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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과제

고유번호
PE98781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0.01

~2012.12
단계 구분 1단계 3차년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기본연구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연구기반 지원 및 운영사업
세부과제명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1단계)

연구책임자 박영제

3차년도

참여연구원수

총  : 92명

내부: 29명

외부: 63명

3차년도

연구비

정부: 1,736,000천원

기업: 천원

계 : 1,736,000천원

(1단계)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수

총  : 248명

내부: 95명

외부: 153명

총

연구비

정부: 4,935,244천원

기업: 천원

계 : 4,935,244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위탁연구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303

■ 연구개발 목적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주관운영기관으로서 해양위성센터 임무수행 및 해양위성자료 품질 향상과 신규 위

성 해양환경분석기술과 관련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통한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 1-3차년도 연구수행 내용

<1차년도>

- 해양위성센터 IOT 지원 및 시험 운용

- 정지궤도 해양위성 정규 운영(I)

- 운영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보수(I)

- 위성자료 배포서비스(I)

- 해양위성센터 시스템 문제점 분석 및 개선(I)

- 신규 위성 해양환경분석 소요 기술분석 및 개발(I)

- 위성상태정보(COMS TM)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I)

<2차년도>

- 해양위성센터 주요시스템 보완사항 연구(II)

- 천리안 해양위성 지상국 시스템 기능고도화(II)

- 신규 위성 해양환경분석 기술 개발(II)

<3차년도>

- 해양위성센터 주요시스템 기능 강화(I)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분석기술 고도화(I)

- 다중위성 복합 활용연구(I)

- 신규 위성 해양환경분석기술 개발(III)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해양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천리안 위성,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해양위성자료처리시스템, 위성자료 배포 서비스

영 어

KOSC(Korea Ocean Satellite Center), Functional Improvement of KOSC, 
COMS(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GOCI(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DPS(GOCI Data Processing System), GOCI data 
distribu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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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해양위성센터는 2010년 6월 27일 발사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주관운영기관으로 지정되

어 자료의 수신, 처리, 배포 및 검․보정, 활용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유일의 해양위

성 전문 운영기관인 해양위성센터는 초기의 기술습득을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하고 정

확한 자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성 운영 및 검․보정 기술을 포함하는 해양위성센터의 기

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세계유일의 하루 8회 측정된 영상은, 정확하고 신속

한 자료 제공을 통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의 환경변화 감시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적조 등의 

해양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천리안 해양위성 자료는 해양 

분야 외에도 대기, 기상, 육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

인 활용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과 더불어 자료처리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검정된 자료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기간

(1차년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차년도)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3차년도)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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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차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명 등)

1차년도
(2010년)

◦해양위성센터 IOT 지원 및 시험 

운용

◦해양위성센터 실시간 자료처리시스템 궤도상시험
(IOT) 수행

◦IOT를 통한 시스템 시험운용 결과 및 개선사항을 
정리한 보고서 작성

◦정지궤도 해양위성 정규 운영(I)

◦GOCI 위성 표준자료 생산/관리 (수신/처리/관리,

8회/일) 수행
◦GOCI 센서 보정(In-Orbit Radiometric Calibration)

수행
◦해양위성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보수(I)

◦2011년에 소요될 추가 자료저장공간(50TB) 확보
◦자료 처리 및 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수행, 관련 

보고서 작성

◦위성 자료 배포 서비스(I)

◦해양위성센터 통합위성 자료서비스 시험운영 수행
◦GOCI 및 기존 위성자료(NOAA, MODIS 등) 배포

서비스 수행

◦해양위성센터 시스템 문제점 분

석 및 개선(I)

◦효율적 자료처리를 위한 HW&SW의 전반적인 문
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자료처리/저장 능력/용량, 속도, 보안 이슈
- IMPS 및 GDPS SW의 자료처리 coding 및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개선점 파악

◦신규 위성 해양환경 분석 소요 

기술 분석 및 개발(I)

◦GDPS 접목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검토/분석
- 대기보정기술의 개선점
- 해양환경분석 기술 개선
- 해양환경 부가 가치 자료 서비스 개발

◦위성상태정보(COMS TM)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I)

◦위성 상태정보(COMS TM)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2차년도
(2011년)

◦해양위성센터 주요 시스템 보완

사항 연구 (II)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주요 지상국 운용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성능 향상 연구 수행

◦천리안 해양위성 지상국 시스템 

기능고도화 (II)

◦효율적 자료처리를 위한 HW&SW의 전반적인 문
제점이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시스템 개선

◦신규 위성 해양환경 분석 기술 

개발(II)

◦GDPS 접목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검토/분석 신
규 위성 해양환경 소요 기술 개발

3차년도
(2012년)

◦해양위성센터 주요시스템

기능 강화(Ⅰ)

- 위성자료 저장 스토리지 확보

- GOCI 자료 처리/저장/백업 최적화를 통한 안정적

인 운영

- 위성자료 서비스 개선활동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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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차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명 등)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분석

기술 고도화(Ⅰ)

- 대기보정 알고리즘 오차/안정성 평가

- 표준 산출물에 대한 오차도출

◦다중위성 복합 활용연구(Ⅰ)

- 갯벌 저서생태현장조사, 광학 및 SAR 영상기반의 

생태주제도 작성

-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설계를 위한 입력모

듈 및 시스템 UI개발

◦신규 위성 해양환경 분석

기술 개발(Ⅲ)

- 동중국해 현장조사 및 관련실험을 실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색소 및 식물플랑크톤 군집분석 실시

- 북태평양 혼합층 깊이와 클로로필 계절 변동성

제시

- 위성+해양모델의 과학적 가시화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적합한 알고리즘 개발 및

신규 PP 알고리즘에 대한기술보고서 수정

- POC 추정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 

방안 수립

Ⅳ. 연구개발결과

<1차년도 연구수행 결과>

■ 해양위성센터 IOT 지원 및 시험 운용

해양위성센터는 2010년 7월 13일 15시 16분 43초(KST)에 GOCI 첫 영상 수신을 성공하였

고, GOCI 이중화 내부전자유닛 시스템이 정상임을 7월 13일과 15일 시험에서 확인하였다. 이

후 복사보정 점검과 위치보정 기능시험을 수행하였고 현재 위치보정 관련 파라미터 수정 작

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IOT 관련 주요 시험에 참가하고 유관 기관들과의 회의에 적극 참여

함으로써 IOT 동안 발생한 이슈들을 제기하고 해결하였다. 그리고 IOT를 통한 시스템 시험운

용 결과 및 개선사항들은 매월 월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기록하였다.

■ 정지궤도 해양위성 정규 운영(Ⅰ)

해양위성센터에서는 7월 17일부터 GOCI 위성자료를 매일 8회씩 수신, 처리하고 있고,

GOCI 센서보정(In-Orbit Radiometric Calibration)도 정상 수행하고 있다. 수신, 처리된 모든 

자료들은 주기적으로 백업시스템에 저장되어 반영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궤도상 시험 중 위

치보정 관련 전처리 시스템 테스트 종료가 2010년 11월에서 2011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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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스템의 정규운영도 연기되었으며, Level 2 이상의 표준자료(CHL, CDOM, TSS)의 정상 

처리 결과는 2011년 9월부터 정규 서비스 되고 있다.

■ 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Ⅰ)

2011년 소요 예정인 GOCI 관측자료 저장을 위한 추가 스토리지 70TB가 구축완료 되었

다. 센터 운영 요원 및 관련 유지보수업체들의 시스템 점검 수행은 정기적으로 수행되었고,

관련 사항은 별도 문서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이력을 관리하였다. 스토리지 증설 및 관련 백

업시스템의 확충에 따라 센터 내부네트워크 기반인프라 확충 소요가 정기 점검을 통해 발생

되어 스토리지 연결 SAN 스위치가 추가로 구축되었다.

■ 위성 자료 배포 서비스(Ⅰ)

해양위성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서비스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를 수행

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다양한 자료 검색 기능과 다양한 분배 채널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

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바구니 기능, 검색조건 저장기능 등의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 

밖에 자료 분배 통계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계 서비스와 관리자를 위한 기능이 구현되었

다. 모바일 웹 페이지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용 웹페이지로 분류되고 

일반 사용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관리자는 시스템 모니터링 및 배포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해양위성센터 시스템 문제점 분석 및 개선(Ⅰ)

IOT 동안 해양위성센터의 위성자료 수신/처리 시스템의 네트워크망을 타 시스템들과 분

리하고 방화벽을 상위모드로 상향조정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실시간 위성자료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하여 백업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위성자료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속

적으로 분석, 수정하였다. 이 밖에도 전처리 시스템 검증 및 품질분석 시스템, GOCI 영상품질 

확인 웹기반 시스템, GOCI-해양위성 자료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신규 해양환경분석 기술 개발(Ⅰ)

해양위성센터는 신규 해양환경분석 기술 개발을 위하여 먼저 대기보정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엽록소 농도, 부유물질, 흡광계수, 역산란계수 알고리즘과 수질등급 알고

리즘이 개선되었으며 이것은 GOCI 자료처리시 다양한 해양환경분석 알고리즘 선택을 가능하

게 한다. 그 외 해양자료처리시스템(GDPS)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적

조 경보 지원을 위한 사전 적조분석 알고리즘을 신규 개발함으로써 해양환경 부가가치 자료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었다.

■ 위성상태정보(COMS TM)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Ⅰ)

해양위성센터는 GOCI 내부 온도변화, 위성본체로부터의 안정된 전력 공급, 위성 자세제

어 성능 등 전반적인 위성 상태 체크를 통한 안정적인 GOCI 운영을 위해 위성상태정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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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1년 현재 위성개발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

원과의 상태정보 수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차년도 연구 수행 결과>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분석기술 고도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은 세계 최초로 발사․운영되고 있는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으로 기

존 대기보정 및 영상처리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위성자료와 현장 관측 자

료를 통해 기존 대기보정을 개선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에 적합한 대기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으며, 해양위성자료처리시스템(GDPS)에 접목하였다. 또한, 기존 위성의 스캐닝 촬영방식과 

다른 슬롯캡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슬롯간 시간차에 따른 태양고도의 변화로 슬롯간 편

차가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슬롯간 광학편차 보정연구를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

였다. 향후 보정된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지상국시스템 기능고도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GOCI 센서의 모니터링을 통해 

복사보정 장확도 향상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안정적인 자료 생산을 위해 전처리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처리 기하보정시스템인 INRSM의 재구성을 통하여 실시간 처리,

재처리, 분석용 처리시스템을 분리하였고, 위성자료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자

료처리시스템(GDPS)의 기능고도화를 위해 개선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 9월 사용자에게 

배포용 해양자료처리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위성자료 재생산 및 분석 S/W를 한국항공우주연구

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신된 원시형태 자료를 별도로 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GOCI

자료의 저장 및 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백업정책 개선 및 시스템 개선을 수행하였다.

안정적인 해양위성자료의 처리 및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 

속도, 내외부 전송속도, GOCI자료의 광학적 오차범위 등을 모니터링․분석하고 있다.

■ 신규 위성 해양환경 분석 소요 기술 분석 및 개발(II)

위성을 활용한 해양환경 분석기술 개발을 위해, 타 학술 분야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다음

과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위성을 활용한 갯벌주제도 작성 연구

- 조석이 우세한 반 폐쇄 된 곰소만의 퇴적학적 특성 파악

- 퇴적학적 자료와 인공위성 영상 결합

- 정밀 지형도 및 퇴적물 분포도 작성

- 갯벌 환경과 생물의 분포상관성 LOGIC 개발

- 위성 영상을 활용한 우리나라 갯벌의 생물정보도 작성

• GOCI 식물성 플랑크톤 종분석(PFT) 알고리즘 개발

- 동중국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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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Cs/PFTs 알고리즘 개발

- 항해중 엽록소-a 농도와 광합성특성 연속 관측

- 갯벌 주제도 작성 연구

• GOCI 해양과학기지 검․보정 및 해양수치모델 연계

- 해색자료 검․보정 지원 : 어청도 부이 형광센서의 안정적인 운용 및 현장 관측 자료의 

자료 신뢰성 확보

- 위성자료의 해양예보시스템 활용(운용해양시스템의 입력자료 및 검․보정)

ex) 태풍해일 예측시스템(태풍 중심위치, 최대풍 반경 등), 수색구조, 유류오염, 표층수온,

부유사 등 활용

• GOCI 해양일차생산력 신규 알고리즘 연구개발

- 기존 CHL-based PP 알고리즘의 개선

- IOP-based PP 알고리즘 타당성 검토

- Case-2 해역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현장 관측

• 스마트 천리안 : 위성과 3차원 해양모델의 융합기술 개발

- 우리나라 서해, 남해 연군해 3차원 해양모델의 개선

- 해양위성자료를 이용한 3차원 해양모델링의 정밀도 향상

- 위성자료 활용 SST 예측자료 생산 및 수층 수온 보정

• 북태평양 혼합층 깊이 변동성 및 클로로필 변동성

- 북태평양 혼합 층 깊이 변동성 제시

- 혼합 층 깊이 계절 및 연변동 장기 변동성 연구 수행

• 글라이더를 이용한 GOCI 검․보정 연구

- 자율 주행형 무인 탐사체 검․보정 현장 활용성 평가

- 수중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천리안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정한 표면 유향/유속의 

검․보정을 위한 자료 취득

<3차년도 연구 수행 결과>

■ 해양위성센터 주요시스템 기능 강화(I)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정규운영을 수행하면서 2012년도 위성자료의 수신성공률을 98.9%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9% 향상되었다. 또한 해양위성자료처리 및 관리, 저장시

스템을 개선하여 해양위성센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시스템을 강화하

였다.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위성자료의 배포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1,000여명의 

위성자료 사용자를 확보하였으며, 23개 기관에 준실시간으로 위성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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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분석기술 고도화

위성관측 대기신호 보정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NOAA 등 선진 연구팀과의 협력연구를 

추진하였고, 탁한 해수의 경우 대기보정 기능 개선 등 성능향상을 이끌어냈다. 그 외 적조, 녹

조 등의 특이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각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분석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 다중위성 복합 활용연구(I)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중심의 고해상도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곰소만 갯벌 측선의 퇴적/침

식 조사를 통한 계절별/시기별 퇴적현황을 파악하고, 저서 동물과 환경요인의 공간분포 상관

성 분석을 통해 곰소만 갯벌의 대형저서동물의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표층 최적성 및 노

출범위를 반영한 곰소만 갯벌의 대형저서동물 공간분포도를 작성하였으며, 기존 자료로부터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광역 갯벌 생물 공간정보도의 작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SAR 위성을 이용하여 선박탐지/식별/추적기법의 개발을 위한 정보표출 환경 구

현,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 RADAR와 AIS 데이터의 정보 동시 표출 기술을 개발하였으

며, 유출유 탐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공간적 분포비교, 현장관측자료(풍속, 풍향)을 이용한 유

출유 이동에 대한 해양위성센터의 예측 능력을 향상시켰다.

■ 신규 위성 해양환경 분석기술 개발(III)

위성을 활용한 해양환경 분석기술 개발을 위해, 타 학술 분야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다음

과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식물플랑크톤 크기 및 기능 유형별 생체량 분석 기술 개발

-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 군집구조, 일차생산, 다양성 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의 파악

- 동중국해 대륙붕 수역을 대상으로 PFTs/PSCs 분석기술의 개발

- 동중국해 해양환경특성 규명 및 해양생태계 감시 기반기술 확보

• GOCI 해양일차생산력 신규 알고리즘 연구개발

- 총일차생산(GPP) 알고리즘과 순일차생산 (NPP) 알고리듬의 코드화 및 일차 생산 알고

리듬에 대한 통계 평가 분석

- Inherent Optical Property(IOP)-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광 특성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분석

• 위성과 3차원 해양모델의 융합 및 가시화 기술 개발

- GOCI 부유퇴적물(SSC) 이미지로 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시간별 변화와 월평균 자

료를 추출하여 황해 토사이동 모델의 검증자료와 월별 표층 경계자료 작성

- 해양모델과 파랑모델이 결합된 ROMS-SWAN을 이용하여 목포해역에서 GOCI 시간별 

부유퇴적물 분포를 수치모델로 재현하여 조석에 따른 시간별 부유퇴적물이 이동과 농

도 변화 수치모델 검증

• 북태평양 클로로필 및 혼합층 변동성 연구

- 동한난류에 의한 용승해역에서의 클로로필 분포와 변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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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 이전의 해색 위성 자료로는 파악하기 힘든 1시간 간격의 변화와 500 m 간격의 

상세 공간분포 파악에 GOCI 자료의 유용성 증명

• 위성자료에 의한 연안해양의 입자성 유기탄소 순환 연구

- 현장 관측자료와 기존 알고리즘 결과와의 비교/검증(POC, SPM, TOC, CHL 등)

- 현장 관측자료와 위성자료를 종합하여 황해중부 해역 및 동해 남동부 해역의 POC 물

질수지 계산을 통한 POC 알고리즘 개선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천리안 해양위성 자료는 하루8회의 관측의 장점으로 단기에 변하는 해양 이상 현상의 탐

지에 적합하다. 적조, 녹조, 하천 유출수 감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향후 해양 이상 현상 

자동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천리안 해양

위성은 해색위성으로는 한반도 주변해역을 연구하는데 최적의 위성이다. 엽록소 농도, 유기탄

소 농도, 일차생산력 자료는 광역 해양생태계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며, 현재 미진한 연구 분

야인 해양의 탄소순환에 대한 연구 등이 진전될 경우, 향후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근거 자

료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기 또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해양환경자료는 기후변

동성 및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연구에 활용되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수립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위성기반의 해양자료는 동해의 독도 및 제주도 남해 이어도 주변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해

양영토 주변의 해양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독도 및 이어도 

주변의 해양자료를 국내외 홍보함으로써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이다.

장기적으로는 천리안 해양위성 자료는 타 위성자료와 해양생태계순환모델 기술 및 해양관

측 망 기술과 융합되어 보다 정확한 해양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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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해양위성센터는 2010년 6월 27일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의 주관운영기관으로서, 위성의 운영 및 자료 서비스, 위성자료의 검․보정, 활용 연구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위성의 운영 및 자료 서비스는 위성의 상태 점검에서부터 자료의 수신, 처리, 보관, 배포 서

비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시스템의 성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배포 서

비스는 위성자료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향후에는 운영시스템의 자동화 

효율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위성센터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위성자료처리기술을 확

보함으로써 차세대 정지궤도 위성개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성자료의 검․보정은 위성자료의 서비스 기관에서 담당해야하는 업무로서 현장 관측 자

료와 비교를 통하여 위성자료의 정확도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알고리즘 개선에 피드백하여 

위성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실질적인 활용 및 세계 수준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

성 운영 및 검․보정 등 해양위성센터의 주요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타위성 자료, 특히 고해상도 위성 및 SAR 자료와 연계를 통하여 경제적 환경적 가치

가 높은 갯벌에 대한 감시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은 한반도 주변 해양을 낮 시간 동안 하루 8회 관측함으로써 기존의 

해색위성의 기능에 더하여 해양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적합하다. 적조 발생이나 유류유출 

사고 시 신속하게 발생 위치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엽록소 및 해양 전선 자료는 해수면 온도 등의 자료와 결합하여 특정한 수산자원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으며 검증된 어장 자료는 수산업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근해의 수질 자료는 연안 환경 관리에 유용하며, 수중 가시거리 자료는 군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이다. 이 외에도 천리안 해양위성의 엽록소 자료나 부유물질 자료는 해양 순환 생태

계 모델의 검정 및 자료 동화에도 활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해양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천리안 해양위성 자료는 해양 분야 외에도 황사 등 대기 오염물질 검출, 폭설지역 관측, 식

생지수의 산출 등 대기, 기상 및 육상 분야에도 많은 활용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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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해양위성 자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활용

을 위성센터만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활용 촉진하

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인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수산물, 해양 레저 수요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해양오염, 해양의 안전,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에 대응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양환경 자료를 생산, 제공하므로써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더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리안 해양위성은 유럽 미국 등 위성분야 선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협력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해양위성관측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므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 연구원 고유기능 발전과의 연관성

- 위성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를 통한 위성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활용으로 해양환경 

관리․보전기술 개발

∙ 관련 중장기 연구분야 : 해양방위 및 해양재해 대응연구, 해양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예측 연구

- 기후변화 예측 역량 강화

∙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해양위성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기후변

화 조절 해양지역 확인 및 변동특성 진단에 활용

∙ 관련 중장기 연구분야 : 해양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예측 연구

- 연안재해 대응 기술 개발

∙ 해양위성센터에서 생산된 해양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해일 예측시스템의 실시간 관측

자료로 활용

∙ 관련 중장기 연구분야 : 해양방위 및 해양재해 대응연구, 해양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예측 연구

- 한반도 연근해 해양생태계 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사업을 통한 한반도 연근해 전역 해양환경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관련 중장기 연구분야 : 해양방위 및 해양재해 대응연구, 해양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예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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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의 목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 임무에 충실한 해양위성센터 임무 수행

- 해양위성자료 품질 향상, 신뢰도 및 이용 확산을 위한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 위성자료 수신후 20~30분이내 서비스 가능한 실시간 한반도 전역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

스템의 운영을 통한 해양 재해/재난 정보 서비스 제공

- 장기 기후변화에서 해양의 역할을 규명/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MT(해양과학기술)․ST(우

주항공기술)․I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연구를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 당해연도 주요 연구 목표

<1차년도>

- 해양위성센터 IOT 지원 및 시험 운용

- 정지궤도 해양위성 정규 운영

- 운영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 위성 자료 배포 서비스

- 신규 위성 해양환경분석 소요 기술 분석 및 개발(Ⅰ)

- 위성상태정보(COMS TM)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차년도>

- 해양위성센터 주요 시스템 보완사항 연구 (Ⅰ)

- 천리안 해양위성 지상국 시스템 기능고도화 (Ⅰ)

- 신규 위성 해양환경분석 기술 개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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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연구개발 세부 목표 및 내용

년  차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명 등)

1차년도
(2010년)

◦해양위성센터 IOT 지원 

및 시험 운용

◦해양위성센터 실시간 자료처리시스템 궤도상시험

(IOT) 수행

◦IOT를 통한 시스템 시험운용 결과 및 개선사항을 

정리한 보고서 작성

◦정지궤도 해양위성 

정규 운영(I)

◦GOCI 위성 표준자료 생산/관리(수신/처리/관리, 8

회/일) 수행

◦GOCI 센서 보정(In-Orbit Radiometric Calibration)

수행

◦해양위성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보수(I)

◦2011년에 소요될 추가 자료저장공간(50TB) 확보

◦자료 처리 및 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수행, 관련 

보고서 작성

◦위성 자료 배포 서비스

(I)

◦해양위성센터 통합위성 자료서비스 시험운영 수행

◦GOCI 및 기존 위성자료(NOAA, MODIS 등) 배포

서비스 수행

◦해양위성센터 시스템 

문제점 분석 및 개선(I)

◦효율적 자료처리를 위한 HW&SW의 전반적인 문제

점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자료처리/저장 능력/용량, 속도, 보안 이슈

- IMPS 및 GDPS SW의 자료처리 coding 및 인터페

이스, 알고리즘 개선점 파악

◦신규 위성 해양환경분석 

소요 기술분석 및 개발

(I)

◦GDPS 접목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검토/분석

- 대기보정기술의 개선점

- 해양환경분석 기술 개선

- 해양환경 부가 가치 자료 서비스 개발
◦위성상태정보(COMS TM)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I)

◦위성 상태정보(COMS TM)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2차년도
(2011년)

◦해양위성센터 주요 시스

템 보완사항 연구 (II)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주요 지상국 운용시스템의 기

능 개선 및 성능 향상 연구 수행
◦천리안 해양위성 지상국 

시스템 기능고도화 (II)

◦효율적 자료처리를 위한 HW&SW의 전반적인 문제

점이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시스템 개선
◦신규 위성 해양환경분석 

기술 개발(II)

◦GDPS 접목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검토/분석 신

규 위성 해양환경 소요 기술 개발

3차년도
(2012년)

◦해양위성센터 주요 시스

템 보완사항 연구 (III)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주요 지상국 운용시스템의 기

능 개선 및 성능 향상 연구 수행
◦천리안 해양위성 지상국 

시스템 기능고도화(III)

◦효율적 자료처리를 위한 HW&SW의 전반적인 문제

점이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실제 시스템 개선
◦신규 위성 해양환경분석 

기술 개발(III)

◦GDPS 접목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검토/분석 신

규 위성 해양환경 소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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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연구 동향

1. 천리안 위성 지상국

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위성운영센터(Satellite Operation Center)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운영센터는 기상/해양위성센터와 통신시험지구국이 보낸 임무 

요청을 바탕으로 임무를 계획하고, 명령 송신과 천리안의 상태 확인을 통한 위성 관제를 담당

한다.

기상/해양 탑재체의 원시 관측 자료를 수신하고 상시 백업 처리하여, 기상/해양위성센터에

서 안테나 유지 보수 등으로 원시 자료 획득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전처리된 기상/해양영상을 

전용망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상/해양위성센터의 영상 처리 업무 지원한다. 또한 위성을 통

해 배포되는 LRIT/HRIT 파일을 국가기상위성센터와 동일하게 생성함으로써, 기상청의 요청 

시 바로 위성운영센터에서 생성한 파일을 위성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상시 백업 체제를 

구축하여 일반 사용자들의 위성자료 취득과 활용을 지원한다.

그림 1. 천리안 위성의 국내 지상국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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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성운영센터 구성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위치하는 천리안위성 위성운영센터는 안테나동과 위성운영

동으로 구성된다. 안테나동은 다중대역 안테나와 RF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위성운영동은 운용 

장비 통합감시시스템/무중단 전력공급시스템/출입통제시스템/실시간 위성신호감시․저장 시

스템/저저항 접지시설/처리시스템 및 운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위성운영센터의 위성 운영동(좌)와 안테나 동(우)

그림 3. 위성운영센터 안테나 동에 위치한 다중대역 안테나와 RF 장비

그림 4. 천리안위성 위성관제실과 영상 처리 점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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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운용시스템

(가) 위성관제시스템(Satellite Ground Control System)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내기술로 개발된 위성관제시스템은 그림과 같이 5개의 서

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리안위성 상태의 감시․조정, 정상적 임무수행을 위한 계획․

명령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 관제시스템은 대전 소재 위성운영센터에, 백업관제시스템은 

충북 진천 소재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위치한다.

그림 5. 위성관제 시스템 구성도

▷ 원격명령제어 서브시스템(TTC : Telemetry, Tracking and Command Subsystem)

- 위성과의 S 밴드 및 L 밴드 통신을 위하여 직경 13미터 안테나와 각종 RF(Radio

Frequency)장비로 구성

- 365일 24시간 내내 위성 상태를 감시해야 하므로 주요 장비는 Hot Redundancy(상시 백

업) 구성

▷ 실시간운용 서브시스템(ROS : Real-time Operations Subsystem)

- 위성이 보내오는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위성으로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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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계획 서브시스템(MPS : Mission Planning Subsystem)

- 기상위성센터와 해양위성센터의 사용자들이 웹 기반의 임무계획시스템에 접속하여 임무 

요청을 하면 위성운영센터에서 수집하여 위성체 및 기상/해양/통신 탑재체의 임무 계획

을 수립

▷ 비행역학 서브시스템(FDS : Flight Dynamics Subsystem)

- 우주공간에서 정지궤도위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과 달의 인력과 지구 비대칭 중력

장 등의 영향으로 정해진 궤도를 조금씩 벗어나게 되므로, 주기적으로 이를 보정하기 위

한 위치유지조정(Station-keeping Maneuver) 및 위성 궤도 결정/예측, 자세 안정화 계획 

수립

▷ 시뮬레이터 서브시스템(DSSS : Dynamic Satellite Simulator System)

- 위성의 동작 상태를 S/W로 모사

- 각종 시험과 운영자 교육에 사용되며 위성 장애 원인 분석과 위성 상태 예측에 이용

그림 6. 임무계획 서브시스템(좌) 및 시뮬레이터 서브시스템(우)

(나) 송수신자료전처리 시스템(Image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System)

천리안위성 기상 및 해양자료의 수신/처리를 위한 이 시스템은 기상 및 해양영상자료에 실

시간 방사 및 기하보정 수행한다. 이것은 해양위성센터와 기상위성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 

자료로써 생산되고, 기상청의 요청이 있을시 지상에서 전처리된 기상, 해양 영상물과 기타 부

가가치자료들은 국제 권고 자료인 LRIT/HRIT(저속/고속자료 전송 형식) 형태로 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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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상청 - 국가기상위성센터(KMSC; Korea 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

그림 7. 국가기상위성센터 관제실

(1) 국가기상위성센터 연혁

- 1970. 12. ESSA-8, NOAA 영상수신시스템 구축-운영

- 1978. 4. 중앙기상대 관측국 위성기상과 신설(10명)

- 1979. 4. GMS-1 위성영상 수신(LR fax 영상)

- 1987. 12. 위성기상부로 확대 개편(수신과, 분석과 신설, 정원 21명)

- 1998. 1. 중국 최초 정지궤도기상위성(FY-2)자료 수신

- 2002. 5. 유럽정지궤도위성(Meteosat-5)자료 수신 및 분석

- 2003. 9. 천리안위성 개발 착수

- 2004. 10. 미국(NOAA, GOES), 중국(FY-1, FY-2), 유럽(Meteosat-6)의 위성자료 수신 및 

활용

- 2005. 2. 일본정지궤도위성(MTSAT-1R) 수신시스템 구축

- 2006. 11. 유럽기상위성센터(EUMESAT)와 MoU 체결

- 2007. 5. 웹 기반 위성영상분석시스템 현업적용 및 METOP 위성분석활용시스템 개발

- 2008. 8. 국가기상위성센터 청사 준공

- 2009. 4.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3팀, 43명)

- 2010. 6. 천리안위성 발사

(2) 조직

(가) 위성기획팀 : 기상위성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성

개발 및 위성과 관련된 각종 연구(우주기상, 수치예보지원기술과 기후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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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응용)를 수행하고, 기상위성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나) 위성운영팀 : 천리안위성 및 외국위성의 자료를 수신, 처리, 분배, 저장 및 관리하

고, 지상국시스템과 위성관측스케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다) 위성분석팀 : 위성자료로부터 구름, 태풍, 황사, 안개 등 분석자료를 생산하여 기

상예보를 지원한다. 위성자료를 분석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기후-환경-

수문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위성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

는 국내외 사용자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3) 기상자료처리 시스템(CMDPS)

2003년부터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된 CMDPS는 기상현상뿐 아니라 해수면과 지표면

온도 등 총 16종의 기상환경정보를 제공한다. CMDPS 산출정보는 일기분석 및 일기예보를 위

한 수치모델의 확도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분석 

및 예측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림 8. CMDPS 주요 산출물

(4) 지상국 시스템

2008년에 구축된 지상국은 위성자료의 송수신, 처리, 분석, 분배, 저장을 위한 11개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리안위성과 외국위성의 자료수신, 처리 및 분배가 지상국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천리안위성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성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수

신하고 있는 외국위성 자료는 총 13종으로 극궤도위성 NOAA 15, 17, 18, 19, FY-1D와 정지궤

도위성 MTSAT, FY-2D, 지구관측위성 Terra/Aqua, TRMM, DMSP, METOP, WindSa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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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천리안 위성 지상국 운영

그림 10. 국외 위성자료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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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성자료 분배 및 서비스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위험기상 조기탐지 및 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내․

외부 위성정보검색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 이 시스템들은 위성자료 이용자들이 웹을 통하여 

위성자료 및 위성정보에 손쉽게 접근하여 신속․정확하게 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 사용자들은 천리안위성 자료 분배 시스템(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천리안위성

의 관측자료 및 위성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1.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자료 서비스 시스템

(6) 위성자료 저장

위성자료의안정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 대용량 저장장치 및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성자료저장시스템 구성

- NAS 95TB

- SAN 90TB

- Tape library 208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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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동향

가.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발사 성공 및 위성자료 서비스 개시

- SeaWiFS/MODIS 등 국외 위성자료만 활용하고 있었으나, 천리안 위성 발사 성공, 사용자

그룹 형성, 해양위성센터 구축 등을 통해 해양위성자료 활용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 기존 하루 1~2회 관측이 가능한 국외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하루 8회 

관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위성의 발사 성공 및 정지궤도 위성영상 특화 

처리시스템의 운영 성공으로 정지궤도 해양위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해양 원격탐사분

야(특히, Ocean Color 분야)에서 국제연구의 선도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적으로 위상이 

상승하고 있음.

나. 해양위성센터의 구축 및 운영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주관 운영기관으로서 해양위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성자료

의 품질향상을 위한 검보정 연구, 국내 활용역량 증대를 위한 활용연구 지원 등 위성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다.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시스템 개발 및 배포

- GOCI로부터 관측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해양환경 분석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천리

안 해양관측위성 해양자료처리시스템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2003년부터 7년간 총

사업비 40억원 규모로 국내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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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연구 동향

1. 미국

-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기관인 미국 환경위성정보처(NESDIS)에서 독자적으로 이용자 기

술지원을 수행함. NESDIS의 경우 위성운용부서(OSO)와 위성자료처리 및 배포부서(OSDPD)를 

두고 있음. OSDPD는 이용자들을 위해 환경위성자료 및 분석 자료를 생산/배포하고 있는 위

성자료 수신시설을 운영․관리 감독함

- 지구관측위성운용을 위해서 37백만불(약 518억원), 분석자료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해 27백

만불(약 370억원), 위성자료의 품질 및 사용가능성 향상을 위해 25백만불(350억원), 위성

자료보존을 위한 자료아카이빙시스템에 3백만불(42억원)의 예산(2004년 기준)을 할당하고 

있음

2. 유럽

- 유럽연합 우주청(ESA)의 경우 지구관측 위성인 ENVISAT의 위성운영시설(FOS)과 위성자료 

수신시설(PDS)을 별도로 운영. 이용자 그룹에 따라 위성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3. 일본

- 일본 우주항공기구(JAXA)의 경우 지구관측연구센터(EORC)를 통해 위성자료에 대한 검증 

및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성자료의 품질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매년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위성자료의 

품질이 안정화되면 업데이트 주기를 1.5~2년으로 늘리기도 함. 위성활용기술의 개발을 위

해 외국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위성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AMSR-E의 경우)

4. 중국

- 독자적으로 해양관측위성(HY-1)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으로 국립해양위성응용센터(NSOAS/

SOA)를 두고 있음. 3개의 자료수신지상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성자료의 처리 및 배포,

활용 등 역할을 수행함

5. 기술 수준

-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영 이후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정지궤도 해양관측 위성 개발이 잇따르고 있음

예) 미국(NASA) : GEO-CAPE, 유럽(ESA) :　GEO-Oculus

- 자국 정지궤도 해양위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해 해양위성센터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체계 구

축 추진

예) 프랑스:　KORDI-CNES,　미국:　MEST-NASA, 유럽연합 : Coast Color meeting 등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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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위성 궤도상 시험 지원

1. 궤도상 시험(In Orbint Test; IOT) 공동 수행

천리안(COMS)은 2010년 6월 27일 06시 41분(한국시간)에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약 2주후 목표궤도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 아스

트리움사와 함께 공식적인 궤도상 시험이 7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탑재체의 본격적인 테스트에 앞서 위성체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테스트가 선 수행되고 7

월 13일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이 첫 번째 촬영을 하고 해양위성센터가 이를 정상 수신

함으로써 GOCI의 본격적 IOT는 시작되었다. 궤도상 시험은 지상에서 수행된 테스트 결과들

과 궤도상 위성 수행능력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상태로 위성 정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12. 천리안 위성 및 해양관측위성 IOT 일정

가. 해양관측위성 상세 IOT 수행 일정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을 주관 운영하는 해양위성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프랑스 아스

트리움사와 함께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중화로 설계된 GOCI 센서가 정상 작동을 하는지

에 대한 기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이후 광학적 보정작업인 복사보정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

고, 약 6개월간 기하보정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위성 발사 전, IOT는 2010년 12월까지 마

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계획보다 약 2개월 지연됨에 따라 2011년 2월에 최종 종료되어 

약 8개월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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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일 정 비 고

6/27(06:41) 발사

6/27(07:19) 천리안 위성-지상국 교신 성공

7/03 천리안 위성 궤도상시험 시작

7/12~15 GOCI 기능시험

7/13 GOCI 최초테스트 영상 획득

7/13~24 GOCI 복사보정 기능 시험

7/19

~

12/31

7/19~7/23 GOCI 위치보정 기능시험(OP1)

GOCI

위치보정

8/18~8/21 GOCI 위치보정 기능시험(OP2)

8/21~8/28 GOCI 위치보정 기능시험(OP4)

8/23~9/3 GOCI 위치보정 관련 파라미터 수정(TUN01)

9/6~9/18 GOCI 위치보정 관련 파라미터 수정(TUN02)

9/21~11/22 GOCI 위치보정 관련 파라미터 수정(TUN03, 04)

11/24~12/2 GOCI 위치보정 관련 파라미터 수정(TUN06)

12/6~12/31 GOCI 위치보정 관련 파라미터 수정(TUN07)

7/14 기하보정 모듈 1차 DB 수정

8/11 IOT동안 발생된 이슈 1차 수정(전처리 시스템)

9/14 Antenna Pointing 점검

10/13 GOCI 촬영 스케쥴 KOSC작성 후 SOC 전송 시작

11/29 IOT동안 발생된 이슈 2차 수정(전처리 시스템)

12/8 기하보정 모듈 2차 DB 수정

2011년

1/13 IOT동안 발생된 이슈 3차 수정(전처리 시스템)

1/20~1/27 GOCI 위치보정 최종 수행능력 평가

2/14
GOCI 테스트 결과 최종정리,

IOT동안 발생된 이슈 4차 수정(전처리 시스템)
2/24 FAR

2/28 IOT동안 발생된 이슈 5차 수정(전처리 시스템)

표 1.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IOT 세부 수행 일정

* FAR : Final Accepta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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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OT 주요 테스트

(1) GOCI 기능시험

IOT 중 가장 먼저 수행된 GOCI 기능 시험은 이중화로 되어있는 GOCI 센서의 정상작동 여

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로 향후 GOCI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이다.

