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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ational 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NMSC) has produced Sea Surface Temperature
(SST) using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COMS) data since April 2011.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new regional COMS SST algorithm optimized with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area based on the Multi-Channel SST(MCSST) method and made a composite SST using polar
orbit satellites as well as the COMS data. In order to retrieve the optimized SST at Northwest Pacific, we
carried out a colocation process of COMS and in-situ buoy data to make coefficients of the MCSST
algorithm through the new cloud masking including contaminant pixels and quality control processes of
buoy data. And then, we have estimated the composite SST through the optimal interpolation method
developed by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NIMS). We used four satellites SST data
including COMS, NOAA-18/19(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18/19), and GCOM-
W1(Global Change Observation Mission-Water 1). As a result,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the composite
SST for the period of July 2012 to June 2013 was 0.95 ˚C in comparison with in-situ buoy data.
Key Words : MCSST, Composite SST, COMS, NOAA, GCOM-W1

요약 : 국가기상위성센터(NMSC)는 2011년 4월부터 천리안 위성(COMS) 해수면온도자료를 생산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 해수면온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북서태평양 지역에 최적화된 해수면온도 산출 알고

리즘 및 정지궤도와 극궤도 위성의 해수면온도 자료 합성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

화된 천리안위성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천리안 위성 자료와 부이(Buoy) 해수면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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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은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중

요한 메커니즘의 하나로, 기상 및 기후변화와 기상시스

템을 연구하고 예측하는 수치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Reynolds and Marsico, 1993; Stark et al., 2007).

해수면온도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

는 관측 자료중의 하나로써 기상, 기후 및 해양모델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하고 정

확한 해수면온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해수면온도는 부이와 선박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

로 관측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관측지점의 개수가 모

델의 해상도에 비해 부족하며, 관측 지점위치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자료를 이

용한 해수면온도 산출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미 기후 및 수치예보 모델

에 활용되고 있다(Stark et al., 2007).

현재 기상청에서 수치예보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UM(Unified Model)은 OSTIA(Operational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Analysis) 합성해수면온도를경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OSTIA는 극궤도 위성의 광학 센

서 (NOAA/AVHRR;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MSG/SEVIRI; Meteosat Second Generation/Spinning

Enhanced Visible and Infrared Imager 등)와 마이크로파 센

서(Aqua/AMSR-E; Aqua/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EOS, TRMM/TMI;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TRMM Microwave Imager 등), 그리고 해상관측

자료(Ships, drifting and moored buoys)를이용하여만든합

성장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수치예보 모델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료이다(Stark et al., 2007). 그러나OSTIA

자료는 전 지구의 합성장으로 중위도의 해양과 동해 중

앙부에서 관측되는 쿠로시오 -오야시오 (Kuroshio-

Oyashio) 열전선과 아한대전선(Subpolar Front)의 특징

(Park et al., 2007)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전 지

구의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합성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

공 받는데 있어 지연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에서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인근 해역 특성이 반영된 합성 해수면온도를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 위성 기상

자료처리 시스템인 CMDPS(COMS Meteotological Data

Processing System)을 통하여 해수면온도자료를 서비스

해오고 있다. 이 해수면온도 자료는 15분 간격의 실시간

으로 산출이 되고 있으며 1일, 5일 그리고 10일 평균장이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균장은 천리안 위성 해수면

온도 자료만을 이용하여 만든 평균장이기 때문에 구름

이 있는 영역에서 관측 공백이 발생하며 알고리즘의 정

확도가 타기관의 정확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

다(COMS SST Bias:1.1 K; NMSC 2012, MTSAT-2 SST Bias:

0.37 to 0.2 K; JMA 2012). 따라서본연구에서합성해수면

온도 알고리즘 산출하기 위해 기존의 천리안 해수면온

도 알고리즘을 개선 및 북서태평양 지역에 최적화하였

으며,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직수신되는 정지 및 극궤

도 위성을 이용한 합성해수면온도를 산출하였다. 2장에

서는 현재 위성센터에서 운용중인 천리안 해수면온도

알고리즘의 기술 및 한계점에 대해 다루었으며, 3장과 4

장에서는 천리안 해수면온도 개선 및 북서태평양 해역

에 최적화된 알고리즘과 결과를, 그리고 5장에서는 합성

해수면온도 산출 방법과 결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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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에 최적화된 회귀계수를 산출 하였으며, 정확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구름 및 기타 오염 화소 제거와

