이 높은 매우 탁한 해역으로

광학적 해수 특성은 유사하게 나왔지만 알고리즘 성능

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경기만의 경우 Chl-a 알고리즘

이, 목포 연안 해역의 경우 SPM 알고리즘의 성능이 낮

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각 알고리즘 별로 연안

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임을 나타낸다.

해색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분

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형태, 사이즈 분포, 구성 성분의

차이, 농도의 값의 범위(dynamic range), 다른 구성요소

와의 광학적 상호 작용에 대한 오차 등 매우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

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오차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고 이에 따른 알고리즘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경기만과 목포 연안 해역의 경우 대표

적인 해저면 지질 구성 성분이 모래 (sand - 경기만)와 진

흙(mud - 목포 연안 해역)으로 다르며, XRD 분석을 통

해 얻어진 기원 광물 추정 결과 경기만은 밝은 광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포 연안 해역은 어두운 광물로 구성

되어 상이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

가 해색 및 해양 환경분석 알고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적 차이 이외에도 현장 자료 획득 시 발생되

는 오차도 간과할 수 없다. Chl-a의 경우 측정 방법에 따

라 차이가 발생되며(Moon et al., 2014), 같은 방법을 사용

하더라도 여과지 분쇄 여부에 따라 최대 76 % 정도 과

소 추정될 수 있다(Jang and Park, 2015). 본 연구에서는

분광광도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긴 하였으나 여과지 분

쇄 과정을 생략하였기 때문에 위성자료에 비해 현장

Chl-a 값이 다소 낮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

다. 기존의 국내 다른 연구들도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

게 위성자료보다 현장 관측 값이 과소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기는 하지만 (Yoo et al., 2000; Suh et al., 2001), 이 부

분의 오차도 식물 플랑크톤의 크기나 종조성 등에 따라

다르고, 기타 다른 부유물질 등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여과지에 유착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추정

하기 어려우며 추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입자 사이즈, 성분, 값의 범위 등의 많은 요소들의 영

향을 고려하여 정확도 높은 해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경험적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알고리

즘 개발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해

당 해역에서만 정확도가 높고 다른 해역에는 잘 맞지 않

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herent Optical Properties and Ocean Color Algorithms Around the Korean Waters

–485–



반분석적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여

전히 특정 해역에 국한되는 단점이 있다(Carder et al.,

2004; Devred et al., 2005; Garcia et al., 2006; Gitelson et al.,

2008). 따라서 매일 한 시간 간격의 자료를 제공하는

GOCI로부터 한 번에 모든 해역을 분석할 수 있는 범용

적인 통합 알고리즘이 필요한 지금, 현재로서는 각각의

환경 특성을 갖는 해역에 맞도록 개발된 알고리즘들을

스위칭 등의 방법을 통해 해역별로 제한적으로 적용하

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토대

로 해역별로 해수 환경 특성에 맞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해역을 구분하는 근거 있는 경계 값이 산출된

다면 한반도 주변의 모든 해역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스

위칭 알고리즘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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