(가) 시나리오

① 관측영역 : 한반도 인근 동북아 영역 2,500km×2,500km

② 시간 : 7월 13일과 15일 15시 15분 

③ 방법 : GOCI의 주․부 시스템(IEU-N, R)을 사용하여 양일 각각 관측 영역 촬영

그림 13.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관측 영역

그 결과, 아래와 같이 GOCI의 주․부 시스템은 모두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정확히 목

표 영역을 지향하여 관측하였다. 이는 GOCI 센서 내의 시스템들이 모두 정상임을 의미하고,

8개의 밴드 영상이 모두 수신되어 필터 휠도 정상 구동중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결과

적으로 우주의 시스템뿐 아니라, 지상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의 수신 시스템도 정상

적으로 설계되어 작동함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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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기능시험 결과 1

(좌: 7월 13일, 우: 7월 15일)

그림 15.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기능시험 결과 2-1(주 시스템의 8개 밴드 영상)

그림 16.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기능시험 결과 2-2(부 시스템의 8개 밴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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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CI 복사보정 기능시험

복사보정은 센서의 전기적 특성에 의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암흑전류 교정(Dark Current

Correction)을 거쳐 위성 원시자료(Digital Number; DN)를 원격탐사에서 사용하는 물리량 복

사휘도(Radiance)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본 IOT에서 진행된 복사보정 기능시험은 센서의 전기적 특성실제 궤도상에서의 태양광 확

산기의 감쇄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설정하고, 지상 시험을 통해 개발된 

복사보정 알고리즘을 검․보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세 테스트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GOCI_DRK : Dark signal and dark noise

① 목적 : 궤도상에서의 GOCI 센서 전기적 잡음 특성 파악

② 방법 : 7월 13, 15일 정규 관측 외 복사보정 촬영 수행

Shutter를 닫은 채 High gain에서 노출시간을 증가시켜 dark image 촬영

Shutter를 열고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dark image 촬영

동일한 비디오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16개 슬롯 dark image 촬영

③ 결과 :

Shutter 개․폐는 센서의 오프셋 값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프셋은 

촬영 동안 높은 안정성을 보였으며, 이는 지상시험과 비슷한 결과임

그림 17. GOCI의 주․부 시스템의 평균 Dark Noise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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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궤도상 시험을 통해 재 정의된 결함 픽셀 리스트

(나) GOCI_RRF(Radiance response function)

① 목적 : 복사보정 알고리즘 파라미터(선형 및 비선형 게인) 확인

② 방법 : 7월 16일과 17일의 영상 중 각각 band 1-4, band 5-8 이용

③ 결과 : 비행역학 데이터로부터 태양 각도가 결정되었고, 태양의 이동에 따른 각 

슬롯당 신호 변화는 1%미만으로 나타남(결함픽셀 제외)

최대 5% 편차를 보인 게인 값들은 지상 시험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이 테스트를 통해 추가로 정의된 결함 픽셀은 없음

Band

1 2 3 4 5 6 7 8

Signal variation

over images
<0.7% <0.8% <1% <0.9% <1% <0.9% <0.7% <1.1%

0 pixels with

fitting error
>6LSB >6LSB >6LSB >6LSB >6LSB >6LSB >6LSB >6LSB

Gain difference

versus ground

test

<1% -5% -2.9% +4.3% +2.2% <0.2% <0.2% +5%

Mean Gain 0.496 0.527 0.815 0.991 1.080 0.557 0.929 0.974

Mean alpha -1.050E-08 -1.048E-08 -1.001E-08 -1.004E-08 -1.064E-08 -1.030E-08 -1.001E-08 -0.999E-08

표 2. Radiance response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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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OCI_CAL(Nominal calibration)

① 목적 : 정규 운영 시 수행되는 정규 복사보정 촬영을 위한 검증 테스트

② 방법 : GOCI 주․부 시스템을 이용한 7월 18-21일 복사보정 촬영 시, 태양각도 

및 노출 시간을 달리함으로써 수행하여 복사보정 알고리즘에 적용

③ 결과 : 태양 각도를 34도에서 29도로 변화하고, 입력 복사휘도 변화를 50% 이상 

크게 주었지만 복사보정 결과의 편차는 평균 게인값 대비 0.4%보다 작음

(그 외 결과는 GOCI_RRF 결과와 동일)

획득된 영상은 수신시스템을 통해 정상 수신 후 전처리 시스템에 의해 

정상 처리됨

그림 19. GOCI_CAL 테스트 결과

(라) GOCI_SNR

① 목적 : GOCI의 SNR(신호 대 잡음비) 테스트

② 방법 : GOCI_DRK의 dark signal과 noise 결과 및 GOCI_CAL을 통한 결과 이용

③ 결과 : IOT 계획 단계에서 SNR 산출식 내 


을 으로 수정하였고, 본 테

스트에서 지상 시험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 식의 유효성을 확인(n은 촬영 

이미지 개수)

획득된 영상은 수신시스템을 통해 정상 수신 후 전처리 시스템에 의해 

정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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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Band 1에 대한 SNR 히스토그램 결과

(마) GOCI_DAMD(DAMD acquisition)

① 목적 : 태양광 확산기(Solar Diffuser) 노후화를 모니터링 하는 DAMD의 초기 참

고 데이터 획득

② 방법 : DAMD를 이용하여 보정 영상 촬영 및 알고리즘 적용

③ 결과 : 획득된 영상은 수신시스템을 통해 정상 수신 후 전처리 시스템에 의해 정상 

처리됨

평균 dRho가 거의 100%에 근접한 결과보임.

Band 1 2 3 4 5 6 7 8

Mean dRho 99.1% 98.9% 98.6% 98.7% 99.5% 100.2% 100.1% 102.0%

표 3. GOCI_DAMD 테스트 결과

(바) GOCI_PAR

① 목적 : 각 분광밴드를 이용하여 지구관측을 하기 위한 비디오파라미터 결정

② 방법 : 앞의 테스트 결과들을 이용하여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결과 도출

③ 결과 : 게인값 변화가 IOT 시작 후 3%미만으로 나타나 향후 6개월간 업데이트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GOCI 위치보정 기능 시험

복사보정 기능시험이 완료 된 후 위치보정을 위한 기능 시험이 수행되었다. 위치보정 기능 

시험은 지상 시험에서 설계된 기능들이 궤도상에서 유효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우선 테스트하

고 정확도 높은 위치보정 결과를 위해 각종 파라미터의 최적화 작업(TUN)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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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OCI_GSD(Ground sampling distance)

① 목적 : GOCI 관측영역에 대한 GOCI의 해상도 점검

② 방법 : 설정된 비디오 파라미터 및 슬롯 메커니즘 파라미터를 이용한 FOV 획득

영상의 중심에 해당하는 슬롯의 FOV내에서 몇몇 지점의 GSD 획득

③ 결과 :

그림 21. GEOS 지도 투영법에서의 표준 해상도(좌)와

GOCI L1A의 실제 해상도(우) 비교

(나) GOCI_OVP(Slot Overlap)

① 목적 : 위치 보정 시 슬롯간 공백 형성 유무 확인

② 방법 : 슬롯 맵핑과 프로젝션 방정식을 이용하여 한 슬롯의 동서, 남북방향으로 

인접한 다른 슬롯과의 겹치는 영역 측정

③ 결과 : 테스트 결과, 슬롯간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고, 동서로는 최소 30픽

셀이상, 남북으로는 최소 80픽셀 이상이 인접한 슬롯과 겹치고 있음을 

확인

그림 22. GOCI_OVP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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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OCI_COV(Coverage)

① 목적 : GOCI 관측 영역이 기대하는 관측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

② 방법 : 레퍼런스 랜드마크와 GOCI의 L1A 영역의 매칭

③ 결과 : 영상 내 유효한 랜드마크 수가 충분해야만 GEOS 프레임으로 투영될 수 

있고, GOCI 슬롯 영상들은 이를 만족하여,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그림 23. GOCI_COV 테스트 결과1

그림 24. GOCI_COV 테스트 결과2

(라) GOCI_DUR(Overall image duration)

① 목적 : 전체 영상을 관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측정

② 방법 : 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텔레메트리의 House keeping data로부터 총 소

요 시간 확인

③ 결과 : 텔레메트리로부터 최대 이미지 촬영시간이 1752초(29분 12초)으로 확인되

어 요구조건 30분에 대해 28초의 여유가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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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GOCI_FPP(Focal plane parameters)

① 목적 : GOCI 센서의 초점면 확인

② 방법 : L1A 영상과 GEOS 프로젝션 랜드마크가 가장 잘 일치하는 지점으로부터 

초점면 파라미터를 검증

③ 결과 : 랜드마크에 대한 L1B의 오차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고, 두드러지는 오

류없음

따라서, 현재 INRSM에 사용되는 focal plane 모델은 잘 설계되었으며,

파라미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그림 25. L1B 잔차 계산 결과

(바) GOCI_MTF(MTF profile)

① 목적 : 원시영상의 MTP 프로파일 확인

② 방법 : 밝고 어두운 영역이 명확한 영역에서 두 영역 사이의 sharp transition

patters분석

해안선 구분이 명확한 Band 7, 8영상 이용

③ 결과 : Nyquist 주파수에서 MTF는 0.3을 초과하고, 동서 및 남북방향의 모든 밴

드가 동일한 결과를 보임

Band1-Band5는 IOT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지상 시험에서 

Band 7, 8보다 나은 결과를 보인바 있음 (Band 6은 다른 것들보다 낮

은 결과 지상시험에서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유효 범위 내에 있었음)

영상 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의 signal 프로파일 비교 시 8개 밴드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 지상시험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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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GOCI_MTF 테스트 결과

그림 27. E/W M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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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8개 밴드의 위성 신호

(4) 위치보정 수행능력 최종 점검

2011년 1월 20-27일에 진행된 최종 수행능력 평가는 해양위성센터가 설정한 위치보정 관련 

각 항목별 요구사양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점검으로 정상 운영의 시작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전 여러 기능시험을 통해 GOCI의 기능은 모두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결함 픽셀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각종 파라미터가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최종 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요구사양을 

모두 만족했다.

(가) 테스트 영상 : 2011년 1월 20-26일의 GOCI 전 영상

(나) 결과 : 아래의 그림이 테스트 결과이며, 일주일동안 촬영된 영상들로부터 도출된 

GOCI 실제 위치보정 수행능력 결과는 measurement, 경계치는 spec+meas_err 임

Navigation 항목을 비롯하여 모든 항목이 동서 및 남북 방향에 대하여 

경계치보다 낮아 GOCI 위치보정 수행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임

그림 29. 최종 수행능력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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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위성센터 IOT 주요 성과

해양위성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아스트리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IOT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시험 및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이슈를 제기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GOCI의 예상 수행능력에 거의 근접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

였다.

2010 + 7/13 : 최초 관측시험 참가(KARI)

+ 7/14 : Day 5 - GOCI(side 2) 시험 참가(KARI)

+ 7/17 : Day 7 - GOCI(nominal operation side 1) 시험 참가(KARI)

+ 7/25 : 복사보정 분석결과 중간발표회의 참석(KARI)

+ 7/29 : INR IOT progress meeting 참석(KARI)

+ 8/19 : phase 6 start meeting 참석(KARI)

+ 8/26 : GOCI INR IOT 중간결과 점검회의 참석(KARI)

+ 9/29 : 위성임무계획(Mission) 시험운영 준비회의 참석(KARI)

+ 9/30 : 기관간 위성자료교환시스템(EDES) 시험운용결과 검토회의 참석

(KARI)

.

.

.

2011 + 2/28 : COMS Final Acceptance Review(KARI)

표 4. 해양위성세터 IOT 지원 활동 내역

가. 위성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사전 작업

(1) 모의 운영 시험

해양위성센터는 6월 27일 위성 발사 후, IOT 수행 시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활한 대처함으로써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월부터 발사 전까지 두 달동안 

모의 운영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가) 대상 시스템

이 시험은 위성 신호 수신 후 처음으로 영상 처리가 이루어지는, 복사보정 및 기하보정을 

수행하는 전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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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흐름

수신 시스템은 Spectral Analyzer 및 C&M(Control & Monitoring)을 통해 시스템 이상여부

를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위성 영상이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테스트 데

이터가 MODEM/BB를 통해 전처리 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1. 시스템 모니터링

전처리 시스템의 시스템 오류도 PMM GUI를 통해 대부분 쉽게 인지 가능하나, 하드웨어의 

결함은 운영자가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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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구성

① 시간 동기화

데이터 수신 및 처리를 하는 IMPS 시스템들은 같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

다. 하지만, 운영자가 수동으로 DM, IRCM, PMM1 & 2, INRSM(8대)들이 같은 시간을 가지도

록 시간 동기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해양위성센터가 SymmTime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들이 NTP 서버와 동

기화 되도록 하는 Symmetricom의 SyncServer(NTP server)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의시

험 운용 시에는 데이터 설정시간이 201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IMPS 시스템들을 실제 시간에 

맞추어 테스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애 허용 성을 고려하여 기준 NTP 서버를 NTP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설치하여 기준 NTP 서버만 NTP 서버와 직접 동기화를 하도록 하고, 클라이언트들은 

기준 NTP 서버를 통하여 동기화하는 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성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PMM을 기준서버로 설정하되, 가상 데이터 설계시간이 2011년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제공

하는 NTP 서버와의 동기화는 하지 않았다.

PMM이 KOSC의 NTP 서버와 시간 동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DM, IRCM,

INRSM 들은 오직 PMM 시스템의 시간만을 따르게 된다.

그림 32. 모의 운용 시험 동안 시간 동기화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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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 테스트 결과

① 데이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공한 가상 GOCI 데이터.

(2011-03-22 00:15:20~2011-03-23 00:45:20, 25hr)

② 테스트

NO 시나리오 시스템 현상

1 네트워크 차단

- GDAS와 DM간 문제 발생시, 통합감시제어시스템과 PMM에서 에

러메세지 발생

- PMM 네트웍 차단 시 DM, IRCM, INRSM 상태 모니터링 불가 및 

He5 포맷의 L1B 생성 불가

- 기타 IMPS 시스템들의 네트워크 차단 시, 각 레벨별 위성자료 처

리 불가

2 DM 비정상 종료

- PMM에서 에러메세지 발생 후 자동으로 해당 시간의 위성 데이터 

모두 삭제

- 수신 시작 시 종료되면, 자료입력 제한시간 30s를 경과함으로써,

INRSM 비정상 종료 됨

3
기타 IMPS 시스템 

비정상 종료
- 종료된 시스템을 기점으로 이후 레벨의 영상 처리 불가

표 5. 테스트 시나리오 및 발생 현상

그림 33. 시나리오 2 진행시 PMM상 에러로그 발생 및 데이터 삭제 시작

③ 결과 : 네트워크 불안정이나 DM의 비정상 종료는 KOSC에서 수신 불가능한 상

태를 모의한 것이었다. 이 같은 경우는 각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운영

자가 에러 발생을 비교적 빨리 감지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즉시 시스템을 

재실행함으로써 다음 스케줄의 위성 영상을 수신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

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누락된 위성데이터는 GOCI 자료 백업기관인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전송 받아 재처리함으로써 위성자료 사용자에

게 배포될 GOCI 표준자료는 누락 없이 생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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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영상 처리 시 필요한 보조 자료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

되는데,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부 레벨의 위성자료처리가 불가능하여 시스템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이 또한 PMM상에서 쉽게 에러메시지와 함께 쉽게 인지할 수 있다.

(2) 운영 시스템 개선

(가) 시스템 시간동기화 주기

모의 운영 시험동안 실제 NTP 서버와 싱크 되지 않았던 PMM을 위성 발사이후부터 현재

시간에 맞도록 시간 동기화를 시작하였다. 시간 동기화 후, 가상 데이터를 통한 MODEM/

BB-DM간 시스템 연결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던 작업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① 시간 지연 문제점 발생

가상 데이터는 전송속도가 일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모의 운영 시험 시엔 이미지 레퍼런

스가 정확하게 매 시간 15분 20초에 생성되었다. 하지만 NTP 서버와 실시간 동기화 시작 이

후 이미지레퍼런스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됨을 확인했고, 수차례 재시험되었으나 현상은 동

일했다.

예정 시간 Test 1 Test 2

2011-03-22.00-15-20 2011-03-22.00-15-22 2011-03-22.00-15-19

2011-03-22.01-15-20 2011-03-22.01-15-22 2011-03-22.01-15-19

2011-03-22.02-15-20 2011-03-22.02-15-22 2011-03-22.02-15-19

2011-03-22.03-15-20 2011-03-22.03-15-22 2011-03-22.03-15-19

2011-03-22.04-15-20 2011-03-22.04-15-21 2011-03-22.04-15-18

2011-03-22.05-15-20 2011-03-22.05-15-21 2011-03-22.05-15-18

2011-03-22.06-15-20 2011-03-22.06-15-21 2011-03-22.06-15-18

2011-03-22.07-15-20 2011-03-22.07-15-21 2011-03-22.07-15-18

2011-03-22.16-15-20 2011-03-22.16-15-18 2011-03-22.16-15-15

2011-03-22.17-15-20 2011-03-22.17-15-18 2011-03-22.17-15-15

2011-03-23.00-15-20 2011-03-22.00-15-16 2011-03-22.00-15-13

표 6. 이미지레퍼런스 테스트 결과

② 원인 및 문제 해결

점검 항목 : MODEM/BB의 bitrate 설정 변경, 가상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

으로 이전하여 진행, 가상 데이터의 순결성 검토 등

원인 : PMM-NTP은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하고 있었으나, PMM-기타 IMPS

시스템간 시간 동기화 주기가 1주일로 설정되어 있어, 1주일 동안 

각 시스템들은 로컬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

시스템 내부 시계 속도는 실제 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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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연현상 발생했음

모의시험 운영 시에는 동일한 PMM 내부 시스템시간을 이용하여 

동기화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부 시계를 가진 기타 시스템들과는 시

간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

문제 해결 : 해양위성센터는 PMM을 비롯한 DM, IRCM, INRSM들은 독립

적으로 KOSC의 NTP서버와 동기화를 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고, 동기화 주기를 1분으로 재설정

그림 34. 변경된 시간 동기화 구성도

다행히 이 문제는 해양위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활동에 의해, GOCI 관측이 시

작되기 전인 LEOP 동안 원인이 밝혀졌다. 만약 이 문제가 실제 위성 영상 수신 시 발생이 되

었다면, 예정된 수신 시간외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시스템 오류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그림 35. 시스템 시간 동기화 주기 및 구성 변경 후 정상적 이미지 

레퍼런스 생성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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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OCI 복사보정 개선

IOT의 복사보정 기능시험이 종료된 후, 해양위성센터는 GOCI 영상 처리 결과로부터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전처리 시스템을 검증, 보완하였다.

기존 설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한 복사보정으로부터 생산된 GOCI 영상에서 줄무늬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해양위성센터는 자체 분석 및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전처리 시스템

의 영상처리에 2011년 8월 27일부터 적용되어, 향상된 품질을 생산하며 정상 운용되고 있다.

일 자 일 정 비 고

7/22 User data 1차 업데이트

8/06 User data 2차 업데이트

8/27 User data 3차 업데이트

표 7. 복사 보정 개선 일정

그림 36. GOCI 복사보정 예: 파라미터 영상(좌) 및 알고리즘 개선 전(중)과 후(우)

다. GOCI 위치보정 개선

GOCI 위치보정 최종 수행능력 점검에서 GOCI는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하여 만족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치를 이용함에 따라 각각의 영상에 대한 더욱 정밀한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판단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해양위성센터는 복사보정과 

같이 위치보정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관측위성의 백업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영상 처리 결과와 해양위성센터의 결과가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구름이 많은 

경우의 관측 영상에 대한 위치 보정 결과는 요구사양을 크게 벗어남을 발견하였다.

해양위성센터는 이 결과를 개발사인 프랑스 아스트리움사와 적극 논의하였고, 2월 18일에 

landmark 관련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 DB를 전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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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해양위성센터(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의 영상 비교(빨간선: 표준 해안선)

그림 38. 위치보정 개선 전후 : 좌-개선 전(2010.12.11), 우-개선 후(2011.03.03)

Date 20101211 20110302 20110303 20110304

최소 잔차

X (Long) 0.01 pixel 0 pixel 0 pixel 0 pixel

Y(Lat) 0.01pixel 0 pixel 0 pixel 0 pixel

최대 잔차

X (Long) 6.8 pixel 2.14 pixel 2.29 pixel 2 pixel

Y(Lat) 12.29 pixel 1.17 pixel 1.02 pixel 2.8 pixel

RMSE

X (Long) 4.9 pixel 0.94 pixel 1.16 pixel 0.87 pixel

Y(Lat) 5.6 pixel 0.45 pixel 0.46 pixel 0.83 pixel

Requirement 2 pixel 2 pixel 2 pixel 2 pixel

표 8. 위치보정 전후 GOCI 영상과 해안선 자료 매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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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처리 시스템 개선

해양위성센터는 IOT 전 모의 운영 시험 기간을 통해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시스템 오류와 

함께 이때 생성되는 다양한 에러메세지를 경험하였다. 또한 신규 운영 인력들에게는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 흐름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효율적이었으며, 실제 IOT 동안 위성 운영 경험이 

전무했던 해양위성센터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더불어 전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NO. 개선 상세 내역 요청자

01 IMPS-MSTR-0001-20100709(해양연_GOCI_ImageReference_분석) KOSC

02 IMPS-MSTR-0002-20100716(해양연_영상  LV0 생성 안되는 문제) KOSC

03 IMPS-MSTR-0003-20100716(해양연_영상  Slot11 수신 중 Missing 관련 에러) KOSC

04 IMPS-MSTR-0004-20100725(GOCI_야간촬영SDM으로  인식) KOSC

05 IMPS-MSTR-0005-20100816(GOCI_L1B transfer to GDPS Input) KOSC

06 IMPS-MSTR-0006-20100817(GOCI L1B HDF Header 정보 검토) KOSC

07 IMPS-MSTR-0007-20100908(GOCI_IMPS_Robustness) KOSC

08 IMPS-MSTR-0008-20100912(GOCI_IMPS_ProcessingProgress) KOSC

09 IMPS-MSTR-0009-20100913(UnitOfRadiance_forLv1bHdf) KOSC

10 IMPS-MSTR-0010-20100915(DATS_Status_OnPMMGui) KOSC

11 IMPS-MSTR-0011-20100929(GOCI L1B HDF의 독립적 Conversion Table) KOSC

12 IMPS-MSTR-0012-20101021(GOCI_PMM_Robustness) KOSC

13 IMPS-MSTR-0013-20101110(received 안 붙는  문제) SOC

14 IMPS-MSTR-0014-20101111(VCDU missing과 DMprocess이상) KOSC

15 IMPS-MSTR-0015-20101111(VCDU missing) KOSC

16 IMPS-MSTR-0016-20101115(quick look 이미지레퍼런스 오류) KOSC

17 IMPS-MSTR-0017-20101204(replay PMM 비정상 종료) KOSC

18 IMPS-MSTR-0018-20101213(replay option 에러) KOSC

19 IMPS-MSTR-0019-20101204(L1A 이동 실패) KOSC

20 IMPS-MSTR-0020-20101206(RCmonitor 에러) KOSC

21 IMPS-MSTR-0021-20101223(LV1B_HDF_Contents확인) SOC

22 IMPS-MSTR-0022-20110111(.received 태그 안붙는 문제) SOC

23 IMPS-MSTR-0023-20110125(GOCI_.received_Problem) SOC

24 IMPS-MSTR-0024-20110207(02월 01일 06시 영상 LVO/LV1A 처리 중 문제 발생) SOC

25 IMPS-MSTR-0025-20110207(02월04일06시 영상 LV1A 처리 중 문제발생) SOC

26 IMPS-MSTR-0026-20110128(PMM 스케쥴 오류) KOSC

27 IMPS-MSTR-0027-20110128(INRSM ouput copy 실패) KOSC

28 IMPS-MSTR-0028-20110207(tar 파일 정상 생성 실패) KOSC

29 IMPS-MSTR-0029-20110209(IMPS 일부 데이터 자동 삭제 실패) KOSC

30 IMPS-MSTR-0030-20110209(LOC 미생성) KOSC

표 9. 전처리 시스템 개선 요청 내역

이에 따라 원인 분석이 완료되어 문제 해결 및 수정이 가능한 건에 대한 전처리 시스템 개

선 작업이 IOT동안 총 5회 수행되었고, 그 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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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일 정

2010년
8/11 IOT동안 발생된 이슈 1차 수정(전처리 시스템)

11/29 IOT동안 발생된 이슈 2차 수정(전처리 시스템)

2011년 

1/13 IOT동안 발생된 이슈 3차 수정(전처리 시스템)

2/14 IOT동안 발생된 이슈 4차 수정(전처리 시스템)

2/28 IOT동안 발생된 이슈 5차 수정(전처리 시스템)

표 10. IOT동안 전처리 시스템 개선 수행 일정

3. GOCI와 국외위성과의 영상품질 비교

성공적인 GOCI 위성 발사 이후 GOCI 위성영상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국외 

위성이며 저궤도 해색위성인 대표격인 MODIS영상과 품질을 비교하였다. IOT 기간 동안에는 

GDPS를 통한 2차 생산물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L1B를 가지고 비교해 보았다.

가. GOCI 와 MODIS 영상 비교

MODIS는 미국 NASA에서 개발한 지구관측센서로 1999년 발사된 Terra위성의 MODIS 와 

2002년에 발사된 Aqua 위성의 MODIS 가 있다. MODIS는 이 센서는 36개의 분광밴드가 있으

며 공간해상도는 250m~1000m로 다양하다. MODIS센서는 GOCI가 발사되기 이전 해색 센서

로 대표적으로 활용되어 GOCI센서의  영상품질을 비교하는데 적합하다.

그림 39. GOCI 와 MODIS 분광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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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I와 MODIS의 분광특성을 비교해 볼 때 밴드 중심과 밴드의 폭이 유사하다. 공간해상

도의 경우 GOCI는 500m로 일정한 대 반하여 MODIS는 관측대상을 중심으로 250m에서 

1000m로 다양하다. 육안으로 두 센서의 영상을 비교하기 위해 유사한 파장대와 공간해상도를 

고려하여 동일한 날의 비슷한 시간에 촬영된 GOCI와 MODIS를 비교해 보았다. GOCI는 밴드 

중심 폭이 Red: 680, Green: 555, Blue:412 MODIS는 Red: 645 ,Green: 555, Blue: 469로 밴드 

합성하여 영상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40. 양쯔강 부근(GOCI, 2010/07/31)(좌), 양쯔강 부근(MODIS, 2010/07/31)(우)

육안으로 영상품질을 비교하기 위해 공간해상도는 500m로 동일하게 하였다. 합성된 두 영

상의 분광특성은 유사하게 맞춘 것이기 때문에 색감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탁도 분포는 유사

하게 보이며 오히려 더욱 세밀하게 탁도의 분포를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GOCI의 공간해상도는 500m이다. 공간해상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500m의 

MODIS영상과 비교해 보았다. 비교 방법은 위성영상 분석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ENVI라

는 영상처리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제적으로 거리를 제어 보았다. 동일한 거리를 재었을 때 

포함되는 픽셀수와 거리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센서의 L1B 영상의 Radiance 값을 비교해 보았다. 대표적으로 적색밴드, 녹색밴드,

청색밴드, 근적외선 밴드를 가지고 해양과 육상 각 10개를 표본점을 추출하여 비교해 보았다.

적색 밴드의 경우 GOCI는 중심파장이 680nm인 MODIS는 678nm인 밴드를 비교하였고 녹색 

밴드의 경우 GOCI는 중심파장이 555nm인 MODIS는 555nm인 밴드를 비교하였고, 청색 밴드

의 경우 GOCI는 중심파장이 412nm인 MODIS는 412nm인 밴드를 비교하였으며 근적외선 밴

드의 경우 GOCI는 중심파장이 745nm인 MODIS는 748nm인 밴드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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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GOCI와 MODIS의 공간해상도 비교

　 R(680:678) G(555:555) B(412:412) IR(745:748)

전체 4.5461 7.3838 22.6959 2.1566

해양 2.7806 4.346 23.6113 2.1566

육상 6.3116 10.4216 21.7805 　

표 11. GOCI와 MODIS의 차이평균

두 센서의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는 값이 차이가 났지만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값의 차이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2. GOCI와 MODIS의 Radiance Valu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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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지궤도 해양위성 정규 운영

1. 해양위성센터 운영체계

가. 센터운영체계

그림 43. 해양위성센터 내부 구성도

해양위성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위성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양위성운영팀, 해양위성 기

획․개발팀, 해양위성자료 분석팀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임무를 수행한다. 해양위성센터 운영

팀의 주요 업무는 시스템 모니터링, GOCI 자료 생산․관리․배포, 기반시설 모니터링․관리,

GOCI 임무 관제 등 위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해양위성 기획․개발팀은 

차세대 정지궤도 해양위성의 기획 및 개발,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해양위성자료분석팀은 위성자료 검․보정을 위한 현장관측 및 활용연구지원 등의 임무

를 수행하게 된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양위성센터의 운영, 자료

배포정책 등은 별도의 훈령을 통해 규정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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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관리/ 운영체계

그림 44. 시스템 운영 체계도

(1) 위성시스템 총괄  및 운영관리

각 시스템별로 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 해양위성센터의 위성 정규 운영 업무와 별도

로 각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가) GDAS

위성자료 수신시스템, 9m L-band 안테나와 RF(Radio Frequency)장비를 컨트롤 하며 365일 

24시간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된다.

그림 45. GOCI 수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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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MPS(Image Pre-processing System)

IMPS(Image preprocessing System)는 전처리 시스템으로, 위성에서 수신된 자료가 IMPS 에

서 복사보정 및 기하보정 된다. IMPS 세부 시스템으로는 DM, IRCM, PMM, INRSM이 있다.

① DM (decomposition Module) : Level0

② IRCM (Image Radimnetric Correction Module)

③ INRSM (Image Navigation and Registration Software module)

④ IMPS DB (IMPS Data Base)

⑤ PMM(Product Management Module) : IMPS GUI

그림 46. IMPS 운영(PMM GUI)

(다) GDPS(GOCI Data Processing System)

해양위성자료 처리시스템으로 표준위성자료를 처리하는 S/W이다. 수신된 자료가 전처리시

스템을 통해 기하보정과 복사보정을 수행 후에 GDPS에서 표준해양 분석 자료를 산출한다.

또한, Level2 자료 생성 Level3 자료 생성한다.

그림 47. GDPS에서 산출한 L2영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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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MS 자료관리 시스템 

해양위성 자료관리시스템 (DMS : Data Management System)은 위성자료의 관리, 저장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스토리지와 자료처리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마) EDES (기관간 자료 교환시스템)

기관간 자료 교환시스템은 해양위성센터-국가기상센터-한국항공우주연구원간 자료 전송을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해양위성센터-국가기상센터간 EDES는 해양위성센터가 분석한 

GOCI의 해양분석자료를 위성으로 재전송하여 사용자들이 위성으로부터 수신할 수 있도록 하

기위한 LRIT 영상 자료를 전송한다. 해양위성센터-한국항공우주연구원간 EDES는 LRIT 영상 

자료와 더불어 해양위성센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백업자료를 전송받는 목적으로 

활용 중이다.

(바) GDDS (자료배포시스템)

KOSC Web Server로, 데이터를 배포 및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DMS
Webserver
(Homepage)

User

IDC
(Internet Download Center)

Search/Request Request

Newest/Requested data
Upload

Data Download

EDES

GOCI Image

GOCI Schedule
Radiometric correction coefficient

GOCI LRIT Image

IMC data

Analysis data
GOCI Image

GDAS

IMPS

GDPS

GOCI Raw

L0/L1A/L1B
Radiometric/Geom
etric Correction

GDDS L2/L3/LRIT

DB

GDPS for User
L0/L1A/L1B

L2/L3

그림 48. GOCI 데이터 분배 흐름 및 시스템 구성도

(사) 국외위성관리 시스템 : NOAA, MODIS

NOAA 및 MODIS 위성 직수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국외위성 자료를 수신 및 

처리하고 있다. MODIS 위성시스템은 Terra-1, Aqua-1 EOS 위성에 장착된 MODIS(Mo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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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imgaing Spectroradiometer)센서의 자료를 x-band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료를 2010

년부터 실시간 수신해 왔으며, 육상, 해양, 대기 등의 자료가 산출된다.

L-band 안테나를 이용하는 NOAA 위성시스템은 1996년부터 해양위성센터에서 운영해왔으

며, 현재는 NOAA-16, 17, 18, 19호의 위성자료를 수신한다. 산출물로는 태풍, 식생, 해수면온

도 등의 자료가 산출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MODIS자료의 Ocean color SST와 NOAA자료

의 SST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 49. 국외위성 시스템 구성도

(2) 알고리즘 관리

각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알고리즘 담당자가 이를 분석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실제 IOT기간 동안 이슈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하였으며, GOCI 영상관측을 통한 문제

점 분석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가) Radiometric Calibration

① 다크시그널 및 노이즈에 관한 모니터링수행 및 보정

② Radiance Reponse Function 수행

③ 신호잡음비 SNR(Siganal to Noise ratio)의 분석

④ 궤도상 복사보정을 이용한 Solar Diffuser를 이용한 성능검증시험

(나) Geometric Calib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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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성자료의 성능검증을 통한  결과 제시

② 1단계 LMK(랜드마크) 매칭 후 2단계 이미지 리샘플링 수행하여 지형보정수행

(다) BRDF/Atmosphere Correction

① GDPS의 BRDF, 대기보정 단계의 분석 및 테스트

② SSMM, SSCA, GORDAN등 다양한 대기보정알고리즘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대

기보정알고리즘 보완적용

③ 위성/ 현장 관측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튜닝

(라) l2 자료의 검․보정

위성자료 검․보정을 위한 현장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동중국해, 낙동강 하구, 동해 등 현장

조사를 수행했다. 현장관측 자료에서는 클로로필, 부유물농도, 유기탄소입자, 입자흡광도,

용존유기물, 입자크기분포를 조사하였고, 휴대용분광기를 이용한 광학 관측 자료의 수집도 

수행한다.