부이자료의 품질검사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북서태평양 지역에 최적화된 천리안

위성 해수면 온도와 극궤도 위성(NOAA-18/19 and GCOM-W1) 해수면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합성해수면

온도를 산출하였다. 합성 방법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개발한 합성해수면온도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적용하

였다(NIMR ,2009).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안위성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위성 및 부이 자료를 사용하였고, 합성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2013

년 6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합성 해수면온도와 부이 해수면온도 자료를 비교한 결과 0.95 ˚C의 평균

제곱근 오차(RMSE)를 나타냈다.



2. 기존 천리안 해수면온도 알고리즘

국가기상위성센터는 2011년부터 천리안 위성을 이

용한 해수면온도 산출물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지

만 자료의 정확도 및 광학 센서의 한계점으로 인해 수치

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본 장에

서는 천리안 해수면온도 알고리즘 방법과 수치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천리안 해수면온도 알고리즘

천리안해수면온도알고리즘은지표면의정보를산출

하기 위해 천리안 위성의 적외채널4개(4 km)와 가시채널

1개(1 km) 중 윈도우 채널인 10.8 μm 와 12.0 μm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산출방법으로는식(1)과같은다중채널회귀

분석법(MCSST; Multi-Channel Sea Surface Temperature)을이

용하였다(Prabhakara et al., 1974; McMillin, 1975; McClain,

1985).

         MCSST = a1T4 + a2(T4
_ T5)

                          + a3((T4
_ T5)(secθ _ 1) + a4             (1)

여기서 T4와 T5는 천리안 위성의 4번과 5번 밴드의 휘

도 온도로 중심파장이 10.8 μm 와 12.0 μm이며, θ는 천리

안위성천정각이고 a1, a2, a3, a4 는회귀계수이다. 회귀계

수는 위성 궤도상 실험(IOT;In Orbit Test)및 안정화 기

간 이후 3개월 동안(2011년 4월~6월) 천리안 위성의 전

구영역(-81 ~ 81 ̊ N, 47 ~ 209 ̊ E) 자료와부이해수면온도

관측자료를이용하여계산하였다. 회귀계수를산출할때

구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정확한 위성의 밝기온도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Table 1과 같은 구름 제거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해수면온도의주·야특성을반영하기위

해 주간과 야간을 분리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여명기에

발생되는가시채널의오류값을감소시키기위해태양천

정각 65 ˚를기준으로낮과밤을분리하였다. 이방법으로

계산된회귀계수와위성의휘도온도값을이용하여해수

면온도를 산출하며, 이때 구름화소를 제거하기 위해 천

리 안 위 성 기 상 자 료 처 리 시 스 템 (CMDPS; COMS

Meteorological Data Processing System)에서 산출되는 구름

탐지(Chung et al., 2006) 자료를 사용하는데 해수면온도는

구름에민감히반응하기때문에추가적인구름탐지과정

을 거쳐야 한다. 권운에 의해 오염된 화소를 제거하기 위

해중심파장이 10.8 μm 와 12.0 μm 인채널의휘도온도차

이를 이용하고 경계 값은 10.8 μm 값에 따라 동적으로 변

화를 주었다(Zavody et al., 2000). 그리고 비정상적인 값을

제거하기 위해 월별 해수면온도 기후자료를 사용하였다

(NMS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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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eliminating cloudy or partly-cloudy pixels of COMS

Description Note
Is reflectivity of channel 1 smaller than 6 %? Day
Is standard deviation of channel 1 reflectivity in 3 × 3 pixel area smaller than 0.5 %? Day
Standard deviation of channel 4 brightness temperature in 3 × 3 pixel area is smaller than 1 ˚C? Day, Night
Standard deviation of channel 5 brightness temperature in 3 × 3 pixel area is smaller than 1 ˚C? Day, Night
Is satellite zenith angle smaller than 65 degree? Day, Night
Channel 4 brightness temperature of regarding pixel is larger than _3 ˚C? Day, Night
Channel 5 brightness temperature of regarding pixel is larger than _3.5 ˚C? Day, Night
The difference of maximum and minimum channel 1 reflectivity in 3 × 3 area is smaller than 3 %? Day
The difference of maximum and minimum channel 4 brightness temperature in 3×3 pixel area is smaller than 3 ˚C? Day, Night
The difference of maximum and minimum channel 5 brightness temperature in 3 × 3 pixel area is smaller than 3 ˚C? Day, Night
Is the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channel 4and 5 larger than 0 ˚C and smaller than 6 ˚C? Day, Night
Is the collocated buoy SST larger than _2 ˚C and smaller than 35 ˚C? Day, Night
Is the difference between SST_guess calculated using the coefficient derived from RTM simulation and collocated buoy
observation larger than _4 ˚C? Day, Night

Is the difference between buoy observed SST and the climate SST smaller than 3 ˚C? Day, Night
Is the difference between SST_guess and the climate SST larger than _4 ˚C? Day, Night
Is the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channel 4 and 5 smaller than dynamic cirrus test threshold? Day, Night



2) 천리안 해수면온도 알고리즘의 한계점

천리안 해수면온도는 천리안 위성 L1B자료와 부이

관측 자료를 이용한 선형 회귀 식을 통해 산출된다. 따

라서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회귀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서 최소 1년간의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2.1절에

서 기술하였듯이 현재 천리안 위성 해수면온도의 회귀

계수는 3개월 동안의(2011년 4 ~ 6월) 자료만을 이용해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최소 1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갱

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천리안 해수면온도는 전구 영역

(-81 ~ 81 ˚N, 47 ~ 209 ˚E)자료를 이용해 계산되어서 북

서 태평양 해역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서

태평양 해역의 합성장을 산출하기엔 한계가 따른다. 또

한, 천리안 해수면온도는 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부

이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계수를 산출하였기 때문

에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천리안 해수면온도

의 정확도는 Bias 1.1 K로(NMSC, 2012) MTSAT-2 해수

면온도의 정확도 Bias: 0.37 to 0.2 K(JMA, 2012)보다 낮

기 때문에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다.

Fig. 1(A)는 2011년 4월 18일 천리안 위성 해수면온도

영상이고 (B)는OSTIA 영상이다. 천리안위성은 광학센

서 이기 때문에 구름이 존재하면 지표정보를 관측 할 수

없다(Fig. 1(A)). 따라서 현재 기상청 수치모델의 경계자

료로 사용되고 있는OSTIA자료와 비교하여 관측의 공

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1(B)).

3.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안 해

수면온도

본 연구에서는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안

해수면온도산출 알고리즘을 산출하기 위해 천리안 해

수면온도 알고리즘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적용하였

다. 첫 번째로는 회귀계수 산출에 사용되는 부이자료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천리안 평균 해

수면온도 자료를 이용한 구름 및 기타 오염화소 제거 방

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북서태평양지역에 최적화된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9 ~ 53 ˚N, 77 ~ 176 ˚E 영

역의 천리안 위성자료와 부이자료를 이용하여 회귀계

수를 산출하였다.

1) 부이 관측자료 품질 검사

MCSST 방법은 회귀식을 이용하여 해수면온도를 산

출하는 방법으로, 산출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정확한 회귀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정확한 회귀계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회귀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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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MS and (B) OSTIA sea surface temperature image on 18 April 2011[unit: ˚C].

Fig. 2. Time series of sea surface temperature of buoy
observation data. Buoy station number of under figure
is 22574(30.9 ˚N, 149.6 ˚E), and below figure’s station
number is 21535(43.8 ˚N, 148.3 ˚E) [unit: ˚C].