(마) GDPS 검증

① L2자료 산출  및 알고리즘 검증 및 수정

② 산출자료의 검증

③ offline시스템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다. 운영계획 수립

(1) 정규 인력 및 백업인력 운영

IOT동안 6명의 운영인력과 1명의 백업 인력으로 운영업무를 수행하였으나, IOT이후 4명의 

정규 운영 인력과 3명의 백업 인력을 편성하여 운영업무를 담당했다.

① 2인 1조의 근무 편성

주간 운영 시 주책임자와 부책임자를 2인 1조로 편성하고, 4명의 정규 인력을 중심으로 매

일 교대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2인 1조 시스템으로, 운영 업무를 비롯한 개인별 업무(출장,

기타 업무 등) 수행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365일 주간근무 체계 수립

위성 운영 업무는 연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운영인력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주간 운영과 달리 주말 및 휴일운영은 주ㆍ부책

임자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일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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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스템 시험운용 결과 및 개선사항 정리

(1) GOCI 운용 일일 기록 대장

IOT 시작과 함께, 정확한 운영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GOCI 운용 일일 기록 대장을 작

성하였다. 2010년 7월 11일부터 작성된 이 기록물은 애초 시스템 이상 유무, 데이터 수신 여

부, SOC로부터 전송되는 SGCS aux파일 수신 여부와 근무일의 이슈사항을 기록하는 정도였으

나, 이후 필요에 따라 GOCI 촬영 스케줄 계획 작성 및 SOC의 확정 파일 수신 여부가 추가되

었다. 그리고 IOT가 종료되고 전처리 시스템들이 안정화됨에 따라, 데이터 수신여부 대신 수

신된 영상 처리 시 문제가 발생된 세부 시스템들에 초점을 맞추어 일일 기록대장을 기록하도

록 재구성하였다. 이것은 GOCI 영상 자료 보유 이력과 자료 및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50. GOCI 운용 일일 기록대장 포맷 변경

(좌: IOT 초기, 중: 미션 스케줄 파일 확인란 추가, 우 : IOT 이후)

(2) 시스템 점검 일지

해양위성센터는 운용 일일 기록대장 외에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해양위성

센터의 전력을 비롯하여 GOCI SD 수신시스템과 해양위성자료 관련 시스템을 매일 점검하고 

이를 각 일지에 기록한다. 이것들은 시스템에 문제발생이 있을 경우 운영 담당자가 그것을 파

악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시스템 운영 및 GOCI

위성 자료 보관에 있어 안정성 향상이란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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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력 및 GOCI SD 수신시스템 점검표

이 일지는 전력과 GOCI SD 수신시스템 점검부로 크게 둘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력 부분은 해양위성센터의 전체에 대한 일반전력 부분과 정전과 같은 비상시 사용하

는 비상전력에 대한 기록을 한다. 수신시스템 부분은 안테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기상

태를 모니터링 하는 AWS(Auto Weather System)의 현황과 각 수신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기

록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51. 전력 및 GOCI SD 수신시스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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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위성자료 시스템 점검 일지

해양위성자료 시스템 점검일지는 GOCI 자료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대한 이

상 작동 여부를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GOCI 수신 후 가장 먼저 처리 작업을 하는 전처리 시

스템을 비롯하여 GDPS,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및 그 관리서버 그리고 각 gateway와 

스위치 등에 대해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52. 해양위성자료 시스템 점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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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간 운영 보고서

앞의 일일 기록물들을 토대로 해양위성센터는 매월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은 

IOT 시작과 동시에 2010년 7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GOCI 자료 수신 및 자료처리 

현황과 운영 관련 이슈들을 요약정리하고, 관련된 상세내역을 기록해둠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53. 해양위성센터 월간 운영 보고서

2. GOCI 위성자료 표준자료 생산 및 관리

가. GOCI 위성 자료 수신 

GOCI는 2010년 7월 13일, 15일에 센서 정상 작동테스트를 시작으로 약 9개월간 IOT를 거

쳤고, 2011년 4월부터 정규운영에 들어갔다. 위성 자료는 매일 8회, 오전 09시 15분부터 16시 

45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30분씩 촬영한다.

그림 54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상국(해양위성센터)에서 정상 수신한 성공률을 주간영

상, 야간영상, 복사보정 영상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IOT에 해당하는 2010년은 정상 수

신율이 주간 영상은 91.8%, 복사보정은 87.3%에 그쳤다. 이것은 위성 센서 및 지상국의 운영

시스템이 아직 안정화되지 못했던 원인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 함께 탑재된 다른 위성들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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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영향, 휴먼 에러 등이 영향을 끼쳤다.

이후 위성 운영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업무의 숙련화로 2012년에는 정상 수신율은 98%이

상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약 2%의 수신 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태양간섭, 위성 자세 

불안정으로 인한 비정상 자료 수신, 수신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

다. 야간 영상은 IOT 기간에만 시험 촬영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센서의 노후화에 미치는 영

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정규운영에서는 촬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림 54. GOCI 정상 수신율

나. GOCI 위성 자료 전처리 

GOCI자료는 수신 후 해양 표준자료를 생산하기 전에 복사보정, 기하보정 등을 처리하는 전

처리 단계를 먼저 거치게 된다. 전처리 시스템은 분해모듈(DM; Decompoite Module), 복사보

정 모듈(IRCM; Image Radiometric Correction Module), 기하보저모듈(INRSM; Image

Navigation and Registration Software Module), 자료관리모듈(PMM; Product Management

Module)로 구성되어 있다.

전처리는 자료처리 단계별로 위성으로부터 전해지는 Axillary data, 기존의 Database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시스템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그림 55). 이러한 이

유로 수신된 위성 원시자료를 분해하고 복사보정하는 DM과 IRCM이 안정화가 우선 진행되었

고, 기하보정 담당인 INRSM이 단계적으로 시스템 운영 점검이 진행되어 2010년에는 Raw에

서 Level 1B로 진행됨에 따라 영상 처리율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 2012년 운

영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영상 처리수준에 대해 99%이상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어 전처리 

시스템의 상당히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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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전처리 시스템 구성(상) 및 세부 개념도(하)

그림 56. 실시간 GOCI영상 처리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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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OCI 위성 해양 표준자료 생산 

해양위성센터에서 수신된 GOCI 자료는 전처리 시스템을 거쳐 해양 표준자료를 처리하는 

GDPS(GOCI Data Processing System)로 전달된다. GDPS에서는 입력된 Level 1B에 대기보정

과 태양과 위성 위치의 양방향 신호문제를 적용하여 순수 해수 신호를 추출되고, 각 밴드별 

결과의 연산을 통해 해양해수환경 분석자료를 생산한다. 위성체 및 그와 관련된 지상국 시스

템들의 점검을 주로 하는 IOT가 종료된 이후, 해양 표준자료를 생산하는 GDPS의 운영 점검

이 이어져 수행되어, 정상 운영은 2011년 9월부터 수행되었다. 이때의 GDPS 버전을 1.0으로 

명명하였으며, 2012년 7월에 버전 1.1 적용되었다. GDPS 개선 사항은 이후 3장 3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GDPS는 총 4대로 구성되어 있고, R1A와 R1B가 이중화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R2는 기타 

자동처리, UI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57). 그리고 현재 정상 운영

을 통해 산출되는 해양표준 자료는 해수수출량, 정규해수수출량, 클로로필 분포, 총부유물질,

용존유기물이다. 기타 해양표준 자료는 2013년의 정규 운영에 추가될 예정이다(표 12).

그림 57. GDPS 시스템 구성 및 실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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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양분석요소 분석자료 특성
정상 운영 및 
자료 제공

1
Water leaving
Radiance(Lw)

밴드별 대기보정을 통한 해수면복사휘도

2011. 09 ~
2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nLw)

밴드별 대기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이 
비췄을 때의 해수면 복사휘도

3 Chlorophyll 엽록소 농도

4 TSS 총 부유물질(Total suspended solid particle

5 CDOM 용존 유기물(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6 Optical Properties Water
K-coefficient, Absorption coeff., Backscattering
coeff.를 구할 수 있는 해수광특성 정보

2013 예정

7 Redtide 적조의 발생정도

8
Fishing Ground
Information

수산 및 어장 분포도

9 Under water Visibility 수직적인 물의 맑기정도

10 Water Current Vector 해수의 유향, 유속정보 생산

11
Atmosphere & Earth
Environment Monitoring

황사, 산불, 홍수, 식생지수, 폭설 등 대기 및 
지구환경 모니터링 정보

12 Water Quality Level 1-5
엽록소농도, TSS, CDOM, Redtide등을 고려하여 
수질 분석

13 Primary Productivity 해양의 일차생산력 분석

표 12. 해양 표준자료 운영 현황

라. GOCI 위성 자료 흐름 및 관리 

수신된 GOCI의 자료들은 아래의 흐름을 따라 각 시스템에서 Level 1, Level 2 등으로 처리

되고 이것들은 자료 관리시스템에 의해 저장시스템으로 이동한다. 일부 자료는 배포를 위해 

위성자료 배포시스템이나 기관간 자료 배포시스템으로 이동된다(그림 58).

그림 58. GOCI 자료 흐름도(시스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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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생산되는 Raw~Level 2 자료의 용량은 약 70G이고, 1년에 51T이다. 이 대용량 자료 저

장을 위해 해양위성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은 총 3개이고, 각 시스템의 용도는 

표 13과 같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는 백업 테잎으로 2세트를 더 보유하고 있다. 이중 1

set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원격지에 별도 보관함으로써, 자료 유실에 대비하고 있다.

스토리지 이름 디스크갯수 총용량 용도 및 저장 자료 비고

Active EVA 1TB * 182 167,620 GB
2010~2011 GOCI 자료 저장

IOT 기간내 GOCI 재처리 자료 저장
Standby EVA 1TB * 42 37,248 GB 실시간 GDPS 자료처리

P6500 2TB * 36 63,113 GB
최근 1년 자료저장

실시간 전처리 시스템 자료처리

표 13. 스토리지 운영 현황(2012.06)

3. 위성자료 배포 서비스

가. 배포시스템 구축

해양위성센터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배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

고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해양위성센터에서는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로 준 실시간 배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포함한 분배시스템(Data

Distribution System)을 구축하였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의 배포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위

성자료의 온라인 샘플 보기 기능 및 다운로드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기

반의 위성영상 배포는 유럽의 ESA, 미국의 NASA등 국외 선진국들의 많은 기관에서 진행하

고 있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GOCI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해양위성센터의 홈페이지(http://kosc.

kiost.ac)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검색, 요청,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료 분배시스템의 개발 환경

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개발환경

Ÿ OS: UNIX or LINUX

Ÿ RDBMS: ORACLE or My-SQL

Ÿ 개발언어: JAVA 등

Ÿ 웹프로그래밍: JSP, Servlet 등

표 14. 자료분배 시스템의 개발 환경

해양위성자료 분배시스템은 해양위성센터 자료 관리시스템에서 GOCI 최신자료와 사용자 

요청자료를 IDC 센터로 전송하여 저장하게 된다. 사용자는 한국해양연구원 전산실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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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웹서버를 통하여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서버와 연결된 IDC 센터에서 자료

를 다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림 59. 분배시스템 구성도

기본적으로 GOCI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사용자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일반사용자, 기본회원, 고급회원, 부관리자,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며, 최초 사용자 등록 시 기본회원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관

리자의 평가에 의하여 고급회원으로 등급향상이 이루어지면 제한 없이 GOCI데이터를 다운로

드할 수 있다.

그림 60.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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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일반 검색, 특이영상 검색, 카테고리 검색 등을 통해 GOCI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일반 검색의 경우 위성, 기간, 구름양, 지역, 데이터 종류 등을 선택하여 위성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GOCI 데이터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도 검색 및 주문이 가능하다.

또한, 적조나 황사 등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큰 항목을 별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

어 있다. 카테고리 검색 옵션은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각 레벨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한다.

그림 61. 해양위성센터 자료배포 서비스 개념도

GOCI데이터의 배포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데이터는 최신 3개월 이내의 데이터로서, 만약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된 데이터는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되면, DMS 및 GDDS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E-mail로 전송하게 된다. E-mail에 

첨부된 데이터는 일정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기관의 경우,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FTP계정을 통한 배포도 가능하다.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에서의 데이터 검색은 ① GOCI, Noaa, SeaWiFS 등의 자료를 탭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위성자료의 특성에 맞도록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검색된 결과는 

16개 단위로 페이징 되며, ③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면, ④ 브라우징 이미지가 표출

된다. 서브화면의 경우 메인화면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서브별 탑플래쉬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브사이트를 링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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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pth 2 Depth

Introduction

Welcome

Mission

History

People

How to Come

Ocean Satellite Image / Data Search
Search

Download

Research Activities

Major Research

Projects

Publication

Ocean Satellite

COMS-GOCI

SeaWiFS

MODIS

NOAA

OSMI

Earth Obserbation Satellite

SAR

Processing Software

GDPS

SeaDAS

TeraScan

Beam

Others

Information

Notice

News

Technical Terms

Links

Articles

FAQ

Q&A

표 15.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 Front Main 메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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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유형별 자료배포 방법

이러한 배포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포시스템 상에서 구동되는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며 이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메타디코더

주기적으로 DMS DB에서 GOCI, SeaWifs, MODIS-Terra, MODIS-Aqua, NOAA 위성자료정

보를 메타DB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주기적으로 실행되도록 Cron-Tab에 등록되게 되어있다.

◉ 내부자료 분배시스템

주기적으로 메타DB에서 분배자료를 필터링하여 홈페이지DB에 자료정보를 등록하고 홈페이

지 및 자료 분배서버에 파일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메타자료 분배서비스: 신규 메타자료정보등록 및 파일전송 서비스

(2) 요청자료 분배서비스: 사용자가 요청한 자료를 자료 분배 서버에 전송하는 서비스

◉ 외부자료 분배시스템

홈페이지 파일다운로드 요청 처리 및 유관기관분배서비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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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파일다운로드 서비스: 사용자가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선택한 파일 다운

로드를 처리

(2) 유관기관 분배서비스: 설정한 자료정보 및 스케줄에 의해 해당 유관기관으로 신규자료 

파일을 전송하는 서비스

(3) 분배자료 관리서비스: 만료기한이 지난 배포파일 및 사용자요청자료를 삭제

나. 홈페이지의 개선

해양위성센터의 기 구축된 홈페이지는 2011년 1년간의 운영을 통해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

하여 개선 사용자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해

외 위성영상 배포 사이트를 벤치마킹하기위한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63.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의 개선된 모습

(1) 디자인의 변경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해

양위성센터의 모습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 카테고리 검색기능의 추가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상 뿐만 아니라 국외 위성영상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이를 적용

시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상을 보다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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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새로 구축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홈페이지

(3) 최신 논문 검색 기능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에서 기존에 제공되던 논문 검색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여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 검색기능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필터링하여 해양

위성센터와 천리안 해양관측위성과 관련된 논문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4) 배포 시스템의 조정

새로 구성된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에는 2011년 9월에 시행된 L2 산출물의 원활한 배포를 

위해서는 대역폭의 확보와 배포시스템에 내장되어있는 프로그램의 리뉴얼을 진행하였다. 그러

나 대역폭의 경우 인프라의 문제이므로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시스템

의 아래와 같은 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 보안하였으며, 기존에 반영되지 못한 기능의 추가

도 이루어졌다.

(가) 불필요한 노드의 제거

해양위성센터에 구축되어있는 배포 시스템에서는 기존에 구축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메

타 DB 검색기능과 같은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노드 또한 제

거하여 배포 속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나) 일일배포 시간표 조정

최초 구성되었던 유관기관 일일 배포 시간표는 새로 구성된 유관기관 배포 시스템에 맞추

어 변경되었다. 기존의 시간표는 일일 3개의 영상만 배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맞추어 기간에 따라 오후 5시 이후에 배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국가기상위성센터,

NHN(주), 여수엑스포, 국립해양박물관, 공간정보센터 등에서 일일 8개의 영상의 전송을 원하

였으며,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전송을 요청하여 이에 맞추어 시간표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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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계서버의 설치

업로드 속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DMS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아예 별

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이를 윈도우 기반 시스템으로 꾸려 스케줄 프로그램을 설

치하고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라) Shell Script의 이중화

빠른 배포를 위해 노드는 하나로 줄였지만 이를 이중화 하여 최대 대역폭으로 파일을 전송

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단계별로 구성하여 추후에도 쉽게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IDC에 위치한 디렉터리 구조 변경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필요했던 디렉터리 구조를 변경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포 

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였다.

디렉터리 경로 설명

/css css 디렉터리

/files/nfsdb 위성산출물 브라우져 이미지 및 모바일용 이미지
/files/mainimage 메인 이미지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files/news 새소식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files/notice 공지사항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files/studyResult 연구실적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pages/admin/datasearch 파일다운로드 통계현황 조회 디렉터리

/pages/admin/faq 자주하는 질문 Jsp파일 디렉터리
/pages/admin/group 회원그룹 Jsp 파일 디렉터리

/pages/admin/include 공통 jsp파일 디렉터리
/pages/admin/join 회원가입 Jsp 파일 디렉터리

/pages/admin/mainimage 메인 이미지 관리 jsp 디렉터리
/pages/admin/news 새소식 jsp 디렉터리

/pages/admin/qna 질문과 답변 jsp 디렉터리
/pages/admin/studyresult 연구실적 jsp 디렉터리

/pages/admin/treatisedata 논문자료 jsp 디렉터리
/pages/front/datasearch 위성자료 서비스 jsp 디렉터리

/pages/front/information 정보마당 jsp디렉터리
/pages/front/researchactivities 연구활동 jsp 디렉터리

/pages/front/etc 기타(faq/qna) jsp 디렉터리
/pages/front/introduction 센터소개 jsp 디렉터리

/pages/front/include 공통 jsp 디렉터리
/pages/front/join 회원가입, 수정 jsp 디렉터리

/pages/front/oceansatellite 해양위성 jsp 디렉터리
/pages/front/processingsoftware 처리시스템 jsp 디렉터리

/pages/util 공통(달력) jsp 디렉터리
/images/admin Admin에 필요한 이미지 디렉터리

/images/front 메인에 필요한 이미지 디렉터리
/WEB-INF/classes 클래스 Root 디렉터리

/WEB-INF/conf 환경설정 디렉터리
/WEB-INF/lib 라이브러리 디렉터리

/WEB-INF/logs 로그 디렉터리

표 16. 디렉터리 구조(WEB ROOT(/home/webkosc/kosc_was1_server)) 이하 경로부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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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관별 배포 시스템

운영 초기의 기관 간 배포 시스템은 기관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인 방식의 

위성영상 전송시스템이었다. 그림 62 유형3의 자료 배포 방식에 따라 자료배포 솔루션에서 제

공되는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유관기관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다른 배포 방식을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유관기관

의 요청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 위성영상 이미지 표출 시스템 지원 유형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의 RGB Composite 이미지 또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기본 산

출물을 공공장소에 디스플레이하여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성영상을 전송받는 기

관으로 해양수산부 공간정보센터, 여수 엑스포,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은 전

송받는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작으며, 여수 엑스포나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원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에서 원하는 사

용자 모델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축하였다.

그림 65. 위성영상 이미지 표출 시스템 지원 유형의 데이터 전송도

현재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의 배포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로세싱 부분은 배포 중계서

버에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컴퓨팅 부분에 대한 서버의 부하량은 높지 않아 별도의 

프로세싱 서버는 구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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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국립해양박물관에 표출되고 있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

(2) 보안으로 인한 중계서버 사용 유형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의 실질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상 외부 인터넷과 단절되어 실질적인 네트

워크 구성이 어려운 기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관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성은 전용선이 

구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나 전용선의 유지비용은 약 1억 원/년 정도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했다. 때문에 해양위성센터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중계서버

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상대 기관에서도 중계서버 역할을 하는 중계 기관의 도입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대표적인 기관은 공군 기상전대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상의 중계 기관으로 슈

퍼컴퓨터 센터를 통해 전달을 받는 구성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림 67. 슈퍼컴퓨터를 통한 데이터 전송도

이 방식은 해당 스토리지의 접근 권한이 해양위성센터와 공군기상전대로 제한된 슈퍼컴퓨

터센터의 일부 스토리지에 해양위성센터의 배포서버를 통해 전송되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

상을 저장하고, 이를 공군 기상단에서 엑세스하여 가져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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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으로 인한 별도 접속포트 제공 유형

위에서 제공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상을 제공받기를 원하나 기관의 

특성상 네트워크 망의 구축이 어려울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해양위성센터에서는 특별히 

해양위성센터에서 운영 중인 배포서버에 기관만을 위한 배포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실시간 

전송을 구축하였다. 배포서버에서 FTP Push 방식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FTP Pull

방식으로의 접근을 허용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분원이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분원의 경우 해양위성센터가 

위치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과 VPN 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서버로의 접근이 원활

하지 않아 이를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68. VPN을 통한 데이터 전송도

(4) 별도 관리 유형

천리안 위성의 기상센서를 운용중인 기상위성센터에서는 현재 공개되어 있는 천리안 해양

관측위성의 3개 시간 별 영상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시간에 대한 영상을 요청하였다. 이에 현

재 구축되어 있는 위성영상 기관별 배포 시스템으로는 배포가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배포 시

스템과는 별개의 배포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배포 시스템의 천리안 해양관측위

성영상 저장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이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배포를 진행하

고 있다. 추후 해양위성센터의 모든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상이 배포되게 되면 해당 부분을 

확대시켜 모든 유관기관이 영상을 배포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림 69. 별도의 저장 공간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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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관명 대상 영상 종류 비고

1 강릉원주대학교 L1B, L2 set

2 고려대학교 L1B, L2 set

3 공군기상전대 L1B, L2 set

4 국가기상위성센터 L1B, L2 set

5 국립방재연구원 L1B set

6 국립수산과학원 위성해양정보실 L1B, L2 set

7 국립해양박물관 Specialized Image

8 국립해양조사원 L1B, L2 set

9 해양수산부 공간정보센터 L1B, L2 set

10 극지연구소 L1B, L2 set

11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L1B, L2 set

12 선도소프트(해양수산부) Specialized Image

13 안산시청 Specialized Image

14 여수엑스포 Specialized Image

15 인천대학교 L1B, L2 set

16 ㈜SNT L1B set

17 ㈜시공테크(해양수산부) Specialized Image

18 ㈜엔에이치엔(NHN) Specialized Image

19 ㈜환경과학기술(해양수산부) L1B set

20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L2 set

2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분원 L1B, L2 set

22 해군본부 L1B, L2 set

23 해양경찰청 L1B, L2 set

24 NOO(미해양국) L1B, L2 set 시범서비스

표 17. 유관기관 배포 대상기관(2013년 1월 기준)

라. 대국민 서비스의 실시

해양위성센터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다 편리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네이버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NHN과 

제휴 협약을 맺었다. 이후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세워 첫 번째로 네이버 지도를 통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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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네이버 지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

네이버 지도를 통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의 제공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네이버 지

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맵프로젝션과 동일한 맵프로젝션 및 서비스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위성센터에서는 이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

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내의 중계서버와 배포 서버를 통해 이를 프로세싱하고 있다. NHN

은 이렇게 받은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상을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하여 과거자료 보기 기능,

이미지 확대 및 축소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에 8장 생성되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

상의 특성을 살려 애니메이션 보기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그림 71. 대국민 포털 서비스를 통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 제공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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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성자료 배포서비스 현황

2011년 4월 배포서비스 시작 이후를 기점으로 다양한 배포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하여 어

느 지역의 사람들이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통계 정

보를 수집하여 왔다. 최초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배포 시스템에 접목되어 있던 통계 프로그램

과 함께 다음 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 툴을 사용하여 왔으나 해당 서비스의 종료로 인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통계 툴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얻고 있다.

그림 72.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위성영상

그림 73. 해양위성센터 홈페이지 방문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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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에 최초로 시행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상 배포 서비스는 최초 궤도상 시험 종

료 후 배포 및 실질적 GDPS 검증 연구 시작으로 GOCI L1B 자료(he5, RGB)를 배포하였다.

이후 2011년 9월 배포서비스 확대하여 GOCI L2(CHL, CDOM, TSS, nLw, Lw) 배포를 진행하

였으며 GOCI와의 비교분석을 위한 국외위성(MODIS, NOAA) 자료 또한 배포하였다.

현재 홈페이지 가입 사용자 수는 980명으로 약 1,000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확보하였으며

2013년 2월까지 약 10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4개 유관기

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전송된 위성영상의 수는 15만 건으로 용량으로는 약 20TB에 해당한다.

그림 74. 배포서비스 사용자 분포 및 위성다운로드 현황

4. 위성 및 지상국 운영 성능 모니터링

가. GOCI 관측 자료의 궤도상 성능 검증

(1) 위성 발사 전 광학 성능 검증 평가 사용자 요구 조건

(가) 궤도상 MTF 성능 요구 조건

GOCI는 표 18과 같이 총 8개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밴드별로 MTF의 성능의 요구

조건을 달리 하고 있다. 이 때, MTF 값의 기준이 되는 Nyquist Frequency는 수식 1을 토대로 

계산이 되고, GOCI의 동서 방향의  검출기 픽셀 크기는 14.81μm, 남북 방향의 검출기 크기는 

11.53μm 이므로, 기준 Nyquist Frequency는 동서방향 33.8mm-1, 남북방향 43.4mm-1로 계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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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al Band 중심 파장(nm) 밴드 대역(nm)

B1 412 20

B2 443 20

B3 490 20

B4 555 20

B5 660 20

B6 680 10

B7 745 20

B8 865 40

표 18. GOCI 관측 밴드 파장과 그 대역

 ×


   (수식 1)

GOCI의 궤도상의 영상 MTF 성능의 요구 조건은 위의 밴드 별로 식 1과 같이 예측되어 있

고, 이 후의 해석 결과와 비교되어진다. 아래 식은 3차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u는 표준

화된 특정 주파수로 정의 된다. k1, k2, k3 와 같은 계수들과 식 2으로부터 도출된 동서방향,

남북방향의 MTF 성능의 요구 조건은 표 19와 20에 정리되어 있다.

    ×  ×  × (수식 2)

East/West k1 k2 k3 Requirement

B1 0.35 0.50 -0.3 0.40

B2 0.36 0.50 -0.3 0.39

B3 0.37 0.50 -0.3 0.38

B4 0.38 0.50 -0.3 0.37

B5 0.40 0.50 -0.3 0.35

B6 0.44 0.50 -0.3 0.31

B7 0.43 0.50 -0.3 0.32

B8 0.43 0.50 -0.3 0.32

표 19. 동서 방향의 MTF 성능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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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North k1 k2 k3 Requirement

B1 0.41 0.50 -0.3 0.34

B2 0.42 0.50 -0.3 0.33

B3 0.43 0.50 -0.3 0.32

B4 0.44 0.50 -0.3 0.31

B5 0.45 0.50 -0.3 0.30

B6 0.47 0.50 -0.3 0.28

B7 0.47 0.50 -0.3 0.28

B8 0.49 0.50 -0.3 0.26

표 20. 남북 방향의 MTF 성능 요구 조건

(2) 궤도상 MTF 성능 검증 결과

(가) 가장자리 칼날 방법을 이용한 궤도상 MTF 성능 검증

그림 75. 가장자리 칼날 방법을 이용한 궤도상 MTF 계산 과정 

궤도상의 MTF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그림 75의 계산 과

정을 따르는 가장자리 칼날 방법이다. 이 GOCI 광학계의 경우 공간 해상도를 나타내는 

GSD(Ground Sampling Distance)가 500m 이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마땅한 인공물이 없

으므로, GOCI의 경우 그림 76의 영역(한반도의 동해안의 해안선과 일본의 해안선)을 토대로 

밝은 신호의 육지 부분, 어두운 신호의 바다 부분으로 MTF 성능을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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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가장자리 칼날 방법에 쓰인 MTF 대상

(좌) 한반도 동해안 해안선, (우) 일본 연안의 해안선

위 그림의 영상의 영역을 토대로 계산되어지는 과정은 아래 그림에 정리되어 있고, 아래 표 

21에는 시간대별, 날짜별 Nyquist Frequency를 기준으로 동해안의 해안선을 토대로 계산되어

진 궤도상 MTF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값들은 8번 밴드(865nm)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진 결

과이며, 이때의 요구 조건인 0.26을 대부분 상회하는 값을 보임으로써, 2010년 9월 이후 2011

년 5월까지 거의 광학계의 성능의 변화 없이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77. MTF 계산과정, (a) Target, (b) Edge Spread Function,

(c) Line Spread Function, (d) Modulation Transper Function(MTF)

(좌) 한반도 동해안 해안선, (우) 일본 연안의 해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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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9. 15 11. 01. 31 11. 03. 10 11. 05. 17

UTC-00 0.3367 0.2143 0.2814 0.3212

UTC-01 0.3403 0.2745 0.3368 0.3216

UTC-02 0.3386 0.3226 0.3557 0.3137

UTC-03 0.3410 0.3712 0.295 0.3134

UTC-04 0.3673 0.3664 0.3701 0.3331

UTC-05 0.3511 0.3576 0.3373 0.3617

UTC-06 0.3083 0.3567 0.2918 0.2961

UTC-07 0.1916 0.2838 0.2852 0.3255

표 21. 날짜별 시간별 궤도상 MTF 성능 평가 값

(나) 가상의 점광원을 이용한 궤도상 MTF 성능 검증

가장자리 칼날 방법과 마찬가지로 궤도상 MTF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점광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보통의 고해상도 위성의 경우 램프나 먼 별을 이용하는데, GOCI 의 

경우 남해안의 GSD 500m을 넘지 않는 400m 정도의 섬 하나를 지정하여 점광원으로 가정하

고 점분포 함수를 토대로 MTF 값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 점광원에 대한 영상은 그림 78에 

나타나 있고, 그림 79은 점광원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진 MTF 값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78. 점광원을 이용한 방법의 대상 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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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점광원을 이용한 MTF 계산 결과

(다) Astrium사의 궤도상 MTF 성능과의 비교

IOT 기간 동안 GOCI의 개발 업체인 Astrium사의 궤도상 MTF 성능 계산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를 아래 표에 정리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두 개의 결과 모두 사용자 요구 조건인 

0.26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GOCI가 만족할 만한 

성능을 토대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MTF @ Nyquist Astrium KORDI(Target 1) KORDI(Target 2)

Sample #1 0.34 0.4036 0.2741

Sample #2 0.27 0.2697 0.3652

Sample #2 0.29 0.2311 0.2649

Sample #2 0.28 0.3488 0.3514

Sample #2 0.35 0.3639 0.3297

Sample #2 0.40 0.2256 0.3556

Sample #2 0.31 0.1963 0.3332

Sample #2 0.43 0.3423 0.2697

Sample #2 0.32 0.3514 0.3280

Sample #2 0.32 0.2697 0.2354

평균값 0.36 0.3002 0.3107

표준편차 0.06 0.0703 0.0431

요구조건 0.26 0.26 0.26

표 22. 궤도상 MTF 값의 계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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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궤도상 복사 성능 검증 결과

궤도상의 GOCI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GOCI 영상 내에서의 

Saturation 되는 픽셀의 수와 그 값을 2010년 9월 1일부터 15일, 2011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수신되는 8개의 모든 밴드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을 해보았다. Band 6의 Low gain의 픽셀에

서 노광 현상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는 해양이 아닌 구름대 대한 것이고, 전체영역의 

0.0002%에 불과하기 때문에 GOCI 영상에서는 노광 현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운용

되고 있는 GOCI 영상의 결과는 모두 신뢰할만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고, 추후에도 영상의 노

광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면서 파라미터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림 80. 밴드별 노광 정도 분석

나. 기하보정 수행 능력 모니터링

IOT 후반기부터 해양위성센터는 위성 센서의 안정성을 위해 매일 생산되는 Level 1B로부터 

기사보정 수행 능력이 요구사양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일 기하보정 결과를 기하보정시스템 개발사인 프랑스 Astrium사에 전달하여 모든 영상에 

대한 INRSM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향상된 기하보정 결과를 얻기 위해 양 기

관은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총 4개 평가 항목(Image Navigation, Image Registration(Within-Frame, Frame-to-Frame,

Band-to-Band))을 동서, 남북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고 있으며(표 23), 대체적으로 기하보정 시

스템 안정화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그림 81). 2012년 1-2

월, 겨울철에서 동서방향의 Band to Band Registration 항목의 경우 영상정합 요구사항이 만

족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관측영역 내 구름 중가에 의한 해안선 정합자료 부족

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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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 Within-Frame
Registration

Frame-Frame
Registration

Band-Band
Registration

EW NS EW NS EW NS EW NS
요구사항

(μrad) 28 28 28 7

평가 만족 만족 만족 대부분 만족

28μrad = 1km = 2 pixels, 7μrad = 0.25km = 0.5 pixels

표 23. 기하보정 주요 항목별 요구사항 및 궤도상 성능 평가

그림 81. 기하보정 모니터링 (2010.12~2013.02)

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 속도 분석

해양위성센터는 위성 자료 수신 후 L2 자료 생산까지 1.5시간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

며, 배포까지 포함할 경우 총 3시간 내 처리 완료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시스템 하드웨어 사양, 네트워크 상태, 시스템 내부 알고리즘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1) 자료처리 속도 모니터링

현재 해양위성센터의 위성 운영 시스템들은 위성 자료 처리 알고리즘의 개선이나 시스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실시간 자료처리 소요 시

간과 직결되고, 유관 기관의 실시간 배포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IOT이후 2011년 4월 이후의 자료처리 소요시간을 그림 82에 나타내었다. 이것은 12시 16분

에 수신된 영상들에 대해 분석된 것이다. “수신 완료”는 Raw자료를 수신하는데 소요된 시간

을 의미하고, “Level 1B”는 수신과 동시에 처리가 시작된 Raw 자료가 Level 1B로 생산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Level 2”는 Level 1B를 이용하여 해양 표준자료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시간이며, “Total”은 Level1B 와 Level 2 소요시간의 합을 의미한다.

IOT를 거치면서 위성체 및 전처리 시스템은 상당부분 안정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수신 시간 

및 Level 1B 처리 소요시간이 거의 일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GDPS에는 2011년 9월부터 정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해양자료 처리 알고리즘들은 계속된 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되고 있어 

전처리 시스템보다는 다소 변동성을 보인다. 하지만 추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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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2년에는 대부분 40분 내로 처리되고 있어 처리속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Level 1B가 Level2로 처리되기 위해 전처리 시스템에서 GDPS로 이동하는 시간(약 5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수신 시작부터 Level 2까지 위성자료 처리시간은 약 1시간 20분이다. 이 

시간에서 수신 시간을 제외하면 약 50분이 소요되는 것이며, 애초 목표했던 1.5시간보다 훨씬 

빠른 처리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 자료처리 소요시간의 분석은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장애 발생 시 해양위성센터가 

자료 재생산, DB 등록 등 자료 서비스 정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하는데 주로 사용하며 

기존보다 더욱 신속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다만, 추후 대기보정 알고리즘 및 기존 해양산출물 알고리즘 업데이트, 신규 해양산출물 

알고리즘 추가 등이 예정되어있어, GOCI 자료처리 소요시간이 현재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82. GOCI 자료처리 소요시간(2011.04~2012.12)

(2) 비정상 자료처리 속도 발생

실제 2012년 2월과 5월에 정상치보다 훨씬 느리게 자료가 처리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월의 경우 L1B를 처리하는데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건이었다. 이것은 INRSM의 CheckMark

Determination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On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다음 영상이 수신, 처

리될 때까지 이전 시간의 L1B 처리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운영업무에 큰 영향을 미

치게 되어 이 기능을 다시 Off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5월의 발생 건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보안을 위해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기능을 On함에 따라 처리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받은 경우였다. Raw자료를 이용한 L0처

리에만 1시간가량 소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보안 소프트웨어를 전체 영상 수신이 완료된 17

시 이후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자가 직접 수동 업데이트해줌으로써 더 이상 비정상

적 자료 처리 속도는 재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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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Level(System)
정상 

처리시
비정상 소요시간 해결

2011.2.10
~2.14

L1B(INRSM)
수신 후 

45-50분

수신 후 

1시간 30분 소요 
CheckMark Determination DB수정

2011.5.25 Raw(DM)
수신 후 

30분 내

수신 후 

1시간 소요 

V3 실시간 감시 및 업데이트 OFF

(정기적 수동 업데이트 진행)

표 24. 2011년 비정상 처리 소요시간 발생 사례

라. 해양위성센터 내․외부 전송속도 분석

해양위성센터에서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의 원활한 배포를 위해 사용자 예측을 통해 

필요 데이터 대역폭을 예측하였다. 100명의 사용자가 L1B파일을 다운로드 한다고 가정하고 

최초 제공예정이었던 GOCI L1B 파일의 용량 1GB, 이를 압축하였을 경우에는 780Mb정도로 

확인 되었으며, 이를 추산한 결과는 78G/day의 전송 대역폭이 필요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된 사용자가 한국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인 점을 가만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 아님을 가만하였을 경우에는 156G/day의 트래픽 용량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15Mbps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파일 하나의 용량이 크고 이를 한 시

간에 한 개식 받을 경우에는 350Mbps의 속도를 필요하게 된다.

해양위성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00Mbps의 외부 전송속도를 지원하

고 있으며, 실질적인 업로드 대역폭(내부>외부)의 사용량은 50%수준이었다. 그러나 해양과학

기술원 내부 네트워크 사용량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약 99%) 파악되어 현실적으로 외부망을 

거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의 망 사용량에서의 외부 제공 대역폭은 한

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를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시간당 13명 

정도의 사용자가 1개의 L1B 파일을 한 시간 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용량이 된다. 하

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이용자가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충분한 속도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다운로드 서버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관동의 서버실에 위치하여 두고 외부 15대의 컴퓨

터를 활용하여 더미 데이터를 다운로드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게 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50kb/s의 다운로드 속도를 나타내었다. 예상치 보다 낮은 속도를 보였으며, 원인분석을 시도 

하였다.

그림 8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네트워크 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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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여주는 해양위성센터의 내부망 속도는 1G로 배포하기에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해양위성센터가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내부망 속도는 100Mbps정

도로 낮았다. 그러나 이를 가만한 속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의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 연구

원내 내부망 사용량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 내부망 사용량이 98.5%이상으로 내부망 사용량

이 네트워크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에 따른 병목 현상으로(그림 83) 외부 전송속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운로드 서버의 위치를 외부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해외대역폭  상

한에 대한 제한이 없는 KSIDC로 정하게 되었다. 확보 대역폭은 50Mbps며, 순간 최대 상한선

이 없고 이에 순간 최대 대역폭은 400Mbps까지 실측되었다. 이에 해양위성센터는 해양위성센

터 외부에 있는 다운로드서버로의 직접 업로드 되는 1개의 파일만을 가지고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용자를 위한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림 84. 다운로드 서버의 대역폭 사용량

(녹색 Inbound, 파란색 Outbound)

하지만 최대한 해양위성센터에서 다운로드 서버로의 빠른 전송속도가 제공되지 않으면 천

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의 빠른 제공이 되지 않으며, 하루 8번 이루어지는 천리안 해양관측위

성의 모든 관측 자료에 대한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네트워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84의 파란색 라인은 다운로드서버 기준의 네트워크 사

용량이며 해양위성센터의 DMS에서 들어오는 L1B파일이 올라오는 제공 대역폭을 나타낸다.

이의 평균값은 813.45kb로 추후 L2A자료가 모두 배포될 경우 이를 감당하지 못할 대역폭이

다. 이에 따라 원활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영상의 배포를 위해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네트

워크 대역폭의 추가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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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양위성센터 지상국 시스템 기능고도화

1. GOCI 전처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가. 실시간 INRSM 구성 변경

기존의 전처리 시스템(IMPS : PMM, DM, IRCM)은 Real-time과 Replay 용이 구분되어 구

성되어 있고, 각각 PMM1과 PMM2를 통해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L1B를 처리할 경우 INRSM

모듈은 real-time만 구성되어 있어 재처리를 하더라도 main INRSM내 실시간 운용용 데이터 

베이스를 혼용하게 되어 있다. 이는 real time INRSM의 위성 영상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발견되었다. 특히, Replay 산출물이 저장되는 지정 공간이 아닌 실시간 운영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공간에 잘못 저장되는 오류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위성자료 처리 시에 위성자료 재처리를 할 경우 실시간 PMM이 영향

을 받아 에러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위성 운영 업무에 지장을 주는 Replay에 의한 INRSM 혼

용의 재발을 더 이상 막기 위하여 INRSM 구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서버의 추가 구매는 현재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real time INRSM을 8대에서 4대로 축소하

고 나머지 4대로 replay용 INRSM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real time INRSM 서버 구성의 축소

로 L1B 생산 시간이 기존 보다 오래 소모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운용 테스트 결과, 처리 성능 

및 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변경된 INRSM 구성은 아래와 같다.

그림 85. INRSM 구성 변경(좌: 변경 전, 우: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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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 처리 용 INRSM 추가 구축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궤도상 시험기간 동안의 자료 중 일부는 여러 가지 테스트 목적으

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해양 분석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IOT 이후 최종 적용된 

버전의 전처리 시스템으로 재처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INRSM의 Landmark DB, 알고리즘 등이 IOT 종료 시 상당부분 업그레이드되었고,

IOT 동안 생산된 L1B의 영상 크기가 종료 이후 정규 운영 시 생산되는 영상의 것보다 작았

기 때문에 L1B의 재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1년 전의 데이터부터 재처리하기 위하여 배치용 Offline INRSM 모듈을 추가 구

축하였다. 배치용 INRSM은 2대를 연동하여 운영되도록 하였고, 복사보정이 완료된 다량의 

L1A 자료를 재처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시스템 이름 세부사양

INRSM_OFF1,2

Model HP ProLiant DL380 G6

HDD 146G*4(OFF1), 146G*2(OFF2)

OS Redhat Enterprise Linux release 5.2

DB MySQL 5.0.45

INR Ver. 2.2.0(20110126)

표 25. 배치용 INRSM 시스템 사양

그림 86. 배치용 INRSM 구성 및 자료 처리 모식도

다. 배치 처리 용 IMPS 개발

현재 운영 중인 전처리 시스템은 과거자료의 재처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하지만 한꺼번

에 대량 자료를 재처리 하는 배치 모드는 없다. 그리고 Bad pixel viewer 기능, 위성자세제어 

에러(zero-crossing)에 의한 손실 데이터 복구 기능 등이 위성 운영 및 보다 나은 데이터 서비

스를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추가적으로는 현재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영상 내 존재하는 슬롯

간 경계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양위성센터에서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다. 향후 과거자료

의 대용량 재처리 시 슬롯간 경계차 보완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삽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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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 및 필요성에 의해 해양위성센터는 실시간 운영하는 전처리 시스템과는 별도로 

자료 재처리 용도의 OFF_Line 전처리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1) 배치모드 처리

- 처리시작 레벨의 자유 선택

- 일괄 대량 자료처리 가능

- 재처리 결과 저장 디렉터리 자유 선택 및 재처리 정보 파일 저장

그림 87. 배치처리 GUI

그림 88. 재처리 결과 Report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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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in Parameter 및 Conversion Table 자유 적용

- 기존 Tar 자료 내에 포함된 Gain Parameter 및 Conversion Table 파일을 이

용하지 않고 운영자가 원하는 새로운 파일을 이용하여 재처리 가능

- 서로 다른 Gain parameter로 각각 처리된 L1A의 비교 뷰어 기능 

그림 89. Gain Parameter 및 Conversion Table 선택 기능

그림 90. 서로 다른 Gain이 적용된 L1A의 영상 비교 기능

(3) Bad Pixel Report 관리 및 분석

- IRCMP에서 생성하는 Bad Pixel Report를 로컬 IRCM이 아닌 Data Server

(P:\)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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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텍스트 형식의 리포트를 binary로 변경 저장하여 데이터 용량 및 파일

의 수를 줄임

- 매시간 생성된 리포트 내 기록된 좌표 정보 뷰어 기능

- Bad pixel 좌표에 대한 정보 추출(Excel 포맷으로 Export)

그림 91. Bad Pixel Report 뷰어

(4) 슬롯간 경계차 보완 기능 추가

- 해양위성센터에서 알고리즘 개발 중(IDL 언어)

- 전처리 시스템에 삽입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입 알고리즘 코드(IDL)를 C언어

로 1차 변환 

- 최종 알고리즘 교체 항시 가능한 상태임

- 향후 위성자료 재처리시 슬롯보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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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슬롯간 경계차 보완 기능

(5) Raw Data 구조 분석

- Zero-crossing에 의해 Raw 자료가 분리되어 수신될 경우 복원하여 정상처

리가능

- Raw data 내 Fill data분석 및 추가/제거 기능

- 두개의 Raw data 합성 기능

라. ReplayData 재생산 S/W 개발

전처리 시스템은 Raw 자료 수신 종료 시점에 자료 처리에 사용된 auxillary 파일 및 바이너

리 파일을 Tar 파일로 생산,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GOCI 운영 기간 동안, 지상국의 네트

워크 불안정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Tar 파일이 생성되지 않거나 비정상 생성되는 경

우를 확인하였다. Tar 파일은 위성자료 재처리시 IMPS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활용되는 필

수 자료이기 때문에 비정상 생성의 경우 별도로 재생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

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하였다.

(1) ReplayDatasetGenerator 설치

ReplayDatasetGenerator를 IMPS 실행파일 디렉터리에 위치시키고, TAR 파일을 생성할 

Image Reference를 입력한 Text 파일도 같은 위치에 저장한다(다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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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재생산할 Image Reference 입력 

텍스트파일(예시)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IMPS 실행파일 디렉터리로 이동 후, 아래와 같이 명령어를 입력한다.

C:/IMPS/IMPS_Bin> ReplayDatasetGenerator.exe <ImgRef file> <event path> <fds

path> <tlm path> <output path>

- <ImgRef file> : 생성한 text 파일의 경로(경로와 파일명을 모두 포함)

(예. C:/IMPS/IMPS_Bin/ImgRef_List.txt)

- <event path> : Event data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터리 경로

(예. P:/IMPS/IMPS_ARCHIVE/GOCI/SGCSAux/Event)

- <fds path> : Ephemerides data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터리 경로

(예. P:/IMPS/IMPS_ARCHIVE/GOCI/SGCSAux/FDSData)

- <tlm path> : Telemetry data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터리 경로 

(예. P:/IMPS/IMPS_ARCHIVE/GOCI/SGCSAux/TLM)

- <output path> : 새로 생성되는 TAR 파일이 저장될 위치 

(예: C:/GOCI_TAR_NEW)

예시) C:/IMPS/IMPS_Bin> ReplayDatasetGenerator.exe C:/TAR/list.txt C:/TAR/Event

C:/TAR/FDSData C:/TAR/TLM C:/TAR

그림 94. ReplayDatasetGenerator 실행(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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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Tar 파일 생성 확인

2. 위성자료 재생산 및 분석 S/W 설치

앞서 언급된 DM 모듈의 오류로 위성 원시자료를 정상적으로 저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

여 수신시스템으로부터 원시형태 자료를 직접 전송받아 저장/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및 S/W

를 구축하였다.

세부 사양

CPU i5-2세대  2500(3.3GHz)
VGA 라데온 HD 6870 D5 1G
RAM DDR3 PC-12800 8GB
HDD 2T*1AE, 1T*2AE

OS Win 7 Enterprise K

표 26. CADU Receiver 시스템 세부 사양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S/W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공하였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처리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포맷으로 자료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 해양 표준 데이터를 재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96. 원시자료 생성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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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CADU Receiver에서 수신한 원시 자료 합성, 원시자료로부터 슬롯별 데이터 추출하는 

기능이 있고, 간단한 원시 위성데이터 분석과 위성 H/W상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97. 원시자료 분석 S/W

그림 98. 슬롯별 데이터 추출 S/W

그림 99. 기타 정보 분석 S/W

그림 100. CADU Receiver 및 활용 예시

하지만 실시간으로 쌓이는 위성 신호의 자료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자료보관이 어려워, 장애 

발생 시를 제외한 시간에 대한 CADU receiver를 통한 수신 자료는 삭제하고 있다. 단, 추후 

수신 장애 분석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누락 패킷(Missing VCDU)가 발생한 경우

는 해당 시간의 데이터만 별도로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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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자료처리시스템(GDPS) 기능고도화

가. GDPS Ver 1.0

GDPS(GOCI Data Processing System)는 2010년 7월에 발사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의 위성자료를 처리 및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GOCI 하드웨어 개발 시점인 2003년부터 알고리즘 개발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연구된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GDPS를 2008년에 완성하였다. 완성된 GDPS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실시간

으로 해양산출물을 생산하는 Server(Real-time) 모드와 GOCI 관련 연구자 및 현업 사용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Interactive 모드로 개발되었다. 2008년에는 GDPS 기능 개선을 

통해 황사, 육상 등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실시간 처리기능을 개선하였다. 해양위성센터는 

2010년 GOCI의 성공적인 발사와 더불어 GDPS Server 모드를 통해 정규 해양산출물을 생산

하고 있다. 2011년 9월 GDPS Ver. 1.0을 일반사용자 용으로 배포하였다.

File Open L1B/L2/L3 Image file 　 Data Set Tree View
　 Convert to Ascii Analysis Contour
　 Convert to Image 　 Bandmath
　 Export to Other Format 　 Composit 3-Band
　 Print with Preview 　 Spectral Profile View
View Navigation 　 Histogram

　 Zoom In 　 Scatter Diagram

　 Zoom Out Tool Generate L2/L3 Data
　 Zoom 100% 　 HDF-EOS5 Data Generator
　 Zoom Fit 　 Generate Browsing Image(RGB)
　 ROI & Annotation Manager 　 Divide Area

　 Add Line 　 Combine Area

　 Add Square 　
Combine Time-series/Animation

Tool for GDPS
　 Add Circle Option Color Scale
　 Add Polygon 　 Graticule Setting
　 Add Text 　 Processing Parameter Setting

　 Add Point 　 Processing Schedule Setting

　 Mask 　 Data Path Setting
　 Show Colorbar Window Cascade

　 Show Scale Ruler 　 Title Horizontally

　 Show Graticule 　 Title Vertically
　 Show Contour 　 Close
　 Mouse Position Information 　 Close all
　 Toolbar Help Contents
　 Status Bar 　 About GDPS

표 27. GDPS Ver 1.0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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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le

File 에서는 IMPS에서 처리된 자료인 L1B 및 GDPS에서 처리된 L2, L3 생산물을 확인 할 

수 있으며 GDPS에서 생성된 자료를 다른 상용프로그램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변환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가) Open L1B/L2/L3 Image File

L1B 생성물은 기하보정이 완료된 자료로서 GOCI 촬영지역 전체 영상이 보이며 여기서는 

밴드별로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L2, L3 경우 생성된 프로덕트 별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01. L1B File 열기

(나) Convert Geotiff/Ascii/image, Export to Other Format

L1B 자료의 포맷은 HDF EOS로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포맷이지만 각 상용 프로그램 마다 

지원하는 포맷이 있기 때문에 영상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 한 포맷으로 변환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하였다. 원격탐사 전용이 아닌 영상 프로그램에서 열 수 있도록  image(jpg)나 

Ascii로 변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또한 위성영상 전용 영상 처리 프로그램에서 

열 수 있는 img(ENVI 포맷)로 변환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02. Ascii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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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Envi 포맷으로 변환

(다) Print with Preview

본 기능은 GDPS Viewer 화면에 표출된 영상을 프린트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부가적으로 축

척 및 방향 영상세부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window 기본기능에 있는 프린트 설정 부분도 

연동되어 있다.

(2) View

View에서는 분석한 영상 확인 할 때 필요한 확대/축소 기능 관심 지역 표출기능 해안선 표

출기능과 colorbar, ScaleRuler, Graticule, Compass을 보여 주는 기능과, 마우스포인터에 해당

하는 영상의 픽셀 값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추가적으로 GDPS Viewer에 구성된 Toolbar,

Status bar, Data Set Tree View를 선택적으로 on/off할 수 있다.

(가) Navigation

Navigation에서는 Navigation 박스영역 안에 흰색 박스를 움직여서 확대한 영상을 부분적

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영상의 확대 및 축소를 할 수 있다.

그림 104. Navigation에서 영상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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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Zoom In/Out/Fit/100

영상의 확대 축소 기능은 영상을 확인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 기능으로 GDPS에서는 Zoom

In 또는 Zoom Out을 한번 할 때 마다 10%의 영상 확대 및 축소를 한다. Zoom Fit의 경우는 

프로그램 창 크기에 맞게 영상 전 영역을 보여주며 Zoom 100은 영상 원본 크기로 보여 준다.

(다) ROI & Annotation

본 기능은 영상위에 원, 선, 사각형과 같이 다양한 객체의 형태를 그려 주어 영상 특정지점

을 표시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Annotation기능으로 글자를 넣어 줄 수 있어 특정지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적을 수 있다. ROI & Annotation Manager 기능을 통해 각 객체의 속성을 수정 

할 수 있고 각 객체를 저장하고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복사 및 제거 할 수 있다. ROI

Analysis를 통해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의 통계값 및 히스토그램을 표출 할 수 있다.

그림 105. ROI & Annotation 표출 기능

(라) Mask

GOCI 영상의 경우 해양을 중점적으로 관측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GDPS에서는 영상에 해안

선을 중첩하여 보여 줄 수 있는 기능과 육지 부분만 Masking하여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이

는 해양만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때 Mask Setting에서 마스크 색깔 및 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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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해안선 중첩

(마) Show Colorbar/Graticule/Contour

GDPS에서는 각 영상의 명암에 그에 대응하는 값을 보여주는 Colorbar와 영상의 위경도를 

보여주는 Graticule과 등고선을 보여 주는 Contour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여주거나 감

출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만약 Colorbar를 GDPS에서 표출하고 싶다면 그림 107과 같이 그 부

분을 선택하면 GDPS Viewer에서 볼 수 있다. 감추고 싶다면 다시 한 번 더 선택한다.

그림 107. Colorbar 전시

(바) Mouse Position Information

본 기능은 Viewer 창 오른쪽 하단 면에 보이며 Mouse가 위치한 영상의 픽셀의 정보를 보

여 준다. 또한 GDPS Viewer에 불러 들려진 영상의 Physical 값 및 DN과 해당 픽셀의 위경도 

좌표와 픽셀의 좌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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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Mouse Position Information

(사) Generate L2/L3 Data

GDPS의 주 기능으로 L1B를 이용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기능이다. 본 프로그램

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L2 generator의 경우 L2 생산

물을 만들 L1B 영상을 선택한다. 선택된 파일경로 창 아래로 L1B의 파일 속성을 보여주게 

된다.

그림 109. L2 Wizard 창(L1B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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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선택 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L2 목록을 보여 주게 되고 선택 할 수 있으며 

Analysis Mode를 선택하게 되면 생성될 수 있는 생성물의 기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 외 

검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다. GDPS Ver 1.1 에서는 대기보정 결과물인 Lw,

nLW,와 CHL, CDOM, TSS가 산출된다.

그림 110. Lw 예시영상 그림 111. CHL 예시영상

그림 112. CDOM 예시영상 그림 113. TSS 예시영상

(아) HDF-EOS5 Data Generator

HDF-EOS5 Data Generator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는 실제 HDF-EOS5 자료를 만

들 수 있다. 만들어진 자료 헤더는 기존 L1B 헤더의 기본 값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기능은 

기존에 만들어진 L1B 파일의 헤더 정보를 확인/수정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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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L1B 파일 보기 

(자) Generate Browsing Image(RGB)

Generate Browsing Image(RGB)는 L1B의 8개의 밴드 중 3개의 밴드를 조합하여 컬러 합성 

영상을 생성해주는 툴로 Browsing Image를 만드는 툴로 사용 된다. 생성되는 결과물의 파일 

포맷은 jpg이다.

그림 115. Generate Browsing Image(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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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Divide Area

GOCI의 촬영범위가 넓고 그만큼 자료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Divide Area로 GOCI에서 촬

영된 L1B, L2, L3자료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자를 수 있다. 또한 8개 밴드를 동시에 자

르거나 선택된 밴드만을 자를 수 있다. 다른 날에 촬영된 영상의 동일 지역을 자를 수 있도록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저장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GDPS Viewer 창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16. Divide Area기능과 그 결과

(카) Combine Area

Combine Area는 Divide Area기능과 반대로 잘려진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모자이킹 하는 

기능이다. 잘려진 영상을 불러들이면 그림 117과 같이 보이며 Composite Option에서 중첩된 

영상을 어떻게 합칠지를 선택 할 수 있다. 기본은 AVG(평균)으로 선택되어 있다. 그 결과는 

GDPS Viewer 창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17. Combine Area기능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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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Combine Time-series/Animation Tool for GDPS

Combine Time-series/Animation Tool은 GOCI의 촬영 주기의 장점을 잘 표현해 줄 수 있

는 기능으로 Animation Tool을 이용하면 연속되어 촬영된 영상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해류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Combine Time-series이용하여 연속된 영상을 합성하게 

되면 구름이 없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18. Animation Tool과 Combine Time-series

(3) Option

(가) Color Scale

영상을 볼 때 특이지점을 자세히 보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기능으로 Color

Table을 변경할 수 있다. 0~255로 되어 있는 Lookup table의 값에 대해 특정한 색으로 변경 

하거나 범위를 주어 변경 할 수 있으며 Background 값을 변경 할 수 있으며 히스토그램의 범

위에 맞게 영상을 스트레칭 할 수 있다.

그림 119. Index 100-102값에 붉은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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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변경 전 영상과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후 영상

(나) Graticule Setting

본 기능은 영상위에 위경도선을 보여줄 때 Latitude space, Longitude space를 통해 위경도

간의 간격을 정해 줄 수 있고 Graticule Line Color에서 위경도 선의 색깔과 Label color에서 

위경도의 값을 나타낼 때 배경색을 정해 줄 수 있다. 그림 121은 10도 간격주고 위경도선의 

색깔을 붉은 색으로 하고 위경도 글자색을 노란색으로 설정해준 영상이다.

그림 121. Graticule Setting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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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DPS Ver 1.1 개선

GDPS Ver 1.0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생산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는 2가지 관점에 중심을 두고 GDPS를 개선하였으

며 2012년 7월에 KOSC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배포하였다.

Functions Improvement Description

Data Display

- Displaying several windows

- Improving zoom in/out

- Adding panning

- Improving color table(Log scale available)

- Displaying mouse point information

- Synchronizing displayed window

- Improving management of ROI & Annotation and supporting

point type ROI

- Adding measurement of length between two points

Data

Processing

-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upgrade with applying

several aerosol models
- KOSC standard algorithm for atmospheric correction, CHL,

TSS, CDOM

- Commands-type execution available(batch mode)

Data Analysis

- Improving storage function in band math

- Improving display of contour

- Improving display of spectral profile

- Improving Scatter Diagram function

- Improving display of histogram and adding statistic

Export data
- Exporting ENVI data format

- Exporting Binary data format

User Interface

- Sharing opened file between each tools

- Adding function of “close all file” in tool menu

- Adding function of “fold/unfold in tree view

표 28. GDPS Ver 1.1 개선 내용

첫 번째는 대기 보정 자료 및 각종 L2 자료의 정확도 개선이다. 해양원격탐사는 연구한 성

과를 가지고 실제 현업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연구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

어 정확한 대기보정 된 자료 및 다양한 L2 산출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관측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대기보정 알고리즘 및 각종 L2 산출물 알고리즘을 개선하

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GDPS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의 GDPS는 탁도가 높은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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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와 같이 흡광이 강한 지역에서는 에어로졸에 과대 측정되어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지 

못했다. 이번 버전에는 Red(660nm)와 NIR밴드의 spectral water reflectance의 경험적 상관관

계로 향상된 대기보정이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Ahn et al., 2012). 향상된 대기보정 결과를 

통해 L2 자료의 정확도 또한 향상되었다.

그림 122. Result of near infrared ocean reflectance correction for turbid

Case-2 waters(Ahn et al., 2012)

GDPS Ver. 1.1에서는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GDPS GUI 개선이 있었다. 정확한 값의 산출

물과 더불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GUI를 개선한 대표적인 기능으로 영상 동기화가 있

다. GDPS에서는 한 번에 여러 영상을 띄울 수 있다. 한 번에 다양한 밴드를 볼 수 있었으나 

동일한 지점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window마다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GDPS

Ver. 1.1 에서 위치 기반 영상 동기화 기능을 활용하여 Navigation 창에서 박스 움직이면 그 

박스의 위치에 따라 여러 장의 영상이 한번에 움직일 수 있어 영상간의 비교가 용이해 졌다.

GDPS Ver. 1.0에서는 GDPS 에서 파일을 열더라도 L2 Wizard, HDF-EOS5 Data Generator에

서 파일을 다시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각 프로세서 간

에 파일을 연계하여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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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영상 위치 동기화

Data 분석 분야에서는 기존에 구현 되어 있던 Band Math, Spectral Profile등의 기능을 향

상 시켰다. Band Math에서는 밴드에 수식을 적용한 결과를 저장하거나 작성한 수식을 저장하

고 다시 불러 들려 다른 영상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Spectral Profile 기능은 

한 점에 대해서만 Spectral Profile하고 다른 점에 Spectral Profile을 표시할 때 이 전의 자료

를 사라져 여러 지점의 Spectral Profile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GDPS Ver 1.1에서는 20개 지점

의 Spectral Profil 값을 보여 주고 값을 저장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하여 여러 지점의 

Spectral Profile 비교가 용이해졌다.

그림 124. Band Math 와 Spectral Profile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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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DPS Ver 1.2 개선

GDPS Ver. 1.1에 이어 GDPS Ver 1.2 개선사업을 수행하였고 2013년 4월에 GDPS Ver. 1.2

를 외부에 공개하였으며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unctions Improvement Description

64bit GDPS

1. Because of extending memory available

- Improvement of processing speed

- Improvement of program stability

- Increasing number of window in GDPS

New Products

1. Rayleigh Corrected Reflectance

- Application in Land

- When can’t atmosphere correction condition(green algal, oil spill.)

2. Water current vector

3. Fish ground index

4. Yellow dust in ocean

Batch

processing

1. Whenchangedproductalgorism

- processing maximum 1000 image

2. Applied batch processing in variety function

- Subset image, L2 processing, L3 processing, Exporting image,

Extracting pixel value of filed measurement point

User Interface
Developing user-friendly GUI in Combine Area,

CombineTime-series/Animation, Dividie Area

표 29. GDPS Ver 1.2 개선 내용

GDPS는 급변하는 자료처리시스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32 Bit와 더불어 64bit를 개발하였

다. 이로 인해 자료처리 속도는 2배가량 증가하였고 자료처리의 안정성을 확고히 하였다.

32bit의 경우 메모리 문제로 인해 한번 6개의 영상만을 GDPS Image Display Area 표출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8개 밴드 혹은 하루 8회 촬영된 영상을 한 번에 볼 수 없었으나 62bit로 

추가 개발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

지난 2012년 1월에 열린 제2회 GOCI PI Workshop에서 제기되었던 요청 사항 중에  

Rayleigh 보정 영상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Rayleigh Correction Module을 추가하였

다. 이로 인해 대기 보정이 지원되지 않았던 육상 부분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대기보정이 어

려운 녹조, 적조, 기름 유출에 Rayleigh 보정 영상을 사용함으로 해양의 환경 변화를 정확하

게 탐지 할 수 있게 되었다. Rayleigh 보정 영상은 아래와 같이 L2 처리를 할 때 같이 처리 

할 수 있도록 구현 하였고 L2C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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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L2 Wizard 에 포함된 Rayleigh 보정 영상(L2C)

Rayleigh 보정 영상 외의 산출물로는 어장 지수와, 해류 벡터 등이 있다. 기존에도 있었던 

산출물이지만 어장 지수는 고등어 지수 이외 오징어 지수를 산출 할 수 있도록 구현 하였고 

해류 벡터의 경우는 처리 속도를 10배 이상 향상 시켰다. 기존에 해류 벡터는 텍스트 형식으

로 출력 되었지만 GDPS Ver. 1.2에서는 GDPS Image Display Area에도 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림 126. 고등어 어장 지수(FGI : Fish Groun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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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해류 벡터(WCV: Water Current Vector)

2012년 1월에 열린 제2회 GOCI PI Workshop에서 제기되었던 또 하나의 요청 사항인 

Batch Processing가 이번 GDPS Ver. 1.2에 추가 되었다. Batch Processing은 다량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산출물의 알고리즘 변경으로 인해 L2, L3를 재처리 하

거나 영상 자르기, 영상포맷 변환, 특정 위치 주변값 추출 등의 기능을 다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이 기능들은 각 각의 단일 기능으로 실행 할 수 있으며 그림 128과 같이 일련의 순서대

로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어 사용자가 대량으로 자료 처리에 용이하다.

Combine Area, Combine Time-series/Animation, Dividie Area와 같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기능 중에 사용자의 편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 세 가지는 기능은 GDPS Viewer에서 포함되

어 있지 않고 새로운 GUI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GDPS Viewer에서 영상을 편하

게 볼 수 있는 영상 확대/축소 기능, 영상 이동 기능, Color scale 등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

상을 표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GDPS Ver. 1.2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Combine Area, Combine Time-series/Animation, Dividie Area에서도 영상 확대/축소 기능,

영상 이동 기능, Color scale 등 영상 표출 기능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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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규격 수량 비고

HDD - HP 1TB FATA EVA Factory Integrated HDD 70

Disk Enclosure - HP M5314C FC Drive Enlosure 2

Loop Switch - HP EVA8000-A Loop Switch Option 1

기타 -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표 30. 스토리지 증설 세부사항

영상 자르기

L2 처리

L3 처리

영상 포맷 변환

값 추출

그림 128. Batch Processing GUI

4. 위성자료 저장, 관리 및 백업시스템 고도화

가. 위성자료 저장 및 백업을 위한 H/W 확보

기존 운영 중인 HP EVA8100 스토리지 시스템 2 set(이중화)에 대하여 FATA DISK(1TB)

70ea 총 70TB의 DISK를 증설했다. 스토리지 증설로 인하여 확보된 스토리지 저장 공간은 1번

(EVA-Active)에 100TB, 2번(EVA-Standby)에 50TB로 저장이 가능해졌다.

(1) 백업서버(스토리지)

(가) 시스템 명 : KOSC DB2 (HP UNIX)

(나) IP : 192.168.AAA.XX

(다) 시스템 관리자 ID :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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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백업 시스템 구성도

그림 130. 스토리지 납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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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보관용 테이프 백업 장치 확보

신규로 자료 보관용 테이프 라이브러리(EML E-series Tape Library) 및 관리 소프트웨어

(Data Protector)를 설치하여 총 백업 가능용량 500TB의 백업 능력을 확보하여 기존 1차적인 

백업뿐만 아니라 2차적인 테이프 백업이 가능해져 더욱 안정적인 GOCI 데이터의 저장이 가

능해졌다.