품질이 중요한데, 부이는 해수에 표류하는 관측 장비로

써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30.9 ˚N, 149.6 ˚E에

위치한 22574번 표류 부이의 경우 해수면온도가 나흘

동안 일정한 값으로 관측 되었고, 43.8 ̊ N, 148.3 ̊ E 에 위

치한 21535번 표류부이의 해수면온도 또한 2011년 8월

6일 00UTC부터 17UTC까지 일정한 값으로 관측되었

다.(Fig. 2)

이렇듯 해양에서 표류하는 장비는 수시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측 후 품질검사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영역의 부이자료 특성이 반

영된 품질 검사 방법을 제안한 Ahn et al. (2006)논문을

응용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 지

점에서 하루 동안 관측한 횟수가 10회 이상인 지점의 자

료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로 하루 동안 일정한 값을 나

타내는 자료는 제거하였다. 세 번째로 해수면온도의 일

변화가 3 K이하인 지점 자료를 사용하였고, 네 번째로

1일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3배 이하인 자료를 사용

하였다. 그리고 해수면온도의 단기적 변동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5일 동안의 표준

편차가 2 K 이하인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5일 동안 해

수면 온도의 정규분포에서 m(평균) ± 3 σ(표준편차) 이

내인 값을 사용하였다. 이를 적용한 결과는 4장에서 종

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2) 구름 및 기타 오염 화소 제거 방법 개선

구름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얇은 구

름이나 수증기, 에어로졸 등으로부터의 오염이 존재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 해수면온도에 비해 온도가 낮

게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구름 및 기타 오염화소를 추

가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기후 평균장 자료와의 온도 편

차를 이용하거나 공간 균질성 검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Saunders et al., 1988). 그러나 이는 해양의 국지적인 현상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

점이 있다. 따라서 천리안 위성자료의 평균장과의 편차

를 이용하면 단기간(약 10일)으로 변화되는 표층의 해수

면온도를고려할수있다. 이때해양의비열은육지에비

해 크기 때문에 10일 동안 수온의 변화가 크지 않고 실시

간(15분 간격)으로 산출되는 해수면온도에 비해 오차의

영향이 작아 공간적으로 균질 하게 산출된다(Fig. 3).

따라서 식(2)와 같이 해수면온도의 10일 평균장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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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verage COMS sea surface temperature for (A) real time, (B) one day, (C) five days
and (D) ten days. Color bar show temperature range -5 ˚C (violet) to 35 ˚C(red) [unit: ˚C].



시간 산출 값의 아노말리(Anomaly) 검사를 수행하여 구

름 및 기타오염 화소를 제거 하였다.

          Anomaly(x,y) = | SST(x,y) _ SST(x,y) |            (2)

SST(x, y)는 x,y좌표의 10일 평균 해수면온도이고

SST(x,y)는 x,y좌표의 실시간 해수면온도 값이다. 여기

서 10일 평균 해수면온도는 식 (3)으로 계산된다.

                 SST(x,y) = SST(t,x,y)                   (3)

식(3)에서 N은 평균 하고자하는 기간으로 본 연구에

서는 10일로 하였으며, 아노말리가 1.5 ˚C 이상의 화소

를 구름 및 기타오염 화소로 정의하였다.

4.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안 해

수면온도 결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북서태평양 해역에 위치한 약

50개의 표류부이(Drift bouy)와 OSTIA 합성장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검증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

까지로 하였다. 표류부이자료는 기상청에서 GTS로 수

신 받은 자료를, OSTIA는 기상청 현업모델(UM)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Fig. 4는 기존의 천리안 위성 해수면온도와 본 연구를

통해 개선한 결과를 부이 관측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밀

도분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밀도의 범위는 1 ~ 100

개 화소이다. 1개 이상 10개 미만의 화소는 회색으로, 10

개 이상부터 100개 이상의 화소는 노란색에서 붉은색

으로 표시하였다. Fig. 4(A)는 기존의 천리안 해수면온

도이고, Fig. 4(B)는 3.1장에 기술한 방법으로 부이의 품

질검사를 수행한 결과 이며, Fig. 4(C)는 3.1장의 부이의

품질검사와 3.2장의 구름 및 기타오염된 화소를 제거한

결과이다. Fig. 4(A)를 보면 전체적으로 강한 음의 편의

(Bias)를 보이며, 3.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이자료

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부이와 위성의 해수면온

도 편차가 20 ˚C이상 차이나는 비정상적인 값들이 보

인다. 따라서 3.1장에 제시한 방법으로 품질검사 과정을

1
N∑_N

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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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buoy and improved COMS SSTs. (A) is operational COMS SST. (B) is result of applying new
quality control test of buoy data. (C) is result of optimized COMS SST in Northwest Pacific (applying new
contaminant pixels screening method and buoy quality control test). Color bar is show density of temperatures.