(1) 자료 보관용 백업 장치

(가) 시스템 명 : EML E-series Tape Library

(나) IP : 192.168.AAA.XX

(다) 시스템 관리자 : root

(라) 드라이브 : 8개

(마) 슬롯 : 323개

항  목 규  격

기본모델 - HP EML　103e Base Library

확장모듈 - EML FOI 245e Expansion Module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 EML e2400-FC 4Gb I/F Controller

Power - 240V power cord w/ IEC309, 4.5m

드라이브 - EML LTO4 Ultrium 1840 FC Drive Kit * 8EA

네트워크 - EML　LTO4 Internal Network Kit

PUD - 16A High Voltage Modular PDU

Cleaning Cartridge - Ultrium Universal Cleaning Cartridge

바코드 - LTO4 Ultrium RW Bar Code Label Pack

광 케이블 - 15m Multi-mode OM2 LC/LC FC Cable

라이센스 - EML Command View License

Data Taoe - LTO4 Ultrium 1.6TB RW Data Tape

라이센스 - EML Secure Manager License

표 31. E-series Tape Library 세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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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  양 EML(E-series Tape Library)

Cabinet - HP 42U Rack 및 Dual PDU(Power Distributed Unit 제공)

드라이브

- LTO-4 드라이브 8개 이상

- Nate FC 지원

- 최대 16개 이상 확장 가능

백업용량

- 최대 백업 용량 : 808TB 가능

- 금번 도입 용량 : 400TB 이상

- 미디어 : LTO-4

- 드라이브 클리닝 미디어 : 10개 이상 제공

- 테이프 용량 : 800GB

- 데이트 슬롯 : 400개 이상 제공 클리닝 미디어 슬롯 제공

기능

- 드라이브, 전원 이중화(Hot Swap)

- SAN 구축시 드라이브 및 스위치 간 연결은 4GB Fiber Channel 직렬

연결

- 라이브러리 및 드라이브 상태 진단/표시, 기능 지원

- Library partitioning 기능(여러 백업 소프트웨어가 해당 백업장비를 분할해

서 사용하는 기능) 제공

-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256bit 하드웨어 암호화 및 압축

가능 재공

기타

- GUI 방식의 손쉬운 터치스크린 제어기능 제공

-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어디서든지 관리, 진단, 구성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백업시스템 관리용 PC 별도 제공 (30인치 모니터 제공)

-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화약서 제출

표 32. 자료보관용 백업 장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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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업 소프트웨어

(가) 소프트웨어 명 : Data Protector Manager

그림 131. 백업시스템 구성도

그림 132. HP Data Protecto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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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Hostname 백업대상
백업

드라이브
백업타입 시작

백업

주기

File
backup

KOSC2_IDB_Backup kosc2 IDB
HP: Uitrium
4-SCSI_3,4(2)

Full 11:00 am 1일 

goci_inrsm1_data goci_inrsm1
/Data
/home

HP: Uitrium
4-SCSI_7,8(2)

Full : 일

Incr : 월-토
04:00 am  1일 

gocigw1_data_2010 gocigw1
/nfsdb/COMS/1.0/2010/

**/**

HP: Uitrium
4-SCSI_1,2,3,4,5,6,7

,8(8)

Full

월-일
11:00 pm 1일

gocigw1_base gocigw1 //
HP: Uitrium
4-SCSI_6(1)

Full

2주 일요일
11:30 am 2주

Gocigw1_data_others gocigw1
/nfddb(coms 폴더 이외)

/nfsgdps
/nfsimps

HP: Uitrium
4-SCSI_1,2,3(3)

Full : 토

Incr : 일-금
11:00 pm 1일

Koscdb1_nsfdb_NO
AA

Koscdb1 nfsdb/NOAA
HP: Uitrium

4-SCSI_1,2,3,4(4)

Full : 일

Incr : 월-토
02:30 am 1일

Report_backup Kosc2 //tmp/BackupResult.html
HP: Uitrium
4-SCSI_1(1)

미정 미정

DB
Online
Backup

koscdb1_Oracle_all koscdb1 Oracle All
HP: Uitrium
4-SCSI_7,8(2)

Full 02:00 am 1일 

koscdb1_Oracle_arc
h_cont

koscdb1
Oracle Archive Log

&Control Files
HP: Uitrium
4-SCSI_7,8(2)

Full
12:30 pm

06:30 pm

1일

2회

OS백업

tmc_OS_image tmc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5,6(2)

Full 11:00
월 1회

(15)

gdps-r1a_OS_image gdps-r1a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7,8(2)

Full 12:00 pm
월 1회 

(15)

gdps-r1b_OS_image gdps-r1b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7,8(2)

Full 01:00 pm
월 1회

(15)

gdps-ui_OS_image gdps-ui

CONFIGURATION:

C:\

D:\

HP: Uitrium
4-SCSI_7,8(2)

Full 03:00 pm
월 1회

(15)

표 34. 백업 정책

항 목 규 격 수량

소프트웨어 - Data Prot Start Pk for HP-UX DVD　LTU 1

Drive 라이선스 - Data Prot One Drv UNIX/NAS/SAN LTU 4

Slot 라이선스 - Data Prot Unlimite Slots Library LTU 1

DB 라이선스 - Data Prot On-line Backup for UNIX LTU 2

표 33. 백업 소프트웨어 세부 사양

(3) 백업 정책

해양위성센터의 특성상 모든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Full Backup을 진행하고 

있고, 백업 주기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파일백업에 대해서는 주중

에 새로이 증가되는 분량(Incr.)에 대한 백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주말 시간 동안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다시 백업(Full)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손실에 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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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Hostname 백업대상
백업

드라이브
백업타입 시작

백업

주기

gdps-r2_OS_image gdps-r2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7,8(2)

Full 02:00 pm
월 1회

(15)

Goci_dm_OS_image Dm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4(1)

Full

Goci_db_OS_image Impsdb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4(1)

Full

Goci_ircm_OS_image Ircm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4(1)

Full

Goci_pmm1_OS_
image

Pmm1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4(1)

Full

Goci_pmm2_OS_
image

Pmm2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4(1)

Full

다. GOCI 자료 저장 및 관리 최적화

(1) 3차 백업 및 소산 저장 확대

기존 스토리지와 테이프 라이브러리(EML E-series Tape Library)에서만 백업이 이루어졌지

만, 백업 정책 및 Pool 1차 개선이 완료함에 따라 소산을 시작하였다. 이는 2차 백업으로만 

이루어지던 이전과 달리 3차 백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안정성이 크게 강화 되었다고 볼 수 있

으며, 테이프 내용은 각 1개월의 GOCI 데이터 및 국외위성(NOAA, MODIS)의 데이터가 저장

되어 있다. 소산한 테이프는 바코드와 라벨을 제작하여 해양위성센터 기밀문서보관실에 소산

대장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그림 133. 기존 백업과 현재 백업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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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Hostname 백업대상
백업

드라이브
백업타입 시작

백업
주기

File
backup

KOSC2_IDB_Backup kosc2 IDB
HP: Uitrium
4-SCSI_3,4(2)

Full 11:00 am 1일

goci_inrsm1_data goci_inrsm1
/Data
/home

HP: Uitrium
4-SCSI_7,8(2)

Full : 일
Incr : 월-토

04:00 am  1일

gocigw1_data_2010 gocigw1
/nfsdb/COMS/1.0/20

10/**/**

HP: Uitrium
4-SCSI_1,2,3,4,

5,6,7,8(8)

Full
월-일

11:00 pm 1일

gocigw1_base gocigw1 //
HP: Uitrium
4-SCSI_6(1)

Full
2주 일요일

11:30 am 2주

Gocigw1_data_others gocigw1

/nfddb(coms 폴더 이
외)

/nfsgdps
/nfsimps

HP: Uitrium
4-SCSI_1,2,3(3)

Full : 토
Incr : 일-금

11:00 pm 1일

Koscdb1_nsfdb_NOAA Koscdb1 nfsdb/NOAA
HP: Uitrium
4-SCSI_1,2,3,4

(4)

Full : 일
Incr : 월-토

02:30 am 1일

Report_backup Kosc2
//tmp/BackupResult.

html
HP: Uitrium
4-SCSI_1(1)

미정 미정

DB
Online
Backup

koscdb1_Oracle_all koscdb1 Oracle All
HP: Uitrium
4-SCSI_7,8(2)

Full 02:00 am 1일

koscdb1_Oracle_arch_cont koscdb1
Oracle Archive Log

&Control Files
HP: Uitrium
4-SCSI_7,8(2)

Full
12:30 pm
06:30 pm

1일
2회

표 35. 초기 백업 정책

그림 134. 소산테이프 라벨 및 바코드 그림 135. 소산 테이프 관리

(2) 백업 정책 및 Pool 1차 개선

초기에는 Full Backup을 진행하고 있고, 백업 주기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파일백업에 대해서는 주중에 새로이 증가되는 분량(Incr.)에 대한 백업도 꾸준히 진

행하고, 주말 시간 동안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다시 백업(Full)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손실에 대비

하였다. 모든 백업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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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Hostname 백업대상
백업

드라이브
백업타입 시작

백업
주기

OS백업

tmc_OS_image tmc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5,6(2)

Full 11:00
월 1회

(15)

gdps-r1a_OS_image gdps-r1a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7,8(2)

Full 12:00 pm
월 1회

(15)

gdps-r1b_OS_image gdps-r1b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7,8(2)

Full 01:00 pm
월 1회

(15)

gdps-ui_OS_image gdps-ui
CONFIGURATION:

C:\, D:\
HP: Uitrium
4-SCSI_7,8(2)

Full 03:00 pm
월 1회

(15)

gdps-r2_OS_image gdps-r2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7,8(2)

Full 02:00 pm
월 1회

(15)

Goci_dm_OS_image Dm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4(1)

Full

Goci_db_OS_image Impsdb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4(1)

Full

Goci_ircm_OS_image Ircm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4(1)

Full

Goci_pmm1_OS_image Pmm1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4(1)

Full

Goci_pmm2_OS_image Pmm2
CONFIGURATION:

C:\
HP: Uitrium
4-SCSI_4(1)

Full

GOCI 발사 초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백업을 하여도 백업이나 소산에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백업 방법이 소산에도 어려움이 

있고 백업테이프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백업정책을 변경하였다. 첫 번째 중복 백업은 최소한 줄이되 중요도

가 높은 자료는 소산을 통하여 3중 백업을 하였다. 두 번째 소산을 고려하여 백업을 할 때 각 

백업 정책마다 백업을 수행하는 드라이버를 지정해 두었다. 단 대량의 소산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복구하는데 시간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드라이버를 지정하였다. 세 번째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보관기관을 영구적 보관과 일정기관 보관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원칙으

로 아래와 같이 백업정책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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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정책 이름 호스트 대상

GOCI

GDPS Hpnas2
/nfsgdps/

GOCI/

config

data/

auxdata

noaa_sst

MoveHe5.sh

log

IMPS_1 Hpnas2 /nfsimps/

IMPS/I

MPS_AR

CHIVE/

GOCI/

IMCData

Log

LV1BSnapShot

product/WBTLM

SGCSAux

IMPS2

IMPS_2 Hpnas2 /nfsimps/IMPS2

IMPS_3 Hpnas2 /nfsimps/ (IMPS2 제외)

INRSM_DB_1 goci_inrsm1

/
ior_root

var

/data/

Astrium/Backup

IMC

Input

Log

Output

Result

TLM_Backup

INRSM_DB_2 goci_inrsm1

/ ior_root

/data/data/ (LTM 제외)

/home/INRSM

/user/local/dev/ACE_wrappers

GOCI_5weeks GOCI_5weeks_YYYY_MM_DD Hpnas2 /nfsdb/COMS/GOCI/1.0/YYYY/MM/DD

GOCI_MM 1.0_GOCI_DB_YYYY_MM Hpnas2 /nfsdb/COMS/GOCI/1.0/YYYY/MM

IDB KOSC2_IDB_Backup Internal Database

Oracle

koscdb1_Oracle_all
/koscdb1

DMS/

ARCHIVELOGS

CONTROL FILE

DATABASE

koscdb1_Oracle_

arch_cont

/koscdb1

DMS/

ARCHIVELOGS

CONTROL FILE

sat2 sat2_5weeks_YYYY_MM_DD gocigw2 /sat2/satellite/YYYY/MM/DD

sat2_MM sat2_DB_YYYY_MM gocigw2 /sat2/satellite/YYYY/MM

sat2_nfsdb sat2_nfsdb hpnas2 /nfsdb/

MODIS

MODIST

NOAA

SOSAN

Group

SOSAN_GOCI_YYYY_MM Hpnas2 /nfsdb/COMS/GOCI/1.0/YYYY/MM

SOSAN_sat2_YYYY_MM gocigw2 /sat2/satellite/YYYY/MM

표 36. 개선한 백업 정책 데이터 대상



그룹 이름 드라이버 Pool
보관

기간

스케줄
방식 목적

일 시간

GOCI

GDPS 8번 GOCI_GDPS 영구 일 오후 11:30 Full GDPS 시스템 데이터 및 설정 백업

IMPS_1 2번 GOCI_IMPS1 180일 매일 오전 04:00 incr IMPS2 및 IMPS 관련 데이터 일백업

IMPS_2 7번 GOCI_IMPS2 영구 요청 Full
/nfsimps가 용량이 거의다 사용하였을 경우 

삭제를 위한 백업(Pool에 복원데이터 포함)

IMPS_3 7번 GOCI_IMPS2 영구 요청 Full
IMPS업데이트 후 데이터 설정 및 관련하여 

IMPS2를 제외한 백업

INRSM_DB_1 8번 GOCI_INRSM 영구 월,수 오후 8:00 incr INRSM 일백업

INRSM_DB_2 8번 GOCI_INRSM_DB2 영구 요청 Full
inrsm 업데이트 후 요청이 있을 시 백업

(Pool에 복원데이터 포함)

GOCI_5weeks
GOCI_5weeks_YYYY_

MM_DD
1번 GOCI_5weeks 35일 다음날 오전 6:00 Full /nfsdb의 GOCI 데이터 일 백업

GOCI_MM
1.0_GOCI_DB_YYYY_

MM
5번 GOCI_DB 영구 요청 Full /nfsdb의 GOCI 데이터 월 백업

IDB KOSC2_IDB_Backup 4번 IDB 영구 매일 오후 6:15 Full DB 백업

Oracle

koscdb1_Oracle_all 4번 Oracle 영구 매일 오전 2:00 Full 오라클 관련 백업

koscdb1_Oracle_arch_c

ont
4번 Oracle 영구 매일

오후 12:00

incr1 오라클 관련 백업(일요일만 12시 Full백업)
오후 6:00

sat2
sat2_5weeks_YYYY_M

M_DD
3번 sat2_5weeks 35일 다음날 오전 6:00 Full 국외위성 일 백업

sat2_MM sat2_DB_YYYY_MM 6번 sat2_DB 영구 요청 Full 국외위성 월 백업

sat2_nfsdb sat2_nfsdb 3번 sat2_nfsdb 영구 매일 오전 5:00 Full 국외위성 배포 데이터 일 백업

SOSAN

Group

SOSAN_GOCI_YYYY_

MM
5,6,7,8번 SOSAN_GOCI 영구 요청 Full GOCI 소산

SOSAN_sat2_YYYY_M

M
5,6,7,8번 SOSAN_sat2 영구 요청 Full 국외위성 소산

표 37. 개선된 백업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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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복구(Restore) 시간 단축

백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재해, 사용자의 실수, 컴퓨터상의 오류 등의 문제로 데이터가 

손실, 혹은 삭제되는 것에 대비하여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이다. 해양위성센터의 

백업 정책 및 Pool 개선을 함으로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자료 복구에 대한 시간이 최소 60%

이상 크게 향상되었다. 이로써 기존보다 빠른 시간에 자료복구가 가능해졌다.

개선 전 개선 후

1일 기준 데이터 복구 시간 1시간~12시간 소요 15분~20분 소요

일주일 기준 데이터 복구 시간 2~4일 소요 4시간 소요

표 38. 자료 복구 시간 테스트(Restore Test)

(4) 소산

해양위성센터는 GOCI 자료를 처리 및 배포하는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자료백업에 대한 중

요성이 더 높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GOCI 자료와 해외위성자료의 원본자료는 백업과 동시

에 자료를 백업 테이프에 소산하여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된 지역에 화재, 재해 

등에 의한 백업 테이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양위성센터와 해양과학기술원의 동해 

분원에 각각 보관하였다.

그림 136. 동해분원에 보관된 백업 테이프



소산  항목
session name 소산 테이프 HP_소산테이프 위치

Rewind 일시

(1년 마다 시행)

사용 

드라

이버

보관 위치
대분류 소분류

KOSC_GOCI(Old) 2010년 7월,8월 2012/07/14-7 GCZ424, GCX537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1 동해분원

　 2010년 9월 2012/07/15-6 GCZ425, GCX528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1 동해분원

　 2010년 10월 2012/07/17-6 GCZ422,GCZ423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5 동해분원

　 2010년 11월 2012/07/17-7 GCZ419, GCZ420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6 동해분원

　 2010년 12월 2012/07/17-8 GCZ418, GCZ417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7 동해분원

　 2011년 1월 2012/07/18-7 GCX598, GCX596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5 동해분원

　 2011년 2월 2012/07/18-8 GCX592, GCX591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6 동해분원

　 2011년 3월 2012/07/18-9
GCX587 GCX586,

GCX562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7 동해분원

　 2011년 4월 2012/07/24-8
GCX577, GCX576,

GCX575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5 동해분원

　 2011년 5월 2012/07/24-9 GCX574, GCX571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6 동해분원

　 2011년 6월 2012/07/24-10 GCX567, GCX564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7 동해분원

　 2011년 7월 2012/08/10-6
GCX568, GCX563,

JXC103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5 동해분원

　 2011년 8월 2012/08/09-7
GCX555, GCX553,

GCX550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6 동해분원

　 2011년 9월 2012/08/07-11 GCZ473, GCZ463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5 동해분원

　 2011년 10월 2012/08/07-12 GCZ460,GCZ452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6 동해분원

　 2011년 11월 2012/08/07-13 GCZ450, GCZ448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7 동해분원

　 2011년 12월 2012/08/09-10 JCX102, GCZ511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7 동해분원

　 2012년 1월 2012/08/12-6 GCZ507,GCZ501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5 동해분원

　 2012년 2월 2012/08/11-6 GCZ497, GCZ495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6 동해분원

　 2012년 3월 2012/08/10-7 GCZ492, GCZ488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7 동해분원

　 2012년 4월 2012/08/13-6 GCX536, GCZ451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5 동해분원

　 2012년 5월 2012/08/13-7 GCZ499, GCZ486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6 동해분원

　 2012년 6월 2012/08/13-8 GCZ487, GCZ485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7 동해분원

표 39. 동해 분원의 자료 소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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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  항목
session name 소산 테이프 HP_소산테이프 위치

Rewind 일시

(1년 마다 시행)

사용 

드라

이버

보관 위치
대분류 소분류

　 2012년 7월 2013/01/18-7 JXC169, JXC130 SOSAN_GOCI 2014년 1월 5 KOSC

　 2012년 8월 2013/01/18-8 JXC178, JXC176 SOSAN_GOCI 2014년 1월 6 KOSC

　 2012년 9월 2013/01/21-6 JXC168, JXC165 SOSAN_GOCI 2014년 1월 5 KOSC

　 2012년 10월 2013/01/21-8 GCZ509,GCZ493 SOSAN_GOCI 2014년 1월 6 KOSC

　 2012년 11월 2013/01/22-7 GCZ461, GCZ426 SOSAN_GOCI 2014년 1월 5 KOSC

　 2012년 12월 2013/01/22-8 GCZ428, GCX517 SOSAN_GOCI 2014년 1월 6 KOSC

KOSC_Sat2 2011년 6월 2012/07/27-9 GCX588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8 동해분원

　 2011년 7월 2012/08/03-7 GCX523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8 동해분원

　 2011년 8월 2012/08/06-7 GCX529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8 동해분원

　 2011년 9월 2012/08/03-9 GCX530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5 동해분원

　 2011년 10월 2012/08/07-14 GCX535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8 동해분원

　 2011년 11월 2012/08/03-8 GCX547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7 동해분원

　 2011년 12월 2012/08/06-8 GCX534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7 동해분원

　 2012년 1월 2012/08/06-9 GCX548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5 동해분원

　 2012년 2월 2012/08/06-10 GCZ484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6 동해분원

　 2012년 3월 2012/08/07-7 GCZ447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7 동해분원

　 2012년 4월 2012/08/02-3 GCZ483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5 동해분원

　 2012년 5월 2012/08/02-4 GCZ480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6 동해분원

　 2012년 6월 2012/08/02-5 GCZ474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7 동해분원

　 2012년 7월 2013/01/18-9 JXC174 SOSAN_sat2 2014년 1월 7 KOSC

　 2012년 8월 2013/01/18-10 JXC140 SOSAN_sat2 2014년 1월 8 KOSC

　 2012년 9월 2013/01/21-7 JXC150 SOSAN_sat2 2014년 1월 7 KOSC

　 2012년 10월 2013/01/21-9 JXC132 SOSAN_sat2 2014년 1월 8 KOSC

　 2012년 11월 2013/01/22-9 JXC164 SOSAN_sat2 2014년 1월 7 KOSC

　 2012년 12월 2013/01/22-10 JXC151 SOSAN_sat2 2014년 1월 8 KOSC

imps_r 　 　
GCX585, GCX582,

GCX565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7 KOSC

IDB 　 　 GCX595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7월 4 동해분원

Oracle 　 　 GCX595 Sosan_aginst_construction_3floor 2013년 8월 4 동해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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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업 및 소산 보고서 작성

기존 해양위성센터의 내부 사정으로 백업에 관한 관리는 Data Protector에서만 진행을 해왔

다. 백업에 관한 이력을 문서화하지 않았기에 Data Protector를 사용하여 백업 로그를 보아야

만 했으며, 백업 담당자의 부제 및 기타 문제가 있을 때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

서 백업과 소산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대장을 만들어 체계적인 백업 이력관리를 수행하

고 있다.

그림 137. 2011-09-21. KOSC Backup Report



－ 126－

그림 138. 2011-09-16. KOSC SOSAN Report

그림 139. 백업 및 소산 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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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OCI 영상품질 검증 시스템 개발

가. GOCI 영상품질 확인 웹페이지

GOCI 영상품질 확인 웹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메뉴영역”, “컨텐츠 영역” 으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 영역에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다른 메뉴의 서브메뉴로 바

로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상 편리함을 제공하며 컨텐츠 영역에서는 이동한 메뉴의 컨텐츠 영

역으로 선택된 정보를 리스트 형식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40. GOCI 영상품질 확인 웹기반 시스템

메뉴 영역에는 위성품질평가, 품질평가관리, 처리사항모니터링, 통계 항목이 있다. 위성품질 

평가 항목에서는 위성품질평가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할 수 있으며 품질 평가 관리는 검색 기

간 기준으로 평가된 데이터 정보를 보여 주며 평가 시에 저장했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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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품질평가관리

품질평가 설정 창에서는 Bad Pixel, Missing Pixel, L2 생산물의 임계치 값을 변경 할 수 있

으며 Missing Pixel의 가로 세로 범위와 구름 분석 시 구획의 크기를 설정하는 등 평가데이터

에 관한 정보를 설정 한다.

그림 142. 품질평가 설정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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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모니터링 창에서는 위성영상이 단계별로 처리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 Raw의 경우 

1회 촬영 당 1개의 파일이, L0,L1A의 경우는 64개 파일이, L1B, L2, L3는 1개의 파일이 생성

되는데 이때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을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 되며 정확하게 파일이 생성하였

을 때는 청색으로 표시 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엑셀로 출력 할 수도 있다.

그림 143. 위성영상 처리상황 모니터링

통계창에서는 위성품질 평가 된 데이터들의 통계를 보는 페이지로 일자별로 영상품질의 결

과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엑셀파일로 출력도 할 수 있다.

그림 144. 품질평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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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품질평가 뷰어

GOCI 영상품질확인 웹페이지가 영상품질 평가 현황 및 전체적인 통계 현황 등을 보여 준

다면 영상품질평가 뷰어는 실제적으로 영상의 품질을 평가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

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대상으로는 배포시스템을 통해서 배포되는 L1B와 L2를 

대상으로 하고 L1B와 L2에 포함되는 밴드들을 전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림 145. 평가 대상

평가 항목으로 L1B의 경우에는 Missing Pixel, Bad Pixel, Saturation, 구름양, 물결노이즈,

전자신호블록현상이 있고 L2 생산물을 각 생산물마다 임계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Missing Pixel, Bad Pixel는 L1B에서는 특정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미리 설정해 두고 특

정 값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보여 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L2생산물을 만들 때 구름 마

스킹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구획별로 얼마나 구름이 분포하는지를 자동으로 표

현하게 구현하였다.

그림 146. Missing Pixel, 구름양 자동계산 및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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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 물결노이즈, 전자신호블록현상은 사용자가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지역에 

박스를 그려 영상에 몇%가 그러한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그림 147. Saturation, 물결노이즈 표시의 예

정확하게 기하보정이 처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영상에 해안선을 중첩하

여 육안으로 확인하며 Landmark 개수와 잔차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48. 해안선 중첩 및 기하보정 평가정보

이러한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의 재처리를 판단하고 영상내의 이슈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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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성상태정보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 구축 목적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상태 분석시스템의 목적은 위성관제시스템(Satellite Ground Control

System : SGCS)을 경유하여 수신된 상태정보들을 통하여 천리안위성 수명기간동안 GOCI 탑

재체의 운용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SGCS가 위성으로부터 준실시간 수신한 Telemetry 데이터는 화면에 다

양한 형태로 표시되고, 운용자가 GOCI 탑재체의 상태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나. 시스템 구성 및 구조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상태 분석시스템은 기능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진다.

구분 기능

통합 운용 환경 및

각종 서비스 관리

- 시스템 환경 설정 관리

- 이벤트 로그 및 로그북 관리

- 접속 및 운용 권한 관리

- 보고서 생성 및 출력

GOCI 탑재체 상태 모니터링

- 탑재체 상태 아카이빙

- 비정상 상태 표시

- Text 기반 위성상태 표시

- Graph 기반 탑재체 상태 표시

GOCI 탑재체 상태 분석
- 아카이브된 탑재체 상태 데이터 분석

- 저장된 탑재체 상태 정보에 대한 고배속 재생

GOCI 탑재체 운용 DB 및

자체 DB 관리

- 데이터베이스 로딩 및 관리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뷰어

- 데이터베이스 편집기

GOCI 탑재체 빔 커버리지

3D 디스플레이

- 위성체 궤도 및 자세정보 데이터 관리

- 위성체 빔 3D 뷰어

GOCI 탑재체 디스플레이
- GOCI 탑재체 상태 정보 데이터 관리

- GOCI 탑재체 뷰어

표 40.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상태 분석시스템 기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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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드웨어 사양

해양위성 천리안 위성상태 분석 시스템은 각 1대의 서버와 1대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서버는 SGCS로부터 수신한 통신 탑재체 Telemetry data와 위성 궤도 data 및 Schedule data

를 Database에 저장하고 관리 한다. Server의 D:\Tmtas 폴더를 공유 폴더로 설정 하여 서버

와 클라이언트에서 Z: Directory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공유 하여 사용 한다. 이 공유 

Directory에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IP와 DB 접속 정보, MIMIC 파일 등이 저장되어 사용 된다.

해양위성 천리안 위성상태 분석 시스템의 장비 구성 Spec은 다음과 같다.

Product Product Description 수량

Workstation

제품명 HP z400 Workstation

2

CPU Intel Xeon W3530 2.80 8MB/1066 QC CPU

RAM HP 4GB (2x2GB) DDR3-1333 ECC RAM

Graphic Card NVIDIA Quadro FX2000 1.0GB Graphics

HDD
- HP 250GB SATA 7200 1st HDD

- HP 1000GB SATA 7200 2nd HDD

ODD HP 16X DVD+-RW SuperMulti SATA

동작 온도 및 습도 온도 : 섭씨 10~40C 습도:20~80%

운영 체제 MS Windows 7 Pro. 32-Bit

Monitor

제품명 HP ZR24w

6
크기 24 in(61 cm)

권장 해상도 1920 x 1200 @ 60 Hz (WUXGA)

응답속도 7ms(on / off)

Database 제품명 MSSQL 2008 ( 5 UsrCAL ) 1

표 41. 하드웨어 세부 사양

라. 상세 기능 설명

(1) Server Manager

서버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Server Manager에서는 SGCS에서 보내주는 Orbit, Telemetry,

Schedule 파일을 수신 할 폴더 설정과, Login 계정 관리와 수신된 Telemetry File 과 Orbit

Prediction File 과 Schedule 파일의 시간과 파일명을 확인 해 준다. 단 Login 계정 관리는 

Engineer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한해서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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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Server Manager 메인 화면

(가) COMS Service

SGCS에서 들어오는 Telemetry File 과 Orbit File과 Schedule File을 Parsing 하여 Database

에 저장 하고 각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림 150. COMS Service

(나) COMS DB Manager

System 에서 사용 되는 모든 Analog Telemetry, Discrete Telemetry, Orbit Prediction,

Schedule 의 속성 값들을 정의 하고 입력/수정/삭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이다. 만약 한 개

의 Telemetry Data라도 가진 Telemetry Attribute 는 삭제가 불가능 하다. Telemetry

Attribute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Database에서 직접 해당 Telemetry data를 모두 삭제 후에 

Telemetry Attribute 정보를 삭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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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COMS DB Manager

(2) Process Manager

Process manager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기능으로, 왼쪽 User Information 에는 

로그인 한 사용자의 계정 이름과 권한 마지막 접속 시간을 표시해 준다. 오른쪽 화면에 

Telemetry Viewer, Trend Analysis, 버튼을 클릭하여 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Logout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자동종료 되며 다시 Login 화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림 152. Process Mager 메인 화면

(가) Telemetry Viewer

Real time, Local 모드로 변경하여 운영 가능 하며 Coms Service가 48초 간격으로 수신한 

Schedule File, Orbit File, Telemetry File을 Parsing 하여 Telemetry Viewer로 보내면, 수신한 

Telemetry data로 Alphanumeric , Graph, MIMIC, 3D View, 2D View, Schedule View 에 표

출하여 운영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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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Telemetry Viewer 메인 화면

(나) Trend Analysis

Database에 저장되어 있는 Telemetry data로 Trend 를 보여주고 분석하여 결과를 보여주고,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154. Trend Analysis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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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분석기술 고도화

1. GOCI 복사보정 정확도 향상 알고리즘 개선

해양위성센터는 IOT 시작과 함께 복사보정 개선을 위해 IOT의 공식 테스트에도 적극 참여

할 뿐 아니라 IOT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여 왔다. 센서의 동일한 

수행 결과를 7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사보정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사보정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 복사보정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GOCI 센서의 수행 성능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첫 수신 이후 매시간 생성된 자료를 모두 분

석해야하기 때문에 대용량 자료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추가된 시스템에 

대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부 사양

CPU i7-2세대  2600(3.4GHz)

VGA 라데온 HD 6870 D5 1G
RAM DDR3 PC-12800 16GB
HDD 2T*1AE, 1T*2AE

OS Win 7 Enterprise K

표 42. 복사보정을 위한 분석 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에서 원시자료 Raw로부터 밴드촬영 전후에 수행되는 Dark Image자료를 추출하여 

센서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실행되어 상태모니터링에 활용중이다.

그림 155. GOCI 센서 상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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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GOCI Offset과 

Detector 온도 모니터링 결과이고, GOCI센서 자체의 전기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그림 156. GOCI의 Offset 모니터링 결과

그림 157. Detector 온도 모니터링 결과

나. 복사보정 알고리즘 개선

앞에서 소개된 모니터링 외에도 다양한 사전작업을 통해 해양위성센터는 최적의 Gain

parameter를 계산하였고, IOT 종료이후 2011년 5월 31일에 실시간 전처리 시스템에 적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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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Gain parameter 개선 전후 비교

그림 159. Gain parameter 적용 과정

2. 대기보정기술 개선

가. 도입

해색(Ocean color)위성 원격탐사가 일반적인 고해상도 광학위성과 활용 기술적인 면에서 큰 

차이점은 해색위성은 해수면에서 올라오는 절대 신호의 크기를 요한다는 것이다. Landsat,

IKONOS 등의 고해상도 광학위성 활용은 위성신호처리 측면에서 접근해도 사용에는 큰 문제

가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색위성은 보이는 그대로의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중의 물질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해수신호의 분광학적인 분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해수신

호의 크기는 해수중의 물질의 양․질 적인 차이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해수신호의 정확한 

절대신호를 얻는 것이 해색위성의 활용기술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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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에 도달하는 신호에는 순수 해수신호(water leaving radiance) 이외에도 대기 중의 공기

분자 산란(Rayleigh scattering),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aerosol scattering), 해수면 반사 신호

(Fresnel reflection),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흰색의 파도(white cap)신호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제는 어떻게 순수 해수신호 이외의 필요 없는 부가적인 신호들을 제거할 것인지 하는 것

이 해색위성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해수신호의 크기에 비하여 대기신호의 크기는 

그 절대 값이 월등하게 크다. 이런 이유로 아주 작은 대기신호의 잘못된 추정은 해수정보를 

얻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되며, 이것이 대기보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다.

정지궤도 해색 위성인 GOCI(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의 경우 대기신호의 비중이 

더욱 커지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GOCI와 일반적인 극궤도 위성과의 차이를 이해하여

야 한다. GOCI의 경우 정지궤도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관측 영역이 변하지 않으나 관측영역인 

한반도 주변해역이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기하학적인 위치 특성 때문

에 위성 천정 각이 약 30˚~55˚로 극궤도 위성보다 대기투과거리 25%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 

매 촬영 시각이 일정한(현지시간으로 10:00~12:00) 극궤도 위성과 달리 GOCI의 경우는 하루 8

회,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상을 얻기 때문에 하루 중 촬영하는 동안 태양 고도각 

역시 크게 바뀌게 된다. 겨울의 경우 가장 높은 태양고도가 60 degree 이하로 낮아져, 태양광

이 대기를 투과하는 투과거리가 매우 길어지게 된다. 이 의미는 관측 영역에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촬영시간에 따라 광환경이 크게 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GOCI의 대기보정은 기존의 대기보정보다 더욱더 정밀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만약 대기 복사량 추정에서 2%의 오차는 해수신호에 미치는 오차는 약 15% 이상의 오차

가 발생된다. 해색 위성에서 해수신호의 관측 정밀도는 약 5%이내가 되어야 한다. 이 요구사

항을 만족하려면 대기신호 분석 정밀도는 적어도 1%이내가 되어야 한다.

또, GOCI는 기존의 line-by-line 촬영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슬롯(slot) 단위의 scene을 촬영

하는 방식이며, 실제로는 전체 촬영영역을 16개의 slot으로 촬영 후 조합하며 슬롯간의 촬영 

시간차는 약 2분간의 시차가 발생된다. Slot 1에서 slot 16까지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

분 정도이다. 문제는 그 시간차 동안 태양이 계속 움직이게 되고, 이는 태양의 downwelling

irradiance(Ed; 하향방사도) 크기를 변화 시킬 뿐 아니라 산란각 변화와 BRDF(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특성에 의한 변화 역시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민감한 광

학적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 주지 않을 경우 슬롯 간 영상의 불연속적 경계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GOCI대기보정의 근간이 되는 고전적인 대기보정 방법의 경우, 근 적외파장 영역에서 바다

는 완전한 흑체라는 가정을 하고 대기신호의 제거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주로 CASE-I

water (Morel, 1972)를 위한 대기보정 방법이다. 하지만 turbid water의 경우에는 위의 기본가

정이 깨어지게 되며, GOCI의 경우 황해를 포함한 상당 부분이 이 turbid water(CASE-II)에 

해당한다. 반면에 동해의 경우 Case-1 water이며, 남해의 경우 혼합형의 광 특성을 갖는다. 따

라서 GOCI의 target area는 광학적으로 다양한 성격을 가진 해수에 해당되므로 대기보정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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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론

그림 160. Process of atmospheric correction

GOCI 대기보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표준 대기보정 알고리즘의 흐름(그림 160)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준 대기보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근적외 파장 영역대(NIR)에서 해수는 

완전한 흑체 이며, 남아있는 신호는 오직 대기에 의한 신호 뿐 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

대기보정은 위성으로부터 얻은 대기 위에서 본 분광 복사 이미지(Top of atmosphere

radiance) LTOA(λ)를 수식 3의 과정을 통해 반사도 값 ρTOA(λ)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 

식에서 F0(λ)는 대기 밖에서의 파장 별 태양 방사 에너지 평균 값, σ는 지구-태양간의 거리 효

율 상수, θS는 태양 천정각이다. 또, TOA 복사 값에 π를 곱해서 반사도로 전환하는 것은 해

수 및 대기의 표면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확률로 산란하는 lambertian 표면이라고 가정하였

기 때문이다.

   cos 
 

    ×
(수식 3)

ρTOA(λ)신호는 수식 4와 같이 순수한 해색 신호 ρw(λ), 대기 중에 에어로졸이 없다는 가정하

에서의 분자입자들 간의 다중산란신호 ρr(λ), 대기 중 분자입자를 제외한 순수 에어로졸 입자

간의 다중산란신호 ρa(λ), 대기 중의 분자입자들과 에어로졸 입자들 간의 상호다중산란신호 ρ

ra(λ), 태양빛이 해수표면에서 프레넬 반사하여 생기는 글린트 ρg(λ), 바람에 의한 해수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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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파도신호 ρwc(λ)로 나뉜다. 또 여기서 T(λ), t´(λ), t˝(λ)는 각각 대기의 직접 투과율, 바다-

센서간의 상향 확산 투과율, 태양-바다간의 하향 확산투과율을 의미한다.

           ′ ′″  (수식 4)

수식 4의 우변에서 순수 해색신호인 ρw(λ)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대기보정 과정을 통

해 나머지 신호들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1) Out-of-Band Correction

GOCI는 412nm, 443nm, 490nm, 555nm, 660nm, 680nm, 745nm, 865nm파장인 8개의 분광 

밴드로 관측대상을 촬영한다. 각각의 밴드는 광학필터를 통해 분광되어 촬영되는데, 이 광학

필터는 해당밴드파장을 중심으로 밴드에 따라10~40nm정도의 파장으로 분광되고, 그림 161과 

같이 절대값 크기는 매우 작지만 훨씬 멀리 떨어진 파장대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를 보정

해주는 과정이 out-of-band 보정이며 이를 위해 수식 5가 사용된다.

 


  






  





(수식 5)

또, 태양상수, 대기분자의 광학두께, 오존농도 등, 기존의 연속된 파장의 정보는 모두 이 과

정을 거쳐줘야 한다.

그림 161. Spectral response function of SeaWiFS and GOCI

(2) 대기 중 분자산란 신호의 제거

대기 중의 분자산란에 의한 반사도 ρr(λ)는 대기분자의 구성성분 변화, 대기분자 밀도(기압),

산란각(태양천정각, 위성천정각, 위성과 태양의 상대방위각), 해수표면의 거칠기(바람장) 등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으며 이를 모두 고려해주어야 한다.

대기의 분자산란 Rayleigh산란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신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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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평적으로 그 분자밀도나 구성성분의 변화가 거의 균질하기 때문에 분자산란 반사 값을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분자산란의 반사도 값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복사전달이론을 통한 예측방법이 있다. 매 번 대기보정 마다 모든 픽셀에 대하여 복사전달이

론을 사용한 분자산란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변

하는 인자인 태양 천정각, 위성 천정각, 태양-위성 상대방위각, 바람장을 변수로 고려하여 미

리 계산된 look-up table(LUT)을 만들고, 각 픽셀별로 LUT값들을 보간하여 반사도를 예측하

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또, 대기분자산란신호를 예측하기 위한 대기분자 구성성분은 USGS-62

표준 모델을 따르고 있다.

(3) 대기 중의 에어로졸 산란신호 제거

에어로졸의 경우 그 구성성분 및 농도가 수평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기신호의 제거를 위해서는 수평적인 에어로졸 구성성분의 변화와 농도변화를 함께 오차 없

이 예측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해색원격탐사의 대기보정 방법은 기본적으

로 NIR영역에서 해수는 완전한 흑체이며, 남은 신호는 대기 중의 에어로졸에 의한 신호뿐이

라고 가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최초의 대기보정 방법은 대기 중 aerosol 입자는 단일산란(single scattering)한다는 가정을 

갖고 시작하였으며, 이는 Gordon 1978에 의해 수식 6과 같이 정의되었다.

  cos cos 
         

cos±  ± cos cos  sin  sin  cos   
(수식 6)

이 에어로졸 모델은 대기 중 에어로졸의 농도가 변해도 에어로졸 스펙트럼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대기보정을 구현 할 수 있었지만, 대기 중의 에어로졸 농도가 높아짐에 따

라 단파장으로 갈수록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이후에 Gordon & Wang(1994)에 의해 

복수산란(multiple scattering)모델 기반의 대기보정 이론으로 보완된다. Wang(1991)에 의하면 

에어로졸 종류에 따라서 에어로졸 단일산란과 중복산란에 의한 반사도의 상관관계는 거의 리

니어 하며, 대기의 중복산란은 단일산란 신호의 크기 및 태양천정각, 위성천정각, 상대방위각

에 의한 함수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의 복수산란이 고려된 일반적인 에어로졸 제거 과정은 그림 162의 

흐름을 가진다. 두개의 근적외 영역(NIR) 파장대 밴드의 반사도 값을 이용하여, ρa(NIR1)+ρ

ra(NIR1)와 ρa(NIR2)+ρra(NIR2)값을 알면, 이를 모든 에어로졸 모델들에 대한 ρas(NIR1)와 ρ

as(NIR2)로 변환하고, 모든 변환된 ρas(NIR1), ρas(NIR2) 값에 대하여 ρas(NIR1)/ρas(NIR2)의 평

균이 현재 관측대상에 해당하는 에어로졸 종류의 ρas(NIR1)/ρas(NIR2)라고 가정하면 관측대상

에 가장 가까운 두개의 에어로졸 모델을 찾을 수 있다(Gordon & Wan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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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Process of removing aerosol

     
    (수식 7)

에어로졸의 단일산란에서는 에어로졸의 농도에 따라 스펙트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에어

로졸 모델을 알면 ρas(NIR2)와 수식 7의 에어로졸 단일산란 모델을 이용하여 나머지 모든 스

펙트럼의 단일산란 반사도를 알게 되고, 이를 다시 해당 에어로졸 모델에 대한 복수산란 반사

도로 복원할 수 있다.

GOCI의 대기보정 과정에서의 aerosol 제거방법은 Gordon & Wang(1994)의 방법에서 약간

의 변형이 있다. 첫 번째로 단일산란과 복수산란의 상호변환은 수식 8, 9와 같은 단순한 4차 

다항모델을 사용하였다.

(수식 8)

  
  



    
 (수식 9)

또, 기존에는 모든 파장에 대한 에어로졸 단일 산란 반사도를 복원할 때 수식 5와 같이 1개

의 상수 값만을 사용하는 단순화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이는 maritime RH 99%의 대기 모델 

등 특정 모델에서 맞지 않아서 오차가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위 

단일산란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에어로졸 모델 별로 NIR대비 모든 밴드의 단일산란비를 따

로 저장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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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어로졸 모델

Aerosol 신호 제거를 위한 에어로졸 모델은 대기보정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의 가상적인 

모델들이다. 즉 대기보정을 통해 정확한 에어로졸 입자의 성분을 추측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

상의 에어로졸 패턴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대기신호를 제거하기 위함이 주목적인 것이다.

Gordon & Wang(1994) 및 IOCCG Vol.10에 의하면 이런 가상적인 에어로졸 모델을 이용해 

현실의 에어로졸 타입에 대한 대기보정 시뮬레이션 결과 매우 정확한 매칭을 보여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보정에서는 Shettel & Fenn의 maritime(RH 50%, 80%, 99%),

coastal(RH 50%, 80%, 99%), tropospheric(RH 50%, 80%, 99%), oceanic(RH 99%)의 에어로졸 

모델들이 사용된다. 하지만 Wang(2002)에 따르면 이 에어로졸 모델들은 그림 163과 같이 단

일산란 공간에서 모델간 교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63. Aerosol models can cross over in ρas(λ)/ρas(865nm) space under certain geometric

conditions

이는 특정 상황에서 영상의 불연속 경계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GOCI의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개의 최적화된 에어로졸 모델인 maritime(RH 50%, 99%), coastal(RH 50%)

의 세 모델만 적용하였다.

그림 164. Comparison result of atmospheric correction between 12 aerosol models with a

high definition LUT and 3 aerosol models with a low definition L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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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와 같이 3개의 에어로졸 모델만 사용하더라도 12개의 에어로졸 모델을 사용한것과 

거의 동일한 정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데이터 처리속도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5) 대기투과도 예측

대기투과도는 글린트와 같이 좁은 기하각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적용하는 투과도인 직접투과

(direct transmittance)와 일반적인 ocean-surface 모두에 적용하는 확산투과(diffuse transmittance)

로 크게 나뉜다.

대기투과도는 대기입자의 소산계수에 따라 좌우되며, 대기투과모델에서 소산계수는 다시 

O3, NO2에 의한 흡수(소) 모델과 대기분자 및 에어로졸 입자에 의한 산란(산) 모델 성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흡광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분자산란에 의한 투과율 계산은 직접투과는 수식 10, 11과 같은 

Beer-Lambert 법칙을 기반하는 모델을 사용하며, 방사투과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기분자산란은 

전방산란과 후방산란이 대칭이라는 점을 이용한 Gordon(1983)의 approxima- tion모델을 사용

하였다.

   
cos   

   

(수식 10)

   
cos   

   

(수식 11)

에어로졸에 의한 투과도 모델은 에어로졸의 높은 전방산란확률 때문에 초기의 대기보정 이

론(Gordon et al.(1983), Wang et al.(1994))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대기보정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도 함께 고려하는 추세이다. 에어로졸의 광학 두께를 알기 위해서는 

앞선 에어로졸 산란 신호 제거 과정에서 알아낸 에어로졸 단일 산란 반사도, SS albedo,

phase function, 에어로졸 종류를 이용하여 수식 4에 대입하여 역으로 추출할 수 있다. 에어로

졸의 직접투과도 역시 수식 12와 같이 단순한 Beer-Lambert의 법칙을 이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cos  
  

(수식 12)

또 확산투과모델은 아래의 수식 13과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Gordon et al 1997에 

의하면 이는 1%이내의 오차범위를 갖는다고 한다.

   





cos  
       ×   




(수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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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와 NO2에 의한 대기투과 모델은 대기분자의 흡광만 고려하기 때문에, 직접투과 확산투과 

상관없이 아래의 수식 14, 15와 같이 간단하게 근사할 수 있다.

 
   

  
cos  
 

 

(수식 14)

      
cos  

   

(수식 15)

(6) GOCI관측영역의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의 NIR 보정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의 NIR보정은 해색모델과의 반복적인 보완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그림 165와 같은 흐름을 갖는다.

그림 165. Process of NIR reflectance correction

일반적인 대기보정의 반복 알고리즘의 경우 탁수는 algal bloom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하

고 A.Morel의 바이오 입자 기반의 해색 모델을 적용하여 NIR보정을 한다. 하지만 GOCI 관측영

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황해연안 혹은 동중국해의 경우 NIR 파장 대에서의 bb는 바이

오입자 보다 광물입자에 의해 더욱 지배적으로 좌우된다. GOCI에의 대기보정 적용은 이런 문제

를 고려하여 기존의 바이오 입자기반의 해색 모델이 아닌 수식 16, 17과 같은 Ahn et al.(2012)의 

해색모델을 사용하여 NIR에서의 탁수 반사도를 복원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66과 같다.

    
  



   
 (수식 16)

    ×    (수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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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 Example of derived ρw(λ) spectra comparison for highly turbid

water on 27 Octover 2011 03:16 (UTC) and at longitude of 126.4153E and

latitude of 34.2985N. In this case, this NIR correction method reduced the error

by 20% compared to the black pixel assumption method of atmospheric

correction for visible bands(412nm to 680nm)

다. 대기보정 결과

(1) 대양에서의 대기보정 결과 비교

GOCI의 대기보정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색위

성인 MODIS 및 MERIS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그림 167). MODIS와 MERIS의 대기보정은 

case-1 해역에서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맑은 해역 중심의 위성간 상호비교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맑은 해역 중 하나인 제주도 남쪽 해역 주변으로 MODIS/MERIS/GOCI의 Rrs 스

펙트럼을 비교해 본 결과, 예상대로 세 위성 모두 거의 같은 대기보정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67. Open ocean (South part of Jeju island)

(2) 혼합수에서의 대기보정 결과 비교

동해 북쪽 해역에서의 부영양화로 인한 엽록소 증식이 일어난 경우에 대하여 MODIS/

MERIS/GOCI의 Rrs스펙트럼을 비교해 본 결과(그림 168), 세 위성 모두 서로 다른 대기보정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해색 특성에 의한 차이보다 흡광이 있는 대기상태 및 사용된 대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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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해 사용된 에어로졸 모델의 차이에 의해 결과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GOCI의 경우 490nm 파장대비 412nm 파장의 에어로졸 산란 신호 값이 다른 위성들보다 큰 

편인데, 이 차이는 GOCI에 적용된 흡광을 고려한 에어로졸 모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8. Mixed water (North part of east sea)

(3) 연안 해역에서의 대기보정 결과 비교

연안의 탁수 해역에서는 GOCI와 MODIS는 거의 일치하는 대기보정 결과를 보여주지만,

MERIS와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그림 169). 이는 GOCI와 MODIS는 둘 다 해색모델 기반의 

반복적인 방법으로 탁수에서 대기신호와 해색신호를 분리해내는 사용하지만 MERIS의 경우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 즉 대기보정 과정 이전에 3개의 NIR 파장대를 이용하여 해수신호

와 대기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 GOCI와 MODIS의 

탁수 모델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MODIS의 탁수 모델

링 과정 중 광물입자에 의한 단파장 흡광이 엽록소의 과대 추정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되

고 이는 결과적으로 근적외선 파장대에서의 탁수 모델이 GOCI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게 

해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69. Turbid water (Jin island)

라. 고찰

대양에서의 10%이내의 오차를 가진 정확한 해색 스펙트럼 추출은 대기보정의 가장 기본적

인 요구사항이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스펙트럼을 1%이내의 오차로 정확하게 예

측해야 하며, 천리안 해색위성의 경우 MODIS나 MERIS와 마찬가지로 이 요구사항을 매우 잘 



－ 150－

만족하고 있다. 연안의 탁수해역이나 단파장 흡광이 있는 대기상태의 경우에도 위성 간 대기

보정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International Ocean Colour Coordinating Group(IOCCG)의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MODIS해색위성 및 MERIS 해색위성의 정확도는 전 지구적인 대양

을 기준으로 5%이내의 오차를 보여주지만, 탁수해역을 포함하면 오차평균이 10%이상으로 증

가하고, 흡광이 있는 대기상태에서의 대기보정도 참값 대비 60%이상 큰 오차를 보여준다고 

나와 있다. 이는 현존하는 대기보정 기술로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제의 영역이

며, 차후 대량의 현장관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

가야 할 부분이다. 천리안 위성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GDPS(GOCI Data Process System)는 

아직까지 대기압, 바람장, 오존농도, 이산화질소 농도의 수평분포 등 여러 가지 기상데이터와

의 연동을 지원하지 않으며, 현재의 구현은 긴 시간 동안 측정된 자료 값의 평균인 기후데이

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기상자료는 글린트, 화이트캡, 대기분자산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걸

쳐 대기보정 과정에서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앞으로 보완되어 나가

야 할 것이다.

3. 슬롯편차 문제 해결

가. 슬롯편차 원인

기존 해색위성들이 관측영상을 얻기 위해 scan-line방식으로 촬영하지만 이와 달리 GOCI의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 관측영역을 16개의 슬롯으로 나누어서 촬영 후 하나의 이미지로 

재조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16개의 슬롯은 각각 순차적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슬롯별로 

약 102초 정도의 촬영시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며, 그 시간 차이 동안 태양은 계속 움직인다.

이 시간차 동안 관측대상의 두 가지 광학 특성이 바뀌는데, 첫 번째는 downward solar

irradiance의 변화, 두 번째는 산란각의 변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픽

셀별로 해당슬롯 촬영시간 기준으로 위성-타겟-태양의 기하각을 다시 계산 해 주었다.

그림 170. (a) cos(θS) value without slot correction, (b) GOCI slot area, (c) cos(θS) value

with slot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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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eighted average

슬롯간의 촬영시간 차이에 의해 태양이 이동한 부분을 고려해 주어도 여전히 슬롯 간 격차

는 존재하는데, 이는 ghost현상 등 외부 광 오염에서 발생되는 격차이다. 이런 격차는 간단하

게는 weighted average방법으로 간단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그림 171 및 수식 

18과 같다.

그림 171. An image smoothing technique: Distance-to-border weighted average

 ′ × 

  min  (수식 18)

또, weighted average 방법으로 슬롯 간 격차를 보정한 결과는 그림 172와 같다.

그림 172. Result of weighted average smoothing technique

(GOCI 20110412-07h, Sout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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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계 매칭 방법

위에 기술한 슬롯간 가중평균 방법은 천연색 영상에서 층을 없앨 수는 있으나 과학적인 근

거가 있는 방법은 아니다. 고스트에 의한 straylight의 영향은 인접한 슬롯 중 어느 한쪽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을 받은 슬롯만 보정을 해야 한다. 영상의 스펙트럼 조사결과 밴드 6

번과 8번 휘도는 슬롯의 아래쪽 부분에서만 고스트에 의해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발사전 지상시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보정방법을 고안하

였다. 상하 슬롯경계에서의 차이를 좌우 픽셀 위치에 따라 계산하고 그 차이를 box average를 

하여 보정할 차이를 도출한다. 도출된 차이는 슬롯의 맨아래 끝단과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크

기로 일정부분 (~300픽셀)까지 보정하여 주는 것이다.

좌우슬롯 경계에서는 상하 슬롯경계와 다르게 밴드 1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그 범위도 

훨씬 넓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좌우 슬롯 차이도 보

정되는 영역은 넓으나 상하와 같은 방법으로 보정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이와 같은 경계 매칭 방법에 의하여 보정된 예를 나타낸다.

그림 173. An example of ISRD correction with boundary matching technique(GOCI

image: 2012-05-05 0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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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신규 위성 해양환경분석기술 개발

1. 위성을 활용한 갯벌 주제도 작성 연구

가. 개요

해안은 육지 환경과 해양환경의 전이대(transitional zone)로서 습지, 갯벌, 사구 등 다양한 

환경들이 있다. 이들은 서로 평형을 유지하며 완충지 역할을 하여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등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의 산업화와 더불어 해안의 활용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해안지역은 간척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 공업 및 신도시, 위락시설 건설 등으로 해안선

이 급속히 변화하여 생물 서식지 파괴 등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해안의 대표적인 

환경인 연안습지(갯벌)는 조수 간만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을 반복하는 모래․점

토질의 평평한 해안의 퇴적지형이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분포

하는 갯벌은 전 국토면적의 약 2.4%에 해당한다. 서해안에는 전체 갯벌면적의 약 83%인 2,107

㎢가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남해안에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다. 지방별로는 경기도와 인

천이 36%, 충남 14%, 전북 5%, 전남 40%, 경남과 부산 5%로서 경기와 인천 그리고 전남지방

이 우리나라 갯벌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갯벌은 쓸모없는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었으나, 1970년대 들어 갯벌

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람사위

원회(Ramsar Bureau)는 갯벌의 기능을 해양생태계의 종다양성 유지 기능, 수산물 제공 기

능, 홍수조절 기능, 해수면안정화 및 해일방지 기능, 퇴적물 및 영양분 유지 기능, 심미

적․관광적 기능, 기후변화 완화기능, 철학적 가치 제공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간의 갯

벌 가치관련 연구 논문 종합결과 우리나라 갯벌지역에 대한 ha당 연간 가치 평균치는 

3,919만원이고, 이를 전국 갯벌 추정면적 2,550㎢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조원의 가치를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척과 매립, 해안개발, 연안오염 그리고 무절제한 방문에 

의하여 갯벌의 감소 또는 주변 해류의 변화에 의하여 퇴적 및 침식의 변화가 발생하여 생태

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개발에 의하여 1998년을 기준으로 습지

의 25% 이상이 소멸되었으며, 현재에도 일부 간척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습지의 소멸은 더

욱더 커지는 실정이다. 갯벌의 보전과 관리 그리고 복원을 위해서는 갯벌의 자연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리, 지질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갯벌의 지형, 표

층 퇴적물, 조류로 그리고 저서생물 등의 공간 정보가 필요하다. 기존에 갯벌의 생태적인 요

인들의 공간 분포는 현장 조사의 한계 때문에 대표적인 정점들을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에 

의하여 공간적인 자료로 나타내었다. 기존 갯벌 환경 분포도는 요인 차이의 경계면이 명확하

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다양한 원격탐사 기술의 발전은 경계의 명확성을 보정

하여 더욱 정밀한 공간 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갯벌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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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명 등)

2011
(1차년
도)

○ 표층퇴적물의 입도 분포

○ 퇴적층의 수직변화 파악

○ 측선의 갯벌 퇴적/침식 
변화

○ 조하대 수심 파악

○ 갯벌 저서동물의 분포와 
퇴적환경 및 노출시간과의
상관성 분석

○ 위성자료를 활용한 생물상
분포도 7작성

○ 곰소만 갯벌

- 81개 정점에서  표층퇴적물 채취 및 분석

- 측선의 정점에서 짧은 코어 시료 채취 및 분석

- 3개 측선에서 퇴적율 판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퇴적/침식 측정(3개월 간격)

- Echo-sounder에 의한 수로 및 갯벌 수심 측정

- 25개 정점에서 대형저서동물 정량조사 

(정점당 4회 반복 조사)

- 생물 행동 및 burrow 수 조사 (비디오 촬영)

- RTK-GPS 측량을 통한 곰소만 DEM 작성

- 갯벌 노출시간 계산

○ 근소만 갯벌

- 미세저서조류 분포 특성 연구

○ 황도 갯벌

- 위성자료 및 DEM을 활용한 생물상 분포도 작성

2012
(2차년
도)

○ 표층퇴적물의 입도 분포 및
이동 경향 

○ 측선의 갯벌 지형 및
퇴적/침식 변화

○ 부유퇴적물 유출입량 산출

○ 위성영상을 활용한 갯벌 지
형 변화와 셰니어의 형태 
변화 및 이동 경향

○ 곰소만 갯벌

- 81개 정점에서 표층퇴적물 채취 및 분석

- 입도 변수와 Gao and Collins 방법으로부터 
순퇴적물 이동경로 추정

- 측선의 정점에서 짧은 코어 시료 채취 및 분석

- 2개 측선에서 퇴적율 판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퇴적/침식 측정(3개월 간격)

- RTK-GPS 측량을 통한 곰소만 DEM 작성

인 관리와 복원을 위하여 현장 자료와 원격 탐사 자료의 접목에 의한 정밀한 갯벌 환경 주제

도 작성 체계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갯벌 주제도 작성 연구는 조석이 우세한 반 폐쇄된 

곰소만에서 퇴적학적 및 생물학적 요인들의 공간분포를 작성하고자 한다. 곰소만은 중조차 환

경이며 평균조차는 4.33m, 그리고 북부에 주수로가 있으며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

의 목적은 곰소만의 퇴적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퇴적학적 자료와 인공위성 영상을 결합하여 

정밀 지형도 및 퇴적물 분포도를 작성하며, 갯벌 환경과 생물의 분포 상관성 Logic을 개발하

여 위성 영상을 활용한 갯벌의 생물 정보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차별 수행 연구 내용 및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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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명 등)

○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
하여 갯벌 노출시간에 따른 
대형저서동물 주제도 작성 

○ 고해상도 위성영상 자료와
클로로필과의 상관관계 분
석을 통한 미세저서조류 분
포

- 위성영상(panchromatic band)과 항공사진으로
부터 셰니어 경계선 추출

- 25개 정점에서 대형저서동물 정량조사
(정점당 4회 반복 조사)

- 생물 행동 및 burrow 수 조사(비디오 촬영)

○ 근소만 갯벌

-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부터 NDVI 값 추출

- 미세저서조류의 스펙트럼 측정

- 갯벌 표층의 클로로필 양 측정

(2) 연구결과

(가) 표층퇴적물의 입도 분포 (1차년도)

곰소만 표층 퇴적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3월에 만조 시 선박을 이용하여 81

정점에서 표층 퇴적물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표층 퇴적물의 퇴적상은 5개(sandy silt,

slightly gravelly sandy mud or gravelly mud or mud or sandy mud, silty sand, muddy

sand, gravelly muddy sand or gravelly sand or sand)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혼합 갯

벌의 형태를 나타내고 만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펄(mud) 퇴적물이 많아진다. 만 입구에서 

중앙부까지 펄모래, 안쪽에는 모래펄 퇴적상이 우세하다.

표층 퇴적물의 모래 함량은 3.47%에서 99.95% 범위로 분포하며, 만 안쪽으로 모래의 함량이 

감소한다.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 0.89Φ에서 8.10Φ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만 입구에서 

중앙부까지는 대부분 3-4Φ 분포를 보이며 만 안쪽은 4-5Φ 분포를 보인다. 표층 퇴적물의 분급

도는 0.36Φ에서 5.19Φ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층퇴적물은 1.0-2.5Φ의 불량한 

분급도를 보였다.

그림 174. 표층퇴적물의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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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선의 갯벌 퇴적/침식 변화 (1차년도)

곰소만에서 만돌리(KM Line), 하전리(KH Line) 그리고 상암리(KB Line) 갯벌에서 측선을 

설정하여 퇴적율 판을 이용하여 3개월 간격으로 퇴적/침식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림 175. 곰소만 측선의 갯벌 퇴적/침식 변화

상암리(KB Line) 측선은 모래와 펄이 함유된 혼합 갯벌이며, 해안선으로부터 900m 길이 이

다. 해안선으로부터 100~200m, 700~900m 사이에 수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균해수면

에서 0.5~1.5m 고도를 보인다. 상암리 측선에서는 봄철에 퇴적, 여름철에는 중앙부(300~500m)

는 퇴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침식이 우세하였다.

그림 176. (상암리 측선)해안선거리에 따른 수로의 

고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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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ect

Line

Distance from

Shoreline

(x100m)

Feb. 2011

(mm)

May

2011 (mm)

Aug.

2011 (mm)

Nov.

2011 (mm)

Feb. 2012

(mm)

ΔD

(mm)

KB

1 215.01 225.96 220.40

2 208.92 242.76 241.70

3 182.18 232.45 240.85

4 173.63 222.22 229.85

5 166.93 215.54 232.70

6 193.14 229.75 180.15

7 184.07 232.87 200.55

8 177.52 202.45 200.30

9 216.82 232.78 231.25

표 43. KB 조사선의 계절별 퇴적물 깊이 변화(상암리 측선)

하전리(KH Line) 측선은 모래와 펄이 함유된 혼합 갯벌이며, 해안선으로부터 4,200m 길이 

이다. 갯벌의 고도는 평균해수면 아래이며, 해안선으로부터 2,500 ~ 4,200m 지점은 해수면에

서 약 -2m 고도로 평평한 단면을 보인다. 하전리 측선에서는 봄철에 해안선 부근과 중간 지

점들은 퇴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침식이 우세하며, 여름철은 중간지점(1,000 ~ 2,800m)에서 퇴

적이 우세하였다.

그림 177. (하전리 측선)해안선거리에 따른 수로의 

고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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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ect

Line

Distance from

Shoreline

(x100m)

Feb. 2011

(mm)

May

2011 (mm)

Aug.

2011 (mm)

Nov.

2011 (mm)

Feb. 2012

(mm)

ΔD

(mm)

KH

2 206.50 221.02 223.54

4 161.00 213.14 196.29

6 180.10 182.35 165.13

8 170.80 188.93 187.61

10 160.17 155.25 159.14

12 180.70 149.07 194.83

14 196.00 181.98 -

16 206.60 196.60 211.17

18 150.40 138.32 156.28

20 173.50 158.97 183.75

22 172.50 175.81 185.67

26 167.90 176.56 190.78

28 185.90 199.51 160.97

30 191.00 180.53 175.58

32 170.90 150.94 105.56

34 205.50 194.37 173.96

36 154.60 139.73 128.96

38 184.70 170.92 127.71

40 172.40 104.65 170.52

42 137.30 123.00 -

표 44. KH 조사선의 계절별 퇴적물 깊이 변화(하전리 측선)

만돌리(KM Line) 측선은 모래가 우세한 모래 갯벌이며, 해안선으로부터 2,000m 길이이다.

갯벌의 고도는 평균해수면 1m에서 -1.5m 범위를 보인다. 만돌리 측선에서는 봄철에 퇴적이 

우세하나 조하대 쪽에서 침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름철은 펄 퇴적물의 유입으로 전체적으로 

퇴적이 우세하였다.

그림 178. (만돌리 측선)해안선거리에 따른 수로의 고도변화



－ 159－

Transect

Line

Distance from

Shoreline

(x100m)

Feb.

2011 (mm)

May.

2011 (mm)

Aug.

2011 (mm)

Nov.

2011 (mm)

Feb. 2012

(mm)

ΔD

(mm)

KM

2 190.11 195.52 196.10

4 198.03 209.44 -

6 197.22 188.01 200.15

8 185.42 209.99 239.70

10 197.32 223.14 249.65

12 161.68 167.77 206.05

14 181.34 195.66 223.45

16 210.54 197.87 250.40

18 198.71 179.98 -

20 216.49 205.83 310.75

표 45. KM 조사선의 계절별 퇴적물 깊이 변화(만돌리 측선)

(다) 대형저서동물 조사 (1차년도)

- 2011년 4, 5월에 걸쳐 곰소만 갯벌에 선정한 25개 조사정점에서 현장조사 수행

- 곰소만 갯벌의 연속노출시간 및 임계조위에 따른 노출시간 범위 분석

(평균해수면 기준 -91cm, 26cm, 91cm, 261cm의 임계조위에 따라 5개의 노출범위 도출)

그림 179. 곰소만 갯벌의 대형저서동물 조사 정점도(KS, KB, KH, KM 조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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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0. 곰소만 갯벌 노출시간 분석. 4개의 임계조위에 의한 5개의 

노출범위 도출

- RTK-GPS를 이용한 갯벌 고도측량 자료와 위성영상 자료로부터 곰소만 갯벌의 DEM 추출

그림 181. 곰소만 지형고도모델(DEM)

- DEM 자료와 노출시간 분석 자료로부터 곰소만 갯벌의 노출범위 분포대 도면화

- 곰소만 갯벌의 대부분은 노출범위 II와 IV로 대부분 구성되었으며, 노출범위 I과 III은 좁

은 분포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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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2. 곰소만 노출범위 분포

- 곰소만 갯벌 조사대상해역의 대형저서동물은 유사도에 따라 8개의 군집으로 구성

-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분포는 연속노출시간에 의한 노출범위와 퇴적상 특성 등의 환경요인 

분포의 구배를 잘 반영하였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point 생물 자료로부터 위성자료를 활용한 결과물인 곰소만 갯벌 생

물 분포도 (full coverage spatial distribution maps) 작성 가능성 확인

그림 183. 곰소만 갯벌 저서동물 집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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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갯벌 미세저서조류 분포 연구 (1차년도)

- 규조류가 분비하는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EPS)는 퇴적물 표층에서 형성하여 

갯벌에서의 퇴적물의 이동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갯벌 표층 퇴적물에 부착하여 

algal mat을 형성함

- algal mat은 주로 겨울 및 봄철에 번성하여 계절에 따른 갯벌 생태환경의 지시자가 되고,

갯벌 표층 반사도에 영향을 주므로 시계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규조류가 형성하는 algal mat이 잘 나타나는 근소만 갯벌에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11개 정점에서 현장조사를 실

시함

- 현장조사는 FieldSpecⓇ ASD spectroradiometer를 이용하여 각 정점에서 갯벌 표층 반사도 

특성을 측정하고 표층 퇴적물을 수집하여 실험실에서 클로로필 농도를 분석함

- 또한, 2008년 12월 14일에 획득된 KOMPSAT-2 영상을 이용하여 NDVI 분석을 실시하여 

현장 클로로필 농도와 비교분석을 실시함

- 갯벌 표층 반사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규조류에 의하여 650~700nm 부근에서 흡수대가 나

타남

그림 184. 수집된 갯벌 표층 반사도

- 표층 퇴적물 시료를 이용하여 클로로필 농도를 분석한 결과 여름보다는 겨울인 1월~3월 

사이에 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즉, 겨울철에 클로로필의 농도가 높으며 클로로필 농도가 높을수록 650~700nm 부근에서 

흡수대가 깊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획득된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NDVI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클로로필 농도가 높은 곳에서 

NDVI 값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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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클로로필 농도

그림 186. KOMPSAT-2 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한 NDVI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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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성영상을 활용한 생물상 분포도 작성 (1차년도)

-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어족자원의 보고로서 생태․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갯

벌 내 저서생물은 생태․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나라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휘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갯벌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GIS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을 이용하여 저서생물의 

분포와 관련 퇴적환경 요인들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황도 갯벌지역의 저서생

물의 분포 추정도를 작성함

- 분석에 사용된 관련 자료는 지형, 조류로, 퇴적상, 위성영상의 광학 반사도 등으로 GIS 기

반의 공간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으며, 각 인자의 상대 주요도와 가중치는 역전파 훈련

(back-propagation training) 알고리즘을 통해 결정하였음

- 저서생물 분포 가능성 지수는 각 요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산출된 지수를 

이용하여 저서생물 분포 추정도를 작성함

- 이 결과도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 평가의 의사결정위한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그림 187. 인공신경망 분석을 이용하여 작성된 잠재적인 

서식지 분포도 (a) 길게, (b) 비틀이고둥, (c)

침보석요정갯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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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곰소만 갯벌 표층퇴적물 분석 (2차년도)

곰소만 갯벌의 표층퇴적물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81개 정점에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입도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봄철(3월) 곰소만 갯벌의 표층 퇴적물은 

만 내부에 실트모래, 중앙부 해안선 부근에 모래실트, 그리고 입구에서 중앙부까지 모래 퇴적

물이 우세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88). 또한 모래 함량(%)은 만 입구에서 내부로 향

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88. 곰소만 갯벌 표층퇴적물 분포

추출된 표층퇴적물 입도 자료로부터 표층퇴적물의 이동 경향성의 분석이 가능하며, 표층퇴

적물 입도 변수를 Gao and Collins(1992) 방법에 적용하여 순퇴적물 이동경로를 추청한 결과 

북쪽의 주수로를 통하여 퇴적물이 만 안쪽으로 이동하며, 갯벌에서는 남동쪽 방향으로 이동되

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189). 이러한 순퇴적물 이동 경향을 통하여 봄철에 외해에서 퇴적

물이 유입되며, 갯벌에서 퇴적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89. 표층 퇴적물 이동 경향성

이러한 표층퇴적물의 정량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 봄(5월)과 여름철(8월)에 곰

소만 입구 주수로에서 13시간 동안 정선관측을 실시하였다. 봄에 관측한 결과 계산된 잔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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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Layer
Rf

* fs* Net sediment transport

(cm s-1) (×10-3 kg m-2 s-1) Qs*(kg m-1) Dir.(deg.)

GOMSO

Surface +12.7 +19.2

82,655.5 90.4Middle +11.1 +39.9

Bottom +10.1 +110.9

표 46. 곰소만 부유퇴적물 유출입 양

Station Layer
Rf

* fs* Net sediment transport
(cm s-1) (×10-3 kg m-2 s-1) Qs*(kg m-1) Dir.(deg.)

GOMSO

Surface +9.3 +3.5

2,317.1 219.6Middle -6.6 -1.8

Bottom -4.5 -8.7

속은 밀물이 강하게 나타나며, 각 수층의 부유물질 양에 의하여 계산된 순 부유퇴적물 이동양

은 한 조석 주기 동안 만 안쪽(90.4°, 서쪽)으로 82,655.5kg/m가 유입됨을 알 수 있었다 여름

에 계산된 잔여유속은 상층은 밀물, 중층과 저층은 썰물이 강하게 나타나며, 각 수층의 부유

물질 양에 의하여 계산된 순 부유퇴적물 이동양은 한 조석 주기 동안 남동 방향(219.6°)인 만

돌리(만입구) 방향으로 2,317.1kg/m가 유입됨을 알 수 있었다(표 46).

* Rf denotes residual flow, fs net suspended sediment flux and Qs net suspended sediment transport load.

Negative value indicates seaward movement.

* Rf denotes residual flow, fs net suspended sediment flux and Qs net suspended sediment transport load.

Negative value indicates seawar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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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0. 퇴적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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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부근의 금강 퇴적물의 경우 주진천 퇴적물과 비교하여 M 값은 높고, 반면 L 값은 

낮게 나타난다(그림 190). 금강과 주진천 퇴적물의 값들로부터 곰소만의 KM과 KH-Line의 일

부 퇴적물들의 경우 혼합된 형태를 보이며, KM-Line의 만 바깥쪽 정점은 상대적으로 외해 기

원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주진천의 위치와 가까운 KH-Line의 퇴적물의 경우 주진천 퇴적물

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사) 곰소만 갯벌 지형 분석(2차년도)

곰소만 갯벌의 지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RTK-GPS 관측을 실시하였고, 관측 결과 만 내부 

상암리 측선(KB-line)은 모래와 펄이 함유된 혼합 갯벌이며, 지형은 여러개의 조류 세곡이 있

으며 대부분 평균해수면에서 0.5~1.5m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91). 중앙부 하전리 측

선(KH-line)은 모래와 펄이 함유된 혼합 갯벌이며, 지형은 대부분 평균해수면 아래에 위치하

며 해안선에서 약 3km부터 조하대까지 평균해수면에서 약 -2m의 고도로 거의 평평한 지형을 

나타내었다. 만 입구에 위치한 만돌리 측선(KM-line)은 모래 갯벌이며, 지형은 해안선에서 

600m까지는 평균해수면 위에, 600m에서 2,000m까지는 평균해수면 아래에 위치하며 상대적으

로 기울기가 평탄하였다.

그림 191. 곰소만 갯벌 지형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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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K-GPS 측선 자료로부터 1년 동안의 갯벌의 퇴적/침식을 분석한 결과 상암리 측선

(KB-line)에서는 1년 동안 퇴적 되었으며, 봄, 가을, 겨울철에 퇴적이 일어나 1년 동안 순 퇴적

율은 40.90mm/year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전리 측선(KH-line)과 만돌리 측선(KM-line) 에서는 

봄과 여름철에 퇴적, 가을과 겨울철에 침식이 우세하였으며 특히 만돌리 측선의 경우 갯벌 중

앙부는 퇴적, 연안과 조하대 부근에서는 침식되었다. 두 측선의 1년 동안 순 퇴적율은 각각 

-29.86mm/year과 -9.92mm/year 로 나타났다(그림 192).

그림 192. 갯벌 침식 변화 그래프

곰소만 갯벌의 단기적인 퇴적율과 수리조사를 종합하면, 곰소만은 봄과 여름철에 외해에서 

부유퇴적물이 유입되며, 갯벌은 만 내부에서 순 퇴적, 만 중앙부와 입구에서 순 침식이 일어

났다(그림 193).



－ 169－

그림 193. 퇴적 및 침식 양상

곰소만 갯벌의 장기간 변화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위성영상과 현장자료로부터 관

측한 RTK-GPS을 활용하여 1991년대와 2010년대 각각의 DEM을 생성하였고, 두 값을 차분하

여 변화량을 분석하였다(그림 194). 분석결과 갯벌 전반에 걸쳐 침식이 우세하며, 내륙과 바다

에 인접한 갯벌에 비해 중간 갯벌에서 많은 침식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내륙과 바다에 인

접한 갯벌에서는 최대 약 40cm ~ 50cm 침식이 일어났으며, 중간 갯벌에서는 약 80cm 침식이 

일어났다.