Fig. 5 (A) Weather map, (B) COMS IR image by 10.8 μm(red box is subpolar front area) and (C) COMS VIS
image by 0.6 μm for 00UTC 4 April 2011(reference: KMA).



거친 부이자료를 이용한 사용한 결과 Fig. 4(A)에서 나

타난 비정상적인 값들이 상당부분 제거 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기존의 천리안 해수면온도와 비교하여 편의

(Bias)는 -1.59 ˚C에서 -0.97 ˚C, 평균 제곱근 오차(RMSE)

는 3.15 ˚C에서 2.25 ˚C로 정확도가 향상되었다(Chung et

al., 2012). Fig. 4(C)는 부이 품질검사와 구름 및 기타오염

화소를 제거한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안 해

수면온도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기존의 천리안 해수면

온도와 비교하여 편의(Bias)는 -1.59 ˚C에서 -0.52 ˚C, 평

균 제곱근 오차(RMSE)는 3.15 ˚C에서 1.25 ˚C로 Fig. 4(A)

에서 나타난 강한 음의 편의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영상 분석을 통하여 쿠로시오-오야시오 열전

선과 아한대전선의 관측 여부와 개선된 구름 및 기타 오

염화소를 탐지한 결과이다. 영상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서 고압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맑

아 아한대 전선이 명확하게 관측되고(Fig. 5(B)의 붉은

박스) 북서태평양 해역에 구름이 존재하여 구름 탐지결

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다(Fig. 5). Fig. 6은

열전선과 아한대 전선의 관측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천

리안 해수면온도와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

안 해수면온도 그리고OSTIA의 해수면온도 분포를 나

타냈다. 그 결과 OSTIA에 비해 천리안 해수면온도와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안 해수면온도에서

열전선 및 아한대전선이 명확하게 관측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6).

다음으로, 구름 및 기타 오염화소를 제거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OSTIA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Fig. 7).

OSTIA는 이전 36시간동안 합성한 해수면온도 자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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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a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A) OSTIA for 4 April 2011. (B) Operational COMS SST and (C) The optimized COMS
SST in Northwest Pacific for 00UTC 4 April 2011. Color bar show temperature range(-5 ˚C to 35 ˚C) [unit: ˚C].

Fig. 7. Difference of COMS SST and OSTIA, (A) and (B) are show results of COMS SST and optimized
COMS SST in Northwest Pacific for 00UTC 4 April 2011, respectively. Color bar show difference
temperature value range -5 ˚C to 5 ˚C[unit: ˚C].



고 천리안 해수면온도는 순간 관측되는 위성의 밝기 온

도로 산출하는 자료로써 방법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자료이나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해수면온도

의 평균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검증 자

료로 활용 하였다. 붉은색일수록 천리안 해수면온도가

OSTIA에 비해 높게 산출된 것이고 파란색일수록 천리

안 해수면온도가OSTIA보다 낮게 산출된 것이다. 천리

안 해수면온도는 적외 자료만을 이용하여 산출하기 때

문에 약 1 ~ 2 m 깊이에서의 온도(skin temperature)이고

OSTIA는 해수면온도가 약 10m 깊이의 온도(foundation

temperature)이기 때문에 천리안 해수면온도와 OSTIA

의 차이는 약 -0.5 ~ 2 ˚C 정도 발생 한다(Peter Minnett

and Andrea Kaiser-Weiss, 2012). 그러나 기존의 천리안

해수면온도의 편차는 -5 ~ -0.5 ˚C 범위의 값이 상당부

분 존재한다(Fig. 7(A)). 그러나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

화된 천리안 해수면온도는 이러한 음의 편차가 일부 개

선된 것을 알 수 있다(Fig. 7의 붉은 박스).