그림 194. 1990년대와 2010년대 지형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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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입구에 사주형태의 셰니어가 존재하며 장기간에 걸쳐 조석, 파랑, 태풍등의 동력학

적인 영향을 받아 위치의 이동과 형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그림 195). 따라서 셰니

어의 형태와 이동을 관측하기 위해 1976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Kompsat-2,

Landsat(panchromatic band), spot, IRS 등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을 사용하였고, 광학

반사도의 특성을 활용하여 셰니어의 벡터 자료를 추출하였다. 셰니어는 1980년대에는 반원 형

태를 띠며 내륙방향으로 이동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메랑 형태로 변하여 내륙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형태 변화와 함께 면적과 위치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 반원 형태에서 북동방향과 남서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약 2배가량의 면적이 증가하

였고,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내륙방향으로 약 200m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95. 곰소만 셰니어의 이동과 형태 변화

(아) 곰소만 갯벌 대형저서동물 분포 (2차년도)

갯벌의 저서동물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서동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연속노출시간을 분

석하고(그림 196)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고도 (DEM) 를 추출하였다(그림 197). 노출

시간 분석에는 영광 조석검조소 10분 단위 조위자료 이용하였고(2009년 일 년간 자료), 연속노

출시간이 급격하게 변하는 4개의 임계조고(평균해수면 기준 2.61m, 0.91m, 0.26m, -0.91m) 분

석을 실행하였다. 임계 조고를 기준으로 5개의 노출범위 산출(I∼V)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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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6. 영광 조석검조소 조위 자료(2009년 1월 ~ 2009년 

12월, 10분 간격)를 이용하여 분석한 곰소만 갯벌의 조고별 

총 노출시간 및 연속노출시간 조성

그림 197. 곰소만 갯벌의 DEM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한 DEM 자료를 바탕으로 노출범위를 곰소만 갯벌에 공간적으로 도

식화 하였다(그림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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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8. 곰소만 갯벌의 노출범위 분포

곰소만 갯벌의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브레이-커티스 유사도 적용 결과, 8개의 소 군집으로 

구분하였으며 (SIMPROF test, p＜0.05): I-M, II-M, III & IV-M, V-M, III-S, IV-S, V-S, V'-S(그

림 199), 연속노출범위와 퇴적물 평균입도를 잘 반영한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공간적 분포 특

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그림 200). 곰소만 갯벌은 각 군집별 특성종 분포 특성에 따라 

Laomedia-Perinereis 군집(I-M), Periserrula-M. japonicus 군집(II-M), Ilyoplax- Sinocorophium

군집(III&IV-M), Ruditapes-Nephtys 군집(V-M), Armandia-Urothoe 군집(V-S), Mactra-M.

dilatatus 군집(IV-S), Eohaustorius-Melita 군집(V-S), Barleea-Protankyra 군집(V'-S) 등으로 구

분되었다.

그림 199. 곰소만 갯벌의 대형저서동물 군집 유사도와 각 군집별 주요 우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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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0. 환경요인과 저서동물군집 분포와의 관계

곰소만 갯벌 표층퇴적상 및 노출범위를 반영한 곰소만 갯벌의 대형저서동물 공간분포도 작

성하였다(그림 201). 향후 포인트 자료로부터 갯벌생물의 종별 서식지 및 서식밀도의 광역적인 

공간 정보를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림 201. 곰소만 갯벌 대형저서동물 군집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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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소만 갯벌 미세저서조류 변화 (2차년도)

근소만 갯벌에서의 미세저서조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D 측선을 따라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스펙트럼 반사도값을 현장 관측하였으며(그림 202), 관측된 반

사도 값과 미세저서조류의 클로로필 양 및 Kompsat-2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NDVI 값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해상도 위성 영상에서 미세저소조류의 밀도 감지 가능성을 파악하

였다.

그림 202. 2008년 12월 14일에 획득한 

연구지역의 KOMPSAT-2 영상

그림 203은 획득한 현장 표층 반사도와 이를 이용하여 continuum removal 된 반사도를 나

타낸 것이다. 그 결과 400~450nm와 650~700nm에서 흡수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클

로로필 양과 비교․분석을 위하여 흡수대가 가장 잘 나타나는 650~700nm 에서의 흡수 깊이

를 이용하였다. 스펙트럼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4월에 흡수양이 가장 적었으며 2011

년 2월에 가장 많은 흡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203. D3 지점에서 획득한 현장 스펙트럼 특성 및 

continuum removal 후의 스펙트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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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지역에서의 클로로필의 양은 25.07~122.67mg/m2의 값을 가지며 스펙트럼 흡수양은 

2011년 6월 6월에 가장 적었으며, 2010년 3월에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204). 고해상

도 위성 영상의 NDVI 값과 클로로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클로로필 양이 많은 지역

에서는 NDVI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205).

그림 204. 클로로필과 흡수대와의 

상관관계 분석 (a) D3, (b) D8

그림 205. (a) NDVI 영상,

(b) NDVI와 클로로필과의 

상관관계

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년  차 연차별 연구 내용 달성도

1차년도

(2011년)

○ 표층퇴적물의 입도 분포

○ 퇴적층의 수직변화 파악

○ 측선의 갯벌 퇴적/침식 변화

○ 조하대 수심 파악

○ 갯벌 저서동물의 분포와 퇴적환경 및 노출시간과의 상관성 분석

○ 위성자료를 활용한 생물 분포도 작성

100%

100%

80%

100%

100%

70%

2차년도

(2012년)

○ 갯벌 표층퇴적물의 입도 분포 및 이동경향

○ 측선의 갯벌 지형 분석 및 퇴적/침식 변화

○ 부유퇴적물 이동경향

○ 셰니어의 형태 변화 및 이동 경향

○ 갯벌 저서동물의 분포와 퇴적환경 및 노출시간과의 상관성 분석

○ 위성자료를 활용한 생물 주제도 및 미세저서조류 분포도 작성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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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기여도

- 지형, 퇴적, 생태 환경의 정밀 연안 주제도 작성

- 연안 공간정보 체계적 구축에 의한 연안 보전 대책 수립

- 갯벌 퇴적물 및 지형의 계절적 변화 이해

- 정밀한 갯벌 DEM 제작 기술 향상

- 고해상도 갯벌 주제도 작성 기술 향상

- 갯벌생물 주제도 구축을 통한 우리나라 갯벌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에 활용

- 갯벌 미세저서 생물의 계절 변화를 공간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서 갯벌 건강성 평가 가능

- 우리나라 갯벌의 광역 저서동물 공간 정보도 구축 가능

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추가 연구 필요성

- 곰소만은 최근의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주변 개발에 의하여 생태적 환경 변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역

- 2011년 여름철에 만입구와 중앙부에 많은 양의 펄 퇴적물이 퇴적되었음

- 유입된 펄 퇴적물이 여름 홍수기에 만 내부의 주진천에서 유입된 것인지,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인한 금강으로부터 유입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차년도 연구에서 연속적 또는 일시적 펄 퇴적물 유입 여부 파악 필요

- 곰소만 조하대 및 수로의 정밀 수심 측정에 의한 곰소만 DEM 개선 필요

- 차년도 연구에서 현장자료와 인공위성 영상을 결합한 정밀 주제도 작성 예정

- 부유퇴적물 농도 분포도 작성과 탁도와 지형 정보의 상관관계 분석

- 갯벌 표층 및 코어 퇴적물, 갯벌 지형, 퇴적/침식 특성 분석

- 갯벌에서의 연속적 또는 일시적 퇴적물 유입 여부와 해수 탁도의 상호관계를 분석

하고 수치모델과 부유퇴적물의 농도분석 필요

- 퇴적물의 연간변화 및 단기 퇴적률을 분석하고, 부유퇴적물 유출입 파악

- 생물분포와 퇴적상, 노출시간 등 환경요인 간 Logic 검증

- 연안환경 변화, 퇴적물 유출입 및 연안해수 탁도의 종합 분석

- 전국 범위의 갯벌 주제도 작성 및 현장검증 수행

(2) 타 연구에의 응용

-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갯벌 환경에 대한 공간자료를 활용함으로서 갯벌 저서생

물의 분포나 퇴적환경의 분포를 공간적으로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갯벌 정밀 주제도 작성 기술은 갯벌 환경의 보존은 물론,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됨

- 이 연구에서 얻어진 성과들은 국내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Kompsat-2와 향후 취득

Kompsat-3 영상의 활용 극대화의 기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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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다량의 영상이 확보 가능한 국내 위성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

구의 공간 및 시간적 정밀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추출한 갯벌의 퇴적물 분포와 지형 그리고 갯벌의 생태계 

주제도를 종합 분석하여 해양환경을 파악함으로서 해류 및 조류에 의해 많은 변화가 발생

하는 연안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갯벌 저서동물 분포를 파악함으로서 저서 동물이 생성한 서식굴의 분포를 측정하여 

연안생태계 평가뿐만 아니라 정화기능의 현실적인 자료 생산이 기대됨

- 갯벌 정밀 주제도 작성 기술은 갯벌 환경의 보존은 물론,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됨

- 다중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연안환경의 장단기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연안환경 감

시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적조, 녹조 및 연안의 어장정보 제공으로 수산업 등 

유관산업 발전에 기여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양한 연구 방법을 기존 극궤도 위성자료에 적용하여 해양 생물, 수

산,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일차생산자료 생산함

2. 식물플랑크톤 크기 및 기능유형별 생체량 분석 기술 개발

가. 개요 

식물플랑크톤은 전 지구적 일차생산의 약 1/2을 담당하며, 유기물 공급을 통해 먹이망을 유지시

키고, 대기 CO2 농도를 조절하며, 주요 원소의 순환 등 지구환경의 조절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러나 가속되는 지구환경변화에 의해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군집구조, 일차생산 및 다양

성 등의 변화가 나타나며 이로 인한 되먹임 현상으로 인해 급격한 지구환경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환경변화를 파악하기위해 위성을 이용하여 전 지구적 규모의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

군집구조 및 일차생산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기능 유형별 식물플랑크톤(PFTs: Phytoplankton functional types)은 생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식물플랑크톤의 그룹들을 의미하는데, 해양에는 다양한 PFTs가 나타난다. 예로 규산염의 순환

을 조절하는 규조류, CaCO3 순환에 기여하는 coccolithophores, 질소고정 능력이 있는 남세균, 기후

가스인 DMS발생에 기여하는 착편모조류와 와편모조류 등이 대표적인 기능 유형별 식물플랑크톤

으로 구분된다. 해양의 식물플랑크톤은 크기에 따라 초미소플랑크톤(picoplankton (<2~3㎛), 미소플

랑크톤(nanoplankton(2~3-20㎛)), 소형플랑크톤(netplankton 20>㎛)으로 나누는데(Sieburth et al.

1978) 식물플랑크톤의 크기에 따라 생태적, 생지화학적 순환에서 다른 역할을 나타내므로 식물플랑

크톤의 크기 부류(PSC: phytoplankton size class)도 PFTs의 한분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계절별 해양환경 변화가 매우 역동적으로 나타나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삼협댐 

건설, 오염 등 인위적인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중국해 대륙붕 수역을 대상으로 PFTs/PSCs 분

석기술을 개발하고자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해 동중국해의 해양환경특성을 규명

과 변화하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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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동중국해 표층 엽록소 a 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위해 조사 기간 동안 연속 측정을 

실시하였다. 펌프를 이용 표층수를 실험실로 끌어올린 후 Turner fluorometer와 FiRE를 이용 

엽록소 a 형광을 연속 측정하였다(그림 206(a)). 엽록소 a 형광을 측정하기 위해 펌프로 끌어 

올린 해수는 50m 튜브와 분배기에서 약 20분간 이동하며 엽록소 암 적응을 시킨 후 형광계로 

측정하였다.

FiRE를 이용하여 측정한 엽록소 a 형광은 공간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냈다(그림 206(b)). 동

중국해에서는 정점 A3, 이어도-정점 D3, 정점 B1-정점 D5 수역에서 높은 형광 값을 나타냈으

며, 제주도남쪽과 동쪽 수역에서는 형광값이 낮았다. 한국 주변해의 목포 연안 및 거제도 주

변수에서는 높은 형광 값을 보였다. 표층 해수를 채집하여 측정한 엽록소 a 농도와 연속 측정

된 엽록소 형광값의 관계식을 구한 후 연속 측정된 형광값을 엽록소 a 농도로 변환하였다(그

림 206(c)). 동중국해의 일부수역에서는 엽록소 a 농도가 2㎍/L이상을 나타냈으며 이어도 서쪽

과 북쪽 수역에서는 1㎍/L 이상을 나타냈다. 반면 제주도 남동수역에서는 0.2㎍/L 이하의 낮

은 엽록소 a 농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속측정 방법은 공간적으로 많은 자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위성자료의 보정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6. 표층 엽록소 a 농도 연속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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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엽록소 a 기여율

그림 207.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엽록소 a 기여율

식물플랑크톤의 크기별 유형(PSC) 분석을 위해 현장해수의 엽록소 a 농도 측정과, 분급별 

(20㎛<, 2-20㎛, 2㎛>) 측정을 하였다. 정점별 엽록소 a 농도는 그림 207(a)와 같이 0.16~3.0㎍

/L의 범위를 나타냈다. 크기별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a 기여율은 그림 207(b)와 같이 

microplankton 2.8~83.1%, nanoplankton 12.2~60.9%, picoplankton 3.8~74.0%의 범위를 나타냈

다.

정점별 엽록소 a 농도와 microplankton의 엽록소 a 기여율은 그림 207(c)와 같은 관계식으

로 표현된다. Picoplankton은 그림 207(d)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며, nanoplankton은 100%에서 

microplankton과 picoplankton을 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엽록소 a 농도 변화에 따른 크기별 식물플랑크톤의 기여율 변화를 이용하여(그림 207(c),

(d)), 동중국해의 9월 크기별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a 기여율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냈다(그림 

208). Microplankton은 엽록소 a 농도가 낮은 수역에서 기여율이 낮고, 엽록소 a 농도가 높

아지며 기여율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Picoplankton은 엽록소 a 농도가 낮은 수역에서 높은 기

여율을 나타내고 엽록소 a 농도가 증가하는 수역에서 기여율 감소가 나타난다. Nanoplankton

은 엽록소 a 농도가 0.4~1.5㎍/L 범위를 나타내는 수역에서 높은 엽록소 기여율을 나타냈다.

그림 208를 표현한 관계식을 이용하면 동중국해의 크기별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기여율 나

타내는 위성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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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8. 엽록소 a 농도 변화에 따른 크기별 식물플랑크톤 기여율 

변화

그림 209. FlowCAM을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이미지 분석

FlowCAM을 이용 microplankton의 엽록소 기여율이 높은 정점 I와 기여율이 낮은 정점 D1의 

식물플랑크톤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Microplankton의 기여율이 높은 정점 I에서는 크기가 큰 

규조류가 우점하며 분포하였다. 반면 microplankton의 기여율이 낮았던 정점 D1에선 크기가 

작은 편모류가 우점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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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지시색소 분포

식물플랑크톤 색소를 이용한 PFTs/PSCs 분석기술의 개발을 위해 Hirata et al(2011)의 PFT

분석에 이용된 계산식을 검토 하였다. Hirata et al.(2011)은 규조류와 와편모조류의 지시색소

인 fucoxanthin과 peridinin을 microplankton의 생체량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그림 210과 

같이 이들 색소의 microplankton 기여율은 평균 50% 이하이며 nanoplankton과 picoplankton

의 크기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중국해에 분포하는 규조류와 와편모조류가 넓은 

size spectrum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 FlowCAM을 이용하여 학인 가능하다. Nanoplankton

의 지시색소로 이용되는 19-Hex. 19-But, alloxanthin, chlorophyll b도 microplankton과 

picoplankton에서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색소들을 지시색소로 갖는 은편모조류,

착편모조류, 녹조류등도 다양한 size spectrum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Picoplankton인 남세균의 

지시색소인 zeaxanthin은 pico size에서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나, 일부정점에선 nanoplankton

과 microplankton의 기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초미소 남세균인 Synechococcus이외에도 

zeaxanthin을 갖는 분류군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Hirata et al(2011)의 계산식은 전지구

적 규모로 PFTs/PSCs 분석 시에는 개략적인 분포특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개선이 없이 동중

국해에 적용할시 실제 값에서 많이 벗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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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계산 방법에 따른 크기별 엽록소 기여율 비교

해수 분급을 통해 turner 10-Au fluorometer로 측정된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엽록소 기여율

의 실제값과 색소를 이용하여 크기별 생체량을 구하는 Hirata et al(2011)의 방법을 비교 하였

다(그림 211(a), (b)). 또한 HPLC를 이용하여 구한 크기별 색소 기여율(그림 210) 값을 적용 

수정된 계산식으로 구한 크기별 생체량 기여율도 나타냈다(그림 211(c)).

Hitata et al(2011)의 계산식으로 구한 크기별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 기여율은 실제 값에 

비해 microplankton의 생체량이 과대평가되며, nanoplankton은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나타냈

다. 크기별 식물플랑크톤의 색소조조성 비율을 적용하여 구한 결과는 microplankton의 기여율

이 실측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 동중국해 3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FTs/PSCs 분석알고리즘을 개발을 위해 기존방법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계산식을 개발 중에 있음

- 위성을 이용한 지역해 PFTs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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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내  용   및   범  위

1차년도
(2011)

- 동중국해의 PFTs 적용 알고
리즘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증

- 동중국해 현장조사 3회 실시
(4월, 8월, 10월)

- PFTs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식물플
랑크톤 색소 및 분류군 분석

- 생물광학적 특성 분석 공동연구

2차년도
(2012)

- 동해의 PFTs 적용 알고리즘
을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증

- 동해 현장조사 3회 실시
- PFTs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식물플
랑크톤 색소 및 분류군 분석

- 생물광학적 특성 분석 공동연구

3차년도
(2013)

- 동해와 동중국해의 알고리
즘 생산 및 검증

- 식물플랑크톤 size class 구분 알고리
즘 생산

- PFTs 알고리즘 생산
- 실해역 적용 및 문제점 개선

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PFTs/PSCs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해 계절별 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2013년 최종적인 결

과를 도출할 예정임

- 동중국해의 일차생산력, 물질순환,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해양 연구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해색자료 검․보정 지원 및 위성자료를 활용한 수치모델 검․보정

가. 개요

GOCI의 해색 알고리즘에 대한 지속적인 검․보정을 위한 현장 관측 자료의 생산 및 제공

과 해양수치모델 검․보정을 위한 위성자료 활용 기술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위성자료를 활용한 수치모델 검․보정 - 발해만 유류유출 확산 모의실험

(가) 실험목적

중국 발해만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수치실험을 통해 기름유출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영향

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인공위성 자료(GOCI)의 분석방법 검증을 위한 수치

실험 결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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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개요 

발해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은 그림 212와 같고, 중국 발해만의 유전 위

치는 그림 213과 같음

그림 212. 발해만 기름유출사고 보도내용(조선일보, 2011년 7월 6일자)

그림 213. 발해만 유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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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HID를 이용한 유류 확산 수치 실험

① 모델 수립

유류확산 수치실험을 위해 사용한 모델은 MOHID 이며 사용된 격자는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L2 격자를 이용하였다. MOHID system의 격자는 우리나라 연안에 

300m 간격의 격자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1/12°의 해상도이다. 따라서, 발해

만 유류 확산 추정을 위해 경우 최소 격자가 1/12° 간격으로 MOHID L2 격자 경도 

117.00~132.00°E, 위도 22.00~44.00°N 의 격자를 사용하였다(180☓264).

L2

그림 214. 사용된 수치 실험 격자(L2)

수치 실험은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 실험 1 : 사고시점~현재(2011년 7월 11일)까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유류확산 모의

∘ 실험 2 : 사고시점~현재(2011년 7월 11일)까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유류

확산모의

∘ 실험 3 : 2011년 7월 15일 이후에도 유출이 계속 진행될 경우 향후 1년간 유류확산 모의

실험 1, 2의 경우 현재 해양예보시스템에서 매일 운용되고 있는 3차원 예측시스템의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류, 해류 및 기상의 영향까지 포함된 유속장이 적용되었고, 실험 3의 경우

는 향후 1년의 2차원 조석, 조류 결과만을 사용하였다. 유속장에 사용된 조석, 조류를 위한 개

방경계조건은 NAO99,jb를 이용하였고, 기상 조건은 WRF 모델의 결과를, 3차원 순환 구동을 

위한 전 지구 대양 모델로는 HYCOM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Oil spill 계산은 MOHID Oil

spill Module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 1, 2에서의 기상 조건은 예측 시스템 운용 시 12시간 마다 72시간 예측한 결과를 초기 12

시간 간격으로 잘라 재생산하여 사용하였고, 실험 3의 기상 조건은 과거(2007년~2008년)의 같은 

시간의 예측한 결과를 재생산 하여 사용하였다. 각 수치 실험간 비교를 요약하면 표 47과 같다.



－ 186－

실험1 실험2 실험3

실험기간 2011.6.4~7.11 2011.6.4~7.11 2011.7.15~2012 7.31

유속장 3차원 3차원 2차원

바람장 72시간 예측바람 사용안함 과거바람(2007~2008)

표 47. 수치실험 비교

② 수치 실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류사고의 발생 시점은 6월 4일로 추정되며, 유출 유전은 펑라이 

19-3 유전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출시간과 유출량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량과 유출

시간은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17일 유전 시추를 중단하였고 해당 유전은 하루 평균 15만 배

럴을 생산하였으므로, 생산 전량 유출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13일간 약 195만 배럴 유출되

었다고 추산하였다.

이에 6월 4일부터 17일까지 매 2880초 마다 5개씩 하루당 150개(1천 배럴/개)의 입자를 사

고 유전 위치에 투입하여 유류 확산을 예측하였다. 또한 3차원 계산의 경우 bottom(수심 

25m)에서부터 유출되었을 것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실험 1, 2의 경우 위성 관측 결과 중 비

교적 뚜렷한 기름띠를 보이는 6월 14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었다.

○ 실험 1, 실험 2

실험 1과 실험 2는 사고 시점~현재(2011년 7월 11일)까지 3차원(총 수직 40층/실험지역 평

균 15층) 유속 결과를 이용하여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경우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유류확산을 모의하였다. 유류 시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바닥에서부터 유출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여 유출 발생 지점을 수심 25m로 계산하였다.

그림 215는 실험 1의 2011년 6월 13일 13:00의 수치실험 결과와 같은 시각의 위성사진의 기

름띠를 비교한 것이며, 그림 216은 실험 2의 2011년 6월 14일 12:00의 수치 실험 결과와 같은 

시각 위성사진과 비교한 것이다.

기상 모델 결과 6월 초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유류 확산 모듈 

내에서 바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MOHID의 유류 확산 모듈에서는 바

람 계수에 대한 조절도 가능하여 그림 216과 같이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는 유

류가 동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수치실험 결과 미약하나마 이같은 현상을 확인하였다.

위성사진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확산 위치에 차이가 있는데, 이 오차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로는 모델에 적용되는 기상 정보에 생기는 오차, 유출 정보의 부정확성, 위성사진의 불

확실성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림 217은 2011년 7월 20일 신문 보도 자료와 수치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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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실험 1의 2011년 6월 13일 13:00의 위성사진(좌)과 같은 

시각의 수치실험의 결과 비교

그림 216. 실험 2의 2011년 6월 14일 12:00의 위성사진(좌)과 같은 

시각의 수치실험의 결과 비교

그림 217. 실험 1의 2011년 7월 20일자 신문보도 내용과 같은 시각의 수치실험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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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미래에도 유출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유류확산 

결과 (2012년 7월 31일)

○ 실험 3

실험 3은 유출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 될 것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현재(2011년 7월 

15일)부터 1년간 유류확산의 과정과 범위를 예측하였다. 기상 조건은 장기간 예보할 수 없으

므로 2007~2008년의 같은 기간의 기상모델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유속장은 2011~2012년을 통

해 적분된 2D로 예측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발해만 안에서만 확산하다가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미량의 입자가 발해

만을 빠져나오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바람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유류 입자는 발해만 

안에서만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오래 지속될 경우 발해만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모의되고 있다.

③ 수치모의 실험결과 해석시 유의사항

본 수치모의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점을 유의하여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1) 유류 유출 정보의 부재

- 정확한 유출시간

- 정확한 유출량

- 정확한 유출지점(수심)

- 정확한 방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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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 조건의 불확실성 

- 향후 1년간에 대한 유류이동 모의실험은 과거 1년간의 바람 사용

- 미래의 장기간 기상조건은 알 수 없음

3) 수심 및 격자의 해상도

- 우리나라 연안은 높은 해상도의 수심 자료와 격자를 갖추었으나, 발해만 영역

에서는 높지 않아 오차가 커짐

④ 실험고찰

본 수치모의 실험에서 사용된 각종 모델의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며, 위성영상 자

료 가 수치실험 결과와 비교되기 위해서는 추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2) 해색자료 검․보정 지원 - 어청도 해양관측부이를 활용한 해색 모니터링

(가) 부이 개요 

GOCI 해색자료의 검․보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관측망은 이어도 기지를 포함하여 가거초 

및 독도 등의 고정식 해양과학기지와 황해중부부이 등의 해양관측부이를 들 수 있다. 본 과제

에서는 이들 관측망 중 어청도 인근에 설치한 어청도 해양관측부이(이하 어청도 부이)를 통한 

해색 검․보정, 검․보정 자료 생산 및 활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219는 현장에 설치된 어청도 부이의 모습이다. 정면으로 보이는 케이블 및 프레임에는 

해양의 연직 수온, 염분을 측정하기 위한 해수연직구조 관측 장치의 일부이며, 이를 구동시키

는 윈치는 부이의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다. 어청도 부이는 지름이 2.5m 인 스틸부이이며,

2009년과 2010년에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관측을 수행하였으나 선박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를 입어 대대적인 수리 작업을 거쳐 2011년 6월 8일에 계류되었다.

어청도 부이는 어청도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수심 68m 지점에 설치되었다(N36°07′

14.6″, E125°51′24.9″; 그림 220). 계류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7월 19일에 부이시스템이 일

시 중단되어 자료 전송이 끊겼으나 8월 3일 현장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복구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인 8월 8일에 태풍 ‘무이파’가 내습하는 시점에서 부이가 현장에서 수리 및 복구가 불

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어 부이를 회수하여 2011년 6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개월의 자

료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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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현장에 계류 완료된 어청도 부이

그림 220. 어청도 해양관측부이 위치

(노란색원: 어청도 서방 약 10km 해상, 수심 68m)

TriLux는 Chelsea사의 Fluorimeter 센서로서 Part Number는 2125-051-PO-A이며, Chlorophyll-a

와 Nephelometer 그리고 Phycocyanin을 측정한다(그림 222). TriLux는 Analog 또는 Digital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데, Analog 출력 시 관측 데이터가 균일하지 못하여 Digital 출력을 

사용한다. 부이에서 관측 시 데이터 안정화를 위하여 샘플 전 10초 동안 대기 시간을 설정했

으며, 전송되는 데이터는 서버에서 Calibration을 한다.



－ 191－

그림 221. 어청도 부이 하부에 설치된 UviLux, TriLux 및 Bio-Wiper

그림 222. 어청도 부이에 설치된 TriLux의 상세 내역

그림 223. 어청도 부이에 설치된 UviLux의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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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iLux는 Chelsea사의 Fluorometer 센서로서 Part Number는 2141-008-PL-C이며,

Hydrocarbon을 측정하는 센서이다(그림 223). UviLux는 Analog 또는 Digital로 데이터를 출

력할 수 있는데, 현재 부이에서는 Digital 출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이에서 관측 시 데이터 

안정화를 위하여 샘플 전 10초 동안 대기 시간을 설정했으며, 전송되는 데이터는 서버에서 

Calibration을 한다.

그림 224는 어청도 부이에서 관측된 클로로필 농도이며, 그림 225는 탁도, 그림 226은 

CDOM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각 관측 값들은 GOCI 해색자료의 해당 영역의 값을 추출 및 

비교하여 검․보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224. 어청도 부이에서 관측된 클로로필 농도

그림 225. 어청도 부이에서 관측된 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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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어청도 부이에서 관측된 CDOM 농도

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수치모델 검․보정 기초기술 연구 성과로서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유류오염의 공간적인 확산 범위 및 속도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발해만 기름 유출 사

고 시). GOCI 해색자료의 검․보정 지원을 위해 어청도 부이에서 생산되는 해색 관련 관측 

자료를 생산 및 제공하였다. 올해 어청도 부이의 피해 규모가 커 부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황해중부 부이를 활용하여 검․보정 지원을 수행하고자 한다.

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GOCI 위성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여 GOCI 위성의 활용도를 높임

- 궁극적으로는 GOCI 위성에서 생산되는 광역의 정보를 해양예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상운송,

수산업, 해양 재난 사고 시 수색 지원, 해양유류 오염 발생시 이동 및 확산 등에 활용

- GOCI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유류오염 수치모델 모수화

4. 일차생산력 알고리듬 개선

가. 개요

(1) 연구개발의 목적: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표준 생산물로 제공될 일차생산자료 처리를 위

한 일차생산 알고리듬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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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GOCI는 북서태평양을 관측하는 정지궤도위성으로 황해, 동중국해, 동해 등 지역해를 주로 

관측하게 된다. 특히 황해나 동중국해의 대륙붕 수역은 Case-2 해역으로 엽록소나 일차생산 

알고리듬의 오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기 개발된 일차생산 알고리듬의 평가와 지속적인 개

선이 요구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Inherent Optical Property (IOP)-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 타당성 검토

- 조석혼합 해역의 현장관측자료 확보

- 동해 엽록소 수직구조 자료 분석

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 조석혼합 해역에서 광합성 생리변수 측정기기 등을 이용해 탁한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광

적응 반응을 측정하여 일차생산력 알고리듬을 평가함.

- 현장조사 시 채집한 식물플랑크톤을 실험실 내 배양기에서 배양하며 탁한 해역에 적응된 

종들의 광 특성을 측정함.

- 황해, 동중국해, 동해 등 각 해역 엽록소 수직구조의 시․공간 분포를 매개변수화 하여 일

차생산력 수직 적분 값의 정확성을 향상시킴.

(2) 연구내용:

(가) 동해 엽록소 수직구조 자료 분석

① 과거 동해 현장 조사 자료 분석 및 재처리

1999~2010년 기간 동안 본 연구팀이 수행한 현장관측 자료 중 엽록소 농도와 형광계측기 

(fluorometer)로 관측한 fluorescence, Photosynthetic Available Radiation (PAR), Sea Surface

Temperature (SST), 광합성 매개변수 자료를 정리함

② 실측 엽록소-a 농도와 형광 수직 프로파일 자료를 fitting 함(카이자승 검증법 이용)

(나) IOP-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 타당성 검토

- 과거 본 연구팀에서 측정한 absorption coefficient(ap, aph, ad, aCDOM), attenuation

coefficient(c), maximum fluorescence yield(Fm), minimum fluorescence yield(F0),

upwelling radiance(Lu), downwelling irradiance(Ed) 등의 광 특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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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se-2 해역의 현장관측

- 현장조사 실시

* 2011년 6월 여수연안조사 시 일차생산력과 엽록소 농도 및 ap, aph, ad, aCDOM, Suspend

Solid(SS), c, Lu, Ed, Fm, F0 등의 광 특성 변수 측정함

* 2011년 7월 동중국해 조사 시 Fluorescence Induction and Relaxation(FIRe) 장비를 이용

하여 식물플랑크톤 광합성 생리변수 Fm과 F0 등을 측정함

* 2011년 8월, 11월 여수연안조사 시 일차생산력과 엽록소 농도 및 ap, aph, ad, aCDOM, SS, c,

Lu, Ed, Fm, F0 등의 광 특성 변수 측정함

(3) 연구결과:

위성데이터 중 엽록소 농도를 계산하는 기존의 알고리듬들은 해역의 수직구조가 고려되지 

않은 표층 엽록소 농도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이 엽록소 농도를 토대로 계산된 일차생산력 

역시 실제 해역의 생산력과 수직구조의 차이로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실제 해역의 엽

록소 농도와 일차생산력을 더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 위해 표층 아래의 수직구조에 대한 파악

과 표층 아래에서 나타나는 엽록소 최대층을 고려하는 엽록소 농도 알고리듬 개선이 필요하

다. 본 연구팀에서는 동해 엽록소 수직구조 자료 분석을 위해 과거 동해에서 관측한 엽록소 

농도와 엽록소 수직 프로파일 (fluorescence)를 정리하였다. 과거 본연구팀은 다른 과제들을 통

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동해 조사를 수행하였고, 아래 표 48에 조사시기와 각 시기에 조사

된 정점 개수를 나타내었다.

조사시기 정점 수 조사시기 정점 수

1999년 10월 17 2005년 7월 37

2000년 5월 44 2006년 4월 14

2000년 1월 64 2007년 7월 35

2001년 4월 68 2008년 2월 16

2001년 10월 58 2008년 10월 20

2002년 9월 60 2009년 7월 32

2002년 12월 59 2010년 7월 39

표 48. 본 연구팀에서 수행한 동해 현장 조사 자료의 관측 시기 및 정점 수

각 정점별로 1~8개의 수심에서 채수한 해수를 여과해 엽록소 농도를 측정한 뒤 엽록소 형

광 수직프로파일에 fitting시키면 연속적인 수직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27은 실측 엽록

소 농도로 fitting한 fluorescence 값을 보여주고 있다. 정점 D04를 제외하고는 거의 엽록소 농

도와 fitted fluorescence 값이 잘 맞게 나타났다. 대부분 표층에서는 엽록소 농도가 낮다가 점

차 증가되어 25m 정도의 수심에서 엽록소 농도 최대층이 나타났으며, 다시 저층으로 가면서 

감소되었다.



－ 196－

그림 227. 2010년의 엽록소 형광 수직 프로파일:

정점 (a) B01, (b) B02, (c) D02, (d) D03, (e) D04 (단위: mg/m-3)

빨간색은 엽록소 농도, 파란색은 형광 수직 프로파일을 나타냄

Case-2 해역의 광 특성 자료 확보를 위해 2011년 6, 7, 8, 11월에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중 2011년 6, 8, 11월 여수 연안조사에서는 PRR, Hydrorad, LI-1000, OCP 등의 광학장비를 

사용해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광 분포 스펙트럼 및 ad, ap, aCDOM, Fm,

F0등을 측정하여 식물플랑크톤의 흡광도를 계산하였다.

아래 그림 228은 2011년 6월과 8, 11월 여수연안 조사 정점을 나타내고 있다. 6월에 조사된 

정점은 총 여섯 정점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었고 8월에 조사된 정점은 총 네 정점으로 파란

색으로 표시되었다. 11월에는 8월 조사 정점 4곳과 6월 조사의 정점 2를 포함한 5곳에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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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2011년 6, 8, 11월 여수 현장조사 정점

각 정점에서 측정된 수온, 염분, 일차생산력을 그림 229에 나타내었다. 먼저 수온 수직 프로

파일을 살펴보면 6월에 비해 8월에 수온약층 구조가 잘 발달하였고, 수온이 높았다. 염분 수

직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6월에는 염분약층 구조가 보이지 않고 수직적으로 거의 일정한 염분

을 보이고 있었지만 8월에는 염분약층 구조가 잘 발달되어 수직적으로 염분이 뚜렷하게 차이

가 났다. 일차생산력 수직 프로파일은 표층에서 가장 높고 지수함수 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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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2011년 여수에서 측정된 (a) 수온 수직 프로파일 (6월), (b) 수온 수직 

프로파일 (8월), (c) 염분 수직 프로파일 (6월), (d) 염분 수직 프로파일 (8월), (e) 6월 

일차생산력 수직 프로파일 (6월), (f) 일차생산력 수직 프로파일 (8월)

그림 230은 여수에서 2011년 6, 8, 11월에 측정한 엽록소 농도를 위성데이터와 비교하고 있

다. 6, 8월의 위성데이터는 현장 조사 자료와 5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11월의 위성데이터는 

현장조사 자료와 1일의 차이가 있다. 먼저 6, 8월 자료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Moderate -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로 관측된 엽록소 농도와 현장자료가 

2~8mg/m-3 농도 범위에서 비슷한 값을 가지는 반면에 GOCI로 관측된 엽록소 농도는 현장에

서 측정된 엽록소 농도보다 낮은 농도를 보이며 거의 1mg/m-3 농도로 일정한 값을 보인다.

11월 데이터 역시 MODIS로 관측된 엽록소 농도와 현장에서 측정된 엽록소 농도 간 비슷한 

값을 가지나 GOCI로 관측된 엽록소 농도는 거의 농도 변화 없이 1~1.5mg/m-3 의 일정한 값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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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2011년 (a) 6, 8월 (b) 11월 여수에서 측정된 엽록소의 현장 값과 

위성 값의 비교. 빨간색은 GOCI로 관측된 엽록소 농도, 파란색은 MODIS로 

관측된 엽록소 농도, 초록색은 1:1 line

위성자료에서 일차생산을 추정하는 방법 중 탁한 해역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IOP-기

반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231은 각 정점의 해수를 여과해 측정한(Filter

method; Mitchell et al., 1991) 식물플랑크톤의 흡광계수와 OCP로 측정한 인공위성반사도

(remote sensing reflectance; rrs)에서 Quasi-analytic Algorithm(QAA; Lee et al., 2002;

IOCCG, 2006)으로 계산한 식물플랑크톤의 흡광계수를 파장별로 보여주고 있다.

QAA로 계산한 식물플랑크톤의 흡광도와 채수한 해수를 여과해 측정한 흡광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패턴은 비슷하지만 QAA로 계산한 결과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여러 파장대 중

에 412nm와 443nm에서 식물플랑크톤 흡광도가 가장 컸으며, 665nm에서는 QAA로 계산한 

값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차생산 알고리듬에 사용되는 443nm의 값을 살펴보면, 정

점 2에서 0.27m-1로 다른 정점에 비해 흡광도가 가장 높았고, 정점 1에서는 0.05m-1로 가장 낮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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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2011년 8월 여수연안 표층에서 관측된 aph: (a) 412nm, (b)

443nm, (c) 490nm, (d) 510nm, (e) 555nm, (f) 665nm(단위: m-1)

빨간색은 각 정점의 aph, 파란색은 1:1 line

그림 232는 2011년 8월 여수연안에서의 일차생산력을 비교하고 있다. 일차생산력을 추정하

기 위해 엽록소-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과 IOP-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Lee et al., 1996)을 적

용하였다. 엽록소-기반 알고리듬은 현장에서 수행한 C14 배양실험에서 얻어진 P-E 매개변수를 

이용하였다. IOP-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은 filter method와 QAA로 계산한 식물플랑크톤 흡

광계수를 사용하였다. 빨간색 선이 IOP-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 중 filter method를 적용한 일

차생산력이며 파란색 선은 엽록소-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을 적용한 일차생산력이다. 정점 1

과 2를 살펴보면, filter method와 엽록소-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의 일차생산력 수직 프로파

일이 잘 맞는다. 정점 3과 4를 보면, 표층에서는 QAA와 엽록소-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을 통

해 계산한 일차생산력이 잘 맞지만 수심 2~3m 이하에서는 filter method와 엽록소-기반 일차

생산 알고리듬이 QAA로 추정한 값보다 더 잘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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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일차생산력 알고리듬

2011년 8월 여수 현장 조사의 (a) 정점 1, (b) 정점 2, (c) 정점 3, (d) 정점 4

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년도 세부연구목표 달성도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2011년)
GOCI PP 알고리듬 개선 100

- 알고리듬에 반영하기 위한 탁한 해역의 
광특성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

- IOP- 기반 알고리듬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문헌조사/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엽록소 수직구조를 엽록소-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에 반영하고 IOP-기반 일차생산 알고리듬

의 오차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여 GOCI 표준 일차생산 알고리듬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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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 천리안 : 위성자료와 3차원 해양모델의 융합기술개발

가. 개요

스마트 천리안은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COMS)의 해양탑재체(GOCI)에

서 생산하는 해양환경 영상자료와 우리나라 연안 해양예측 시스템의 해양환경 예측자료를 상

호 보완하여 위성과 해양모델의 융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지궤도 해색위성인 천리안위성의 해양탑재체로부터 생산하는 주요 해양환경 영상자료는 

용해유기물(CDOM,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총 부유물질(SS, Sus- pended solid

particle), 엽록소(Chl, Chlorophyll)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황해와 동해 및 동중국해

와 북서태평양을 일부 포함하는 관측 영역(2,500km×2,500km)을 500m의 공간해상도로 1일 8

회 09시부터 16시까지 주간에 1시간 간격의 해양환경 영상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위성

영상 자료에서는 시간 해상도의 제약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표층 부유 퇴적물 이동이나 해양 

플랑크톤 분포 등의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GOCI 자료

의 해수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양쯔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부유 퇴적물이나 녹조 또는 발해만

이나 중국 해역에서 발생하는 오일 유출에 대한 우리나라 해역으로의 이동확산에 대한 준 실

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천리안 해색위성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인 GDPS(GOCI Data Processing System)는 기

하보정된 GOCI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양환경 및 해수 광특성을 분석하여 위성영상의 이차 결

과물(Level 2)을 생산하고자 개발되어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GDP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

용자가 Level 1b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원하는 해역의 SS, Chlorophyll 등의 해양환경 자료를 

바로 추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서해, 남해, 동해의 해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

에 제한된 관측 자료로 부터 회귀분석 방법으로 산정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 해역에 사용

함에 있어 각각의 해역에 대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이나 해역에 따른 가중치 부여와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천리안 위성영상 자료와 해양모델의 융합기술은 다른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관측자료

와 함께 1시간 간격의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개발 중인 우리나라 운용해양(해양예측)

시스템(KOOS,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의 해양순환 및 해양환경 예측자료 

검․보정에 활용하고, 향후 검증된 운용해양 시스템의 72시간 해양환경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천리안 위성영상 처리시스템(GDPS)의 해양환경 알고리즘 개선, 구름에 의한 Blind Zone 복원 

또는 주간에만 관측할 수 있는 위성영상의 단점 보완 등을 통하여 시계열 영상자료로부터 환

경 변화의 연속성을 재현한다. 또한, 운용해양 예측자료와 천리안 위성영상자료를 구글 또는 

GIS를 이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영상자료의 과학적이고 입체적

인 구조를 제시하는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GOCI 자료에 대한 GDPS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양환경 위성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현재 수립중인 해양예측 시스템의 공

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측모델에 대한 SCI 논문을 작성하고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발표하여 위성자료와 3차원 해양모델의 융합 기반기술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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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측모델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은 새만금 

해양환경 예측시스템에서 운용해양모델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

구의 지원을 통하여 동중국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안의 폭풍해일 예측과 서해, 남해를 포함

하는 연안의 정밀격자 해수순환 예측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모델 ROMS는 전 세계에

서 참여한 많은 해양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해양수치모델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전 지구 해양순환과 해양기후변화에 활용되고 있으며, 북극과 남극의 빙하 생성과 

소멸 해석, 태풍의 발달과 이동에 따른 연안에서의 해일고 예측, 연안에서의 해수순환 및 조

석운동, 해안의 침식과 퇴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해양연구원은 군산

대와 공동으로 ROMS 모델을 활용한 황해 해수순환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안의 

정밀격자를 이용한 조석, 해수순환, 부유사 이동 및 해일고, 파랑 등에 대한 예측시스템은 실

시간 해양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예측모델의 성능을 개선될 예

정이다. 최근 본 연구팀은 해양모델 ROMS를 부영양화모델 CE-QUAL-ICM과 결합하여 전 세

계 최초로 해양수질모델 ROMS-ICM을 새만금 해역에 적용하였다. 2009년 새만금 내외 측의 

월별 수질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배수갑문을 통한 새만금 해역의 수질인자인 DO, TN, TP,

COD, Chloro phyll-a 등에 대한 예측에 활용되었다.

위성과 3차원 해양모델의 융합기술개발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서해, 남해 정밀격자 연

안 해양환경 예측시스템 구축하였으며, 해수순환 모델과 수질모델 대한 국제학회(ICS2011,

AGU2011) 발표를 통하여 모델의 공인성을 확보하였다.

- ROMS 모델을 이용한 1.5km 해상도의 서해 1, 2구역과 남해 3, 4구역 조위, 조류를 포함

한 순환모델 예측 체제 구축 및 시범운영

- 5분 해상도의 NAO99.jb 주요 8개분조 (M2, S2, K2, N2, K1, O1, P1, Q1)를 이용 조석, 조

류 개방경계조건 수립

- 4km 격자 해상도의 WRF 기상모델 72시간 예측자료를 기상외력으로 활용한 서해, 남해 

ROMS 정밀격자 풍성류 예측모델 수립

- 9km 격자 해상도의 황해 ROMS 순환모델 72시간 예측자료를 외해 경계조건으로 활용한 

서해, 남해 ROMS 정밀격자 순환 예측모델 수립

- 9km 격자 해상도의 전지구 해양 예측모델 HYCOM 예측자료를 외해 경계조건으로 활용

한 서해, 남해 ROMS 정밀격자 순환 예측모델 수립

- 해양모델 ROMS를 이용하여 서해, 남해 정밀격자 연안 해상상태 72시간 해양환경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Web-GIS 기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위, 조류, 해수유동, 수온, 염분 등

의 예측정보 제공 시스템 시범구축

- 해양모델 ROMS와 파랑 모델 SWAN을 이용하여 태풍에 따른 우리나라 연안 정밀 격자 

해일고 및 유의 파고 예측(2010년 태풍 KOMP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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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1구역 서해 2구역

격자수/해상도 180 × 120 × 20

운용범위
동서방향 124.0°E∼127.0°E 124.0°E∼127.0°E

남서방향 36.4°N∼38.4°N 34.6°N∼36.6°N

해상도 1.5km

예측요소 조위, 조류, 파고, 파향, 수온, 염분, 부유사이동 등

표 49. 서해 1, 2구역 운용해양모델 ROMS 격자 시스템

남해 3구역 남해 4구역

격자수/해상도 180 × 120 × 20

운용범위
동서방향 125.0°E∼128.0°E 127.5°E∼130.5°E

남서방향 32.8°N∼34.8°N 33.8°N∼35.8°N

해상도 1.5km

예측요소 조위, 조류, 파고, 파향, 수온, 염분, 부유사이동 등

표 50. 남해 3, 4구역 운용해양모델 ROMS 격자 시스템

Yellow Sea
ROMS,

WRF, UM

FTP server
- U/V/T/S boundary data
- Surface wind, pressure
- Heat flux, Water flux etc.

Operational 
system

start

Data
conversion

Model
simulation

web-GIS
service

ROMS forecasting
: Surface elevation, 
current, temperature, 
salinity, wave height etc.
2 times a day for 72hrs

FTP

FTP

(04:30, 16:30) (06:00, 18:00)

그림 233. 서해/남해 정밀격자 72시간 해양환경 예측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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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해 1구역 (b) 서해 2구역

(c) 남해 3구역 (d) 남해 4구역

그림 234. 운용해양모델 ROMS 이용한 72시간 수온 예측

(a) 서해 1구역 (b) 서해 2구역

(c) 남해 3구역 (d) 남해 4구역

그림 235. 운용해양모델 ROMS 이용한 72시간 염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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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2010년 태풍 KOMPASU의 정밀바람과 기압장을 활용한 연안 최대 해일고 : (a)

ROMS, (b) ROMS-SWAN

그림 237. 금강하구(군산항) 정밀격자 토사이동 모델을 이용한 표층 부유사이동과 해저면 

침식퇴적 예측 : (a) 부유사이동, (b) 해저면 침식/퇴적

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위성과 3차원 해양모델의 융합기술(스마트 천리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파랑모델 

SWAN과 수질모델 CE-QUAL-ICM과 결합된 해양모델 ROMS로 해양 예측시스템을 수립하고 

예측모델의 공인성을 확보하였다. ROMS 모델은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구축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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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용해양(해양예측) 시스템에서 활용중이며,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정밀격자를 활용

한 3차원 폭풍해일과 해양순환 예측시스템을 구축중이다. 국제 SCI 논문 2편(JGR)과 유럽

(ICS2011)과 미국(AGU2011) 학회 발표로부터 공인된 해양예측모델의 72시간 예측자료는 

GOCI 자료로부터 산출된 SS와 Chlorophyll 알고리즘 개선과 1시간 간격의 Ocean Color 이미

지 패턴을 이용하여 해수 표층의 Current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될 예정이다.

목  표 달 성 도 (%) 내    용

위성자료와 3차원 해양모델의 

융합 기반기술 수립
100%

- 우리나라 연근해 3차원 해양모델의

개선

- 해양예측모델 관련 SCI 논문 2편 발간

으로 운용해양모델의 공인성 확보

- 해양환경 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양 모델

링의 정밀도 향상 기반기술 마련

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천리안 위성 영상자료와 해양모델의 융합기반기술 수립 후 시계열 영상자료를 운용해양

(해양예측) 시스템과 연계 활용함으로써 명실공히 입체적인 해양예측 정보시스템 운용

- 스마트 천리안으로 해양의 오일유출이나 적조 등의 해양사고 및 긴급 재해 발생 시 실시

간으로 해양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수립된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확산 경로를 예측함

으로써 신속한 대응 정보제공

6. 북태평양 혼합층 깊이 변동성 및 클로로필 변동성

가. 개요

해양 혼합층은 해양이 대기 변동에 반응함과 더불어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로이

다. 예를 들면 해양 혼합층은 대기 바람장이나 열속장 변화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해양 상층

으로 해면수온 등의 해양상층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해양과 대기의 이산화

탄소 등의 물질교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해양 혼합층은 식물플랑크톤 번성을 좌

우하는 2 가지 요소인 빛과 영양염을 조절함으로써 해양생태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겨울 혼합층 깊이는 해양 상층에 영양염 공급을 조절하여 플랑크톤 봄 번성에 영향을 

준다.

식물플랑크톤은, 육상생태계에서 나무와 같이, 해양생태계에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해양생

태계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물플랑크톤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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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위성에서 관측한 해색자료로 식물플랑크톤을 추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식물플랑크톤 

분포와 변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러나 변동 원인에 대한 이해는 대기 및 해양변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여전히 그 발전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기존 해색자료를 이용하여 클로로필 변동성을 살펴보

고 그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물리환경 변화 중 하나인 혼합층 깊이 변동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을 바탕으로 GOCI 해색 자료가 장기적으로 축적되었을 때 그 관측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태풍, 용승 등 특별한 단기 시간규모 해양 변동이 있

을 경우 가용한 해색 자료를 이용하여 클로로필 변동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 방법

해양 혼합층 깊이는 관측 자료를 모형에 동화한 자료 동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혼합층 

깊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관측 자료를 이용할 경우 시ㆍ공간 분포가 불균일한 단점 이외에도 

자료 질 검증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반면 동화자료는 관측 자료를 반영한 모형결과이므

로 관측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함과 더불어 격자 자료이므로 통계분석에 매우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해양 변동에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된 SODA(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자료를 이용한다. SODA 자료동화시스템은 10일 간격으로 자료를 저장하나 공

개한 자료는 월평균 자료이므로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

클로로필 자료는 북태평양 전체를 포함하는 인공위성(SeaWIFS) 해색자료를 이용한다. 혼합

층 자료와 시간간격을 맞추고 자료가 없는 해역을 줄이기 위해 클로로필 자료로 월평균 자료

를 이용한다.

해양 혼합층과 클로로필 시공간 변동성과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yclostationary EOF(이하 CSEOF)를 이용하고자 한다. CSEOF는 통계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

화지 않는다는 stationary을 가정하는 EOF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어떤 특정 시간 규모

(nesting period)로 통계 특성이 주기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2) 연구 결과

(가) 엔소(ENSO)가 북태평양 해면수온과 혼합층 깊이에 미치는 영향

- 엘니뇨 해 평균(composite) 해면 수온 어노말리를 살펴보면 엘니뇨의 전형적인 특징인 적

도태평양 양의 어노말리 이외에 중위도에서 음의 어노말리 그리고 미국 서해안을 따른 

양의 어노말리가 나타남

- 반면 라니냐 해 평균(composite) 해면 수온 어노말리를 살펴보면 라니냐의 전형적인 특징

인 적도태평양 음의 어노말리 이외에 중위도에서 양의 어노말리 그리고 미국 서해안을 

따른 음의 어노말리가 나타남. 중위도에서 해면수온 변화는 엘니뇨 해와는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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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해면수온 어노말리 분포 (좌)엘리뇨해에 평균한 어노말리, (우)라니냐 해에 평균한 

어노말리: 어노말리는 원 자료에서 장기 계절 평균값을 빼서 계산/해면수온자료는 ERSST임

- 엘니뇨 해와 라니냐 해 해면 수온 변화에 상응하는 혼합층 깊이 변화를 살펴보면 중위도

에서는 엘니뇨 해에는 양의 어노말리, 라니냐해는 음의 어노말리가 나타남. 이는 해면수온 

변화와 일관됨 변화임. 즉 중위도 수온이 낮을 때인 엘니뇨 해에는 바람이 강하거나 표층 

해양냉각이 클 것이므로 깊은 혼합층이 발달하고, 라니냐해에는 수온이 높아 바람이나 표

층 해양냉각이 작아져 혼합층이 얕아짐. PDO는 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중위도 태평양 

변화에서 엔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PDO 위상이 양(또는 음)인 해에서 엘니뇨나 라니냐

가 아닌 해의 평균(composite)를 살펴볼 예정임

그림 239. 해양 혼합층 깊이 어노말리 분포 (좌)엘니뇨 해에 평균한 어노말리, (우)

라니냐해에 평균한 어노말리: 어노말리는 원 자료에서 장기 계절 평균값을 빼서 계산/혼합층 

깊이는 자료 동화자료인 SODA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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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태평양 해양 혼합층깊이 변동성

- CSEOF 제 1 모드 공간분포는 혼합층 계절변화를 나타냄. 전체 변동성의 약 96%가 계절

변화로 설명됨. 시계열은 이러한 계절변화가 수년 변동이 있음을 나타냄. 추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계절변화의 주기 특성을 밝히고자 함

- CSEOF 제 2모드는 엔소와 북태평양십년변동(PDO) 영향이 나타남. 즉 서적도 태평양과 

동적도태평양이 반대 위상을 나타내고 중위도 태평양 변화는 동적도 태평양 변화와 위상

이 일치함. 이 분포는 엔소에 따른 해양 혼합층 어노말리 평균 분포와 일관됨 결과임

그림 240. 해양 혼합층 깊이 CSEOF 제 1 모드 공간분포(위) 및 시계열(아래)

전체 변동성의 95.5%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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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해양 혼합층 깊이 CSEOF 제 2 모드 공간분포(위) 및 시계열(아래)

계절변화를 제외한 변동성의 7.5%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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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달성도 

구   분 목        표 내  용   및   범  위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달성도

(%)

1차년도

(2011)

북태평양 혼합층 

깊이 변동성 제시

Ÿ 재분석자료를 이용한 북태평

양 혼합층 계산

Ÿ 북태평양 혼합층 깊이 계절변

동 및 연변동 등의 장기 변동

성 파악

혼합층 깊이 변동성 

계산 및 특성 제시 

여부

100

2차년도 

(2012)

북태평양 

혼합층깊이 변동성 

기작 제시 및 

클로로필 변동성 

제시

Ÿ 엘리뇨, 태풍, PDO 등 기후변

화 요소와 혼합층깊이 연관성 

통계분석

Ÿ 클로로필 계절변동 및 장기변

동성 분석

혼합층 변동 기작 

제시 및 클로로필 

변동성 특성 제시 

여부

100

3차년도 

(2013)

북태평양 혼합층 

깊이와 클로로필 

변동성 상관관계 

제시

Ÿ 혼합층과 클로로필 변동성 상

호관계 통계분석

Ÿ GCCI자료를 이용한 태풍 등

이 클로로필에 미치는 상세 

영향 파악

혼합층 깊이와 

클로로필 연관성 

통계분석 제시여부

100

(2) 기여도

북태평양 혼합층 깊이의 계절변동 및 경년 변동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혼합층 변동성 원인 

이해 및 변동성과 관련된 대기 현상이해 기틀을 마련했음.

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북태평양 혼합층 깊이 변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엘리뇨, 알류샨 저기압 변동 등 대기 

대규모 현상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 CSEOF 각 모드의 주기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펙트럼 분석을 추가할 예정

- PDO는 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중위도 태평양 변화에서 엔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PDO 위상이 양(또는 음)인 해에서 엘니뇨나 라니냐가 아닌 해의 평균(composite)을 살펴

볼 예정

- 다음 연도에 연구할 클로로필 변동성 원인 분석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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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리안 위성의 현장 검․보정 자료 취득을 위한 무인 탐사체 활용연구

가. 개요

2010년 해양관측 정지위성인 천리안 위성을 대한민국 상공에 올림으로 인하여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광범위한 영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천리안 위성 영상 

자료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한반도 전역의 해양 상태의 정량적인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 획득된 해양 상태값은 실제 위치의 표층 실측값과 비교하여 자료를 

검증하고 계산 알고리즘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보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의 해양 실측 정보를 획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렴

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자료 수집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 탐사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무인 탐사체는 수중에서 동작하는 AUV(Autonomous Unmanned

Vehicle)이나 수중 글라이더(Underwater Glider), 무인 수상체(Unmaned Surface Vehicle)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각 광범위한 영역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수중 글라이더와 무인 수상체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무인 탐사체 중 연구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Slocum 수중 글라이더를 천리안 위성 

보정용 자료 수집 목적으로 시험하여 보고 무인 탐사체를 활용한 천리안 위성 보정용 자료 

수집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중 글라이더는 부력만을 이용하여 동작하기 때문

에 속도가 느리고 제어 정밀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장시간 장거리를 자율주행하며 해양환경자

료 수집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그리고 위성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관측

된 해양 자료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locum 수중 글라이더에 탁도 센서를 장착 및 구성하고 2회에 걸쳐 운영하

여 봄으로써 천리안 위성 보정을 위한 실측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천리안 위성 영상의 

GOCI-TSS 값과 비교하며 향후 보정용 실측값을 획득하기 위한 수중 글라이더 운영상의 문제

점 및 개선사항을 고찰하였다.

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글라이더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수중글라이더는 Teledyne Webb Research 사의 Slocum Electric 200m급 

수중 글라이더이며, 위성자료 보정을 위한 환경 자료 수집을 위하여 RBR사의 탁도 기록기를 

사용하였다. RBR사의 탁도 기록기는 Seapoint사의 탁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Slocum 수중 

글라이더의 동체 상단에 기록기를 장착하고 이에 따라 수중 글라이더의 무게를 추가된 외부

센서의 부피 및 무게, 그리고 운영될 환경에 맞게 부력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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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좌) Slocum 수중 글라이더, (중) RBR 사의 탁도 센서 로거,

(우) Slocum 수중 글라이더에 탁도 센서 로거를 장착한 모습

(2) 1차 시험

1차 시험에서는 시화호 방조제 안 37°19.5´, 126° 35.0´에서 37° 17.2´, 126° 42.0´의 수심 

10m 가량인 영역에서 7월 25일에서 7월 29일까지 시험하였다. 시화호는 담수와 해수가 섞이

는 호수로써 실험당시 표층에서는 담수가 3m이하에서는 해수가 존재하여 부력을 조정하여 운

행되는 수중 글라이더를 원하는 목표점으로 제어하기 힘들었다. 해당 시험 후 위성 영상과 비

교를 시도하였으나 시험 기간 중 구름이 많이 끼어 비교할 수 있는 위성자료획득에는 실패하

였다.

그림 243. (좌)시화호 대상 영역 위성사진 (우)시화호 수심도

(3) 2차 시험

2차 시험을 후포항 연안 37°15'49.04"N, 129°29'42.70"E에서 37° 4'18.79"N, 129°37' 30.73"E

사이의 구역에서 9월 25일에서 9월 26일 사이에 수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수중 글라이더를 

30m 수심까지 잠항하도록 운영하였으며, 26일에는 180m까지 잠항하도록 운영하였다. 이때 선

박을 이용하여 수중 글라이더를 추적하며 수중 글라이더 이동 경로 상에서 채수를 수행하였

다. 이때 빠른 1knot에 이르는 유속으로 인하여 제어가 힘들었으며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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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좌)후포항 대상 영역, (우)수중 글라이더가 수면에서 대기 중인 모습

(4) 수집 자료 분석

수중 글라이더를 운행하여 수중 글라이더의 운행 위치 및 시간, 탁도 센서 측정값을 획득한

다. 대상 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하여 정밀 분석을 수행한다. Slocum 수중 글라이더의 최대 잠

항 수심은 180m로 설정하였다. 그림 245는 수중 글라이더의 항행 경로와 수집된 탁도 센서 

값(NTU)이다.

그림 245. 수중 글라이더 항행 경로와 탁도 센서값(NTU)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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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2m 이하에서는 외란이 발생하여 탁도 센서 값이 거의 0으로 나타나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었으며, 이를 제거하여 수심별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246에서는 수심 대비 탁도센

서값(NTU)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246. 수심대역별 탁도 센서값(NTU)

이렇게 수집된 탁도 센서 값과 채수를 통하여 분석된 탁도 값, 그리고 위성자료의 TSS 탁도

를 비교하여 오차를 분석하려 하였으나 탁도 센서 값과 SS(g/m3) 간의 단위 변화가 힘들어 

TSS와 직접적인 비교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림 247은 채수한 3 지점에 대해 위성영상의 

TSS 값을 대비한 그림이며, 표 51은 채수한 위치에 대한 3가지 탁도 값을 보여준다.

그림 247. 채수한 지점의 천리안 위성 영상과 GOCI-TSS값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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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간
Latitude

(North)

Longitude

(East)

탁도값

채수분석

(g/m3)

탁도센서값

(NTU)

GOCI-TSS

(g/m3)

채수#1

2011년
9월25일

12시45분
00초　

37도12분36초 129도34분27초 0.74 0.0024 1.08201

채수#2

2011년
9월25일

14시45분
00초

37도13분28초 129도34분08초 0.54 0.5616 -

채수#3

2011년
9월26일　

15시14분
00초

37도07분51초 129도33분22초　 1.50 0.0012 1.4509

표 51. 채수한 위치에서 채수분석을 통한 탁도값, 탁도 센서값, GOCI-TSS값 비교

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에서는 천리안 위성 검․보정용 센서를 탑재한 수중 글라이더를 구현하였으며 2번

의 시험을 거쳐 운영하여 보았다. 수중 글라이더를 위성 검․보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센서

로서 탁도 센서를 수중 글라이더에 장착하여 구현하였고, 1차 시험에서는 시화호에서 1일씩 5

일간 운영하여 보았다. 시화호에서는 기상 상황 때문에 위성 영상 자료를 획득하기에 실패하

였으며, 환경적 제약 때문에 제어 및 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2차 시험은 후포에서 1일

씩 2일에 걸쳐 시험하였고 수심 180m까지 잠항하여 탁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운행에는 

시험한 해역의 1knot의 가까운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제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집된 탁도 센서값은 천리안 위성 영상과 

대비하려 하였으나 탁도 센서값(NTU)을 천리안 위성의 SS값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는 없었

다. 차기년도에는 Chlorophyll A 측정 센서를 수중 글라이더에 장착하여 시험 운영할 예정이

며 천리안 위성 값과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센서

를 수중 글라이더에 장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수중 글라이더의 제어 성

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수중 글라이더에 검․보정용 센서를 탑재하여 자료획득이 가능함을 시험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중 글라이더를 비롯한 무인 탐사체에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여 양질의 

천리안 위성 검․보정 자료를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중 글라이더를 이

용한 탐사는 천리안 위성 검․보정용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환경 관측자료 수집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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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성자료로부터 연안해역의 POC 분포조사를 위한 요소기술 연구

가. 개요

해양은 지구의 탄소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 활동으로 대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약 절반이 해양으로 흡수된다(Pabi and Arrigo, 2006; Sabine et al., 2004). 탄소는 해양 표면

에 용존무기탄소(dissolved inorganic carbon, DIC), 용존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 및 입자성유기탄소(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등으로 존재하며 전체적인 량은 

각각 약 1900, 70, 2µmol/kg 이다. POC와 DOC는 식물성플랑크톤을 통해 탄소의 생지화학적 

순환과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arlson et al., 1994). 해양의 탄소순환과 이에 관련된 

원소들의 순환을 잘 이해하려면 POC DOC 등 각각의 성분의 시간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여

야 한다. 해양전체로 보면 DIC, DOC, POC, 입자성무기탄소(particulate inorganic carbon,

PIC)의 현존량은 각각 ~3750×1015, ~700×1015, ~22×1015, <1×1015gC이다. 이 중 POC는 전체 탄

소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작으나, 식물광합성의 결과로 생성되고, 또 심해로 침강되어 대

기 중 이산화탄소를 해양의 심부로 격리시킨다.

해양표층수에서의 POC에 대한 위성관측은 Morel(1988)이 Case I Water에 대하여 POC를 

포함한 식물플랑크톤이 해수의 전반적인 광학특성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Stramski et al.(1999)은 남극전선역과 로스해에서 POC 농도와 

해수중 부유입자의 역산란계수(particulate backscattering coefficient, bbp)의 상관식을 구하고 

다음 bbp와 원격반사도(remote-sensing reflectance, Rrs)의 관계식을 구하여 해색위성 자료로 

부터 POC 농도를 추정하였다. Mishonov et al.(2003)은 남대서양에서 해수 중 입자의 660nm

에서의 광소산계수(beam attenuation coefficient, cp)와 POC 함량간의 상관관계에서 cp를 POC

로 전환하고, SeaWiFS에서 관측한 555nm의 정규수출복사량(normalized water-leaving

radiance, Lwn(555))와 cp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대서양 표면수의 POC 농도를 구하였다.

해색위성 관측으로부터 해수 중 클로로필 a 함량을 구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탄소생물량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POC 자료는 클로로필 a 자료로부터 일정한 POC/Chl 비

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클로로필 a는 POC의 중요한 구성 물질이나 2% 이

하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POC가 클로로필 a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Chung et al., 1998). 해양에서 POC/Chl 비율은 식물성플랑크톤의 종류와 영양상태 및 번성

주기, POC 구성성분에 따라 다르다. 남극해 로스해에서는 계절에 따라 식물성플랑크톤 우점

종이 바뀌기 때문에 계절별로 POC와 현장 원격관측반사율의 관계식이 달라진다고 보고된바 

있다(Pabi and Arrigo, 2006). 위성자료에 의한 POC와 클로로필 a 농도를 전 지구적으로 비교

할 경우 지역 간, 계절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Stramska et al., 1999; Gardner et al.,

2006). 따라서 별도의 일고리듬에 의해 직접 POC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클로로필 농도로부터 

POC 농도를 구하는 것보다 정확하다고 보고되었다(Son et al., 2009).

POC와 원격반사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현장 측정한 POC 자

료와 현장 원격반사도를 관련시키는 연구는 적었다(Stramski et al., 1999; Stramsk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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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mski, 2005). Stramski et al.(2008)은 해양에서 원격반사도를 직접 측정하여 POC 농도와 

비교하였다. 이들은 표층수 중의 POC 농도와 원격반사도의 blue-to-green ratio 사이의 상관관

계를 구하였는데, Rrs(443)/Rrs(555), Rrs(490)/Rrs(555) 두 가지가 POC 알고리듬 개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Son et al.(2009)은 멕시코만의 POC자료를 SeaWiFS 위성자료와 비교

하였는데 여러 밴드에서의 값을 사용하여 좋은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이들은 Lwn(443),

Lwn(555) 또는 Rrs(443), Rrs(555)를 사용하는 Normalized Difference Carbon Index(NDCI)와 

가시광영역의 모든 밴드를 이용한 Maximum Normalized Difference Carbon Index(MNDCI)

라는 밴드 비를 이용하여 위성에서 POC를 추정하였다.

동해는 전체면적이 1,007,600km2에 이르며 평균 깊이는 1684m이다. 심해 시계열 퇴적물 트

랩 계류를 통한 침강입자 조사에 의하면 동해에서 POC의 침강플럭스는 타 해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Hong et al., 1997). 또한 유공충이나 익족류의 탄산염골격이 2000m 깊이

에 상당량 도달하는 등 동해는 생물활동이 매우 활발한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Hong and

Chen, 2002). 동해 남부해역에서 POC 수평분포의 시간, 공간적 변화는 해수순환의 계절적 변

화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동한난류는 해안에서 분리되어 고온 및 저온 와류를 형성하고,

이 와류는 50~70일 정도 존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넘게 존재하여 해역의 식물광합성

과 이산화탄소의 대기와의 교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동해는 우리나라, 일본, 러

시아 및 북한으로 해역의 관할권이 나누어 있고, 다양한 해류, 와류 등에 의한 영향으로 표층 

해류 순환이 매우 불균일하고, 해황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성을 

통한 해양조사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황해는 중국 한국에 둘러싸여 있어 중국 연안해역의 녹조류 번식(Liu et al., 2010), 기름유

출(Lee et al, 2009), 폐기물베출(Son et al., 2011) 등에 의해 해색이 영향을 받으며 유해성 조

류 증식이 일어나기도 한다(Shanmugam et al., 2008).

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해수시료 채취 및 측정

동해 서남부해역의 현장관측은 2006년 7월, 2007년 4월, 2009년 4월, 2010년 5월, 2010년 7월

에 총 5회에 걸쳐 조사되었고, 조사시기별 정점위치는 그림 248에 표시하였다. 서해중부해역

의 현장관측은 2011년 6월 10, 11, 15일에 이루어 졌다. 정점위치는 그림 249에 표시하였다.

해양 표층수중의 POC 농도는 Hedges and Stern(1984)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표층

해수중의 POC 채취를 위해 사용한 여과지는 직경 25mm인 GF-75 glass-fiber filters (약 0.7-μ

m pore size)였다. 여과지는 미리 450°C 에서 4-5시간 가열하여 유기물을 제거하여 사용하였

다. 해수 시료 4리터를 통과시킨 여과지는 선상에서 냉동보관하고, 실험실에서 오븐(80°C)에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SPM(solid particulate matter)을 계산하였다. 측정된 각각의 필터 

샘플은 1M HCl로 무기탄소를 제거한 후에, 오븐(80°C)에 건조 후 CNS Analyzer(Carlo Erba

CNS elemental analyzer 1106)로 유기탄소를 분석하였다. 바탕실험은 같은 여과지로 같은 과

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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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동해 서남부해역의 해수중 POC 농도 측정을 

위한 현장관측 정점(2006년 7월, 2007년 4월, 2009년 4월,

2010년 5월, 2010년 7월)

그림 249. 서해병 해역의 해수중 POC 농도 측정을 위한 

현장시료채취 정점

(2) 해색 위성자료

해색위성 자료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Aqua로 NASA

Ocean Biology Processing Group(http://oceancolor.gsfc.nasa.gov/)로 부터 획득하였다. 동해 

남부해역을 포함하는 자료는(Level 1A) 각각의 샘플링 기간 동안에 획득된 자료로 제한하였지

만 구름에 의한 영향으로 현장자료와 위성 자료 간에 매칭자료를 얻는데 제한되어서 관측한 

날로부터 4일 이내의 영상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Level 1A 자료는 SeaWiFS 전용처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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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인 SeaDAS(SeaWiFS Data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1km 해상도를 Level 2 자료인 

Rrs, nLw, K490 값을 계산하였다(McClain