5 해수면온도 합성장 산출

1) 합성장 산출 방법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위성기반 해

수면온도 자료를 수치예보, 해양감시 등 여러 분야에 활

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온도 합성장을 산출하였다. 국가

기상위성센터 해수면온도 합성장은 앞에서 기술된 북

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안 해수면온도를 비롯

하여 극궤도 기상위성인 NOAA/AVHRR와 GCOM-

W1/AMSR-2를 사용 하였으며, 각각의 주요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합성 방법은 국립기상과학원(NIMS;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의 해수면온도 합성장 알고리

즘을 응용하였다. 이 방법은Gauss-Markov 이론에 근거

하여 정지 및 극궤도 위성의 해수면온도를 물리적으로

합성하는 것이다(Guan and Kawamura, 2004)(식 (4)).

                   SSTbland = CA_1(Ø _ W) + W                     (4)

C는 교차상관 행렬, A-1은 자기상관행렬, Ø는 센서의

해수면온도 그리고W는 센서의 가중평균 이다. 여기서

교차상관행렬(C)은 식(5)와 식(6)로 계산된다.

                      C(r) = (1 _ r2)exp(_ )                        (5)

                   r2 = ( )2 + ( )2 + ( )2                     (6)

식(5)에서 L과 T는 중심 화소를 기준으로 합성하고자

하는 공간 및 시간의 한계치이고, Δx와 Δy 그리고 Δt는
추정하고자 하는 화소와 합성하고자 하는 위성의 화소

의 위경도 거리와 위성관측시간의 편차이다. 본 연구에

서 L과 T는 1 ˚와 5일로 하였다. 그 다음, 중심 화소를 기

준으로 L과 T거리 내에 있는 센서별 해수면온도의 교차

상관계수가 높은 25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상관행

렬과 가중평균을 구한다. 여기서 가중평균(W)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NIMS, 2009).

                               W = wiTi                                (7)

                                wi =                                  (8)

이때, ε2은 각 센서의 해수면온도와 부이해수면온도

의 평균 제곱근 오차(RMSE) 값을 이용하였는데, 산출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이며 영역은 UM 지

역모델 영역과 동일하며(9 ~ 53 ˚N, 77 ~ 176 ˚E), 그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 해수면온도를 산출하며, 합

성장 영역은 UM 지역모델 영역이며 자료의 산출 주기

는 1일이다.

2) 합성해수면온도 결과

r2

2

Δx
L

Δy
L

Δt
L

∑25
i

1/є 2
i

∑4
i1/ε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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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tellite SST data used for blending
Satellite
/Sensor

COMS
/MI

NOAA
/AVHRR-18,19

GCOM-W1
/AMSR-2

Orbit Geostationary Polar Polar

Channel 10.8 μm,
12.0 μm

10.8 μm,
12.0 μm 6 GHz

Spatial resolution 4 km 1 km 50 km

Observation time
around Korea

Peninsula
Every 15 min 3~4/day 1/day

Table 3. Weighting values for blending satellite SSTs

Satellite
/Sensor

COMS
/MI

NOAA-18
/AVHRR

NOAA-19
/AVHRR

GCOM-W1
/AMSR-2

Weight 0.28 0.22 0.23 0.27



합성된 해수면온도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연

구 영역에 위치한 약 50개의 표류부이(Drift bouy)와

OSTIA합성장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검증 기간은 2012

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로 하였다.

Fig. 8에서 왼쪽 그래프는 편의(Bias)를 오른쪽 그래프

는 평균 제곱근 오차(RMSE)를 나타낸 것이다. 붉은색

그래프는 기존의 천리안 해수면온도의 결과(국가기상

위성센터 제공)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합성해수면온도

의 결과이다. 여기서 실선은 위성 해수면온도와 부이 자

료를, 점선은 위성 해수면온도와OSTIA 합성장을 비교

한 것이다. 부이자료와 검증한 결과 편의는 -1.25 ˚C에서

-0.33 ˚C로 평균 제곱근 오차(RMSE)는 2.16 ˚C에서 0.95

˚C로 개선되었으며, OSTIA 합성장과 비교한 경과 편의

(Bias)는 -1.2 ˚C에서 -0.3 ˚C로 평균 제곱근 오차(RMSE)

는 1.85 ˚C에서 0.85 ˚C로 개선되었다. 합성해수면온도

의 계절적 경향성을 보기 위해 부이 자료를 이용해 계절

별로 분석한 결과, 봄철(3월 ~ 5월) 평균 제곱근 오차

(RMSE)는 0.89 ˚C이고 편의(Bias)는 -0.40 ˚C, 여름철(6월

~ 8월) 평균 제곱근 오차 (RMSE)는 1.26 ˚C이고 편의

(Bias)는 -0.42 ˚C, 가을철(9월 ~ 11월) 평균 제곱근 오차

(RMSE) 0.88 ˚C이고 편의(Bias)는 -0.26 ˚C, 겨울철(12월

~ 2월) 평균 제곱근 오차 (RMSE)는 0.78 ˚C이고 편의

(Bias)는 -0.23 ˚C로, 가을과 겨울철이 봄과 여름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Fig. 9는 2012년 7월 5일 합성 해수면온도 이미지영상

으로 공백지역 없는 합성 해수면 온도가 산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포함한 북서

태평양의 특성이 반영된 합성해수면온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천리안 해수면온도 자료는 이러한 지

역적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

인 인공위성 해수면온도 자료의 정확도와 비교하여 다

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광학센서의 한계로 인해 구름

지역의 해수면온도를 산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 해수

면온도를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 하고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선된 천리안 해수면

온도와 극궤도 위성(NOAA-18/19, GCOM-W1) 해수면

온도를 이용하여 합성해수면온도 자료를 생산하였다.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안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해당 영역의 천리안 위성 자료와 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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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COMS SST(red) and blended SST(blue) validation results for July 2012 to Jun 2013. The solid line
is the result of validation using buoy and the bashed line is the result of validation using OSTIA.

Fig. 9. The blended SST using SST by COMS, AVHRR-18,
AVHRR-19 and AMSR-2 on 5 July 2012[unit: ˚C].



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회귀계수를 계산하였으며, 정확

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구름 및 기타 오염화소를 탐지

하기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부이자료의 품질검사 과정

을 수행하였다.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안 해

수면온도를 부이자료와 비교 검증한 결과, 편의(Bias)는

-0.52 ˚C, 평균 제곱근 오차(RMSE)는 1.25 ˚C로 나타나

기존의 천리안 해수면온도의 정확도인 편의(Bias) -1.59

˚C, 평균 제곱근 오차 3.15 ˚C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였다(검증기간 2011년 4월 ~ 2012년 1월).

북서태평양 해역에 최적화된 천리안 해수면온도와

극궤도 위성(NOAA-18/19, GCOM-W1)자료를 이용한

합성장을 생산하기 위해 각 센서의 특징을 고려하여 합

성하는Guan and Kawamura(2004)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편의(Bias) -0.33 ˚C, 평균제곱근오차(RMSE) 0.95 ˚C

를 보였으며, 봄·여름철(Bias -0.41 ˚C, RMSE 1.08 ˚C)에

비해 가을·겨울철(Bias -0.25 ˚C, RMSE 0.83 ˚C)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검증기간: 2012년 7월~ 2013년 6월, 검

증자료: 부이). 이러한 계절적 의존은 인공위성 자료로

부터 해수면온도를 산출 할 때 해양 피층과 그 아래층 사

이의 수온 차이에서 비롯되거나(Park et al., 2008), 봄철의

황사와 에어로솔 등에 의한 오염과 여름철 태풍 및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인해 상층의 얇은 구름을 탐지하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보다 장기간의 자료와 GPM

(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과 같은 신규 마이크로

파 위성자료를 포함하는 합성해수면온도를 생산하여 오

차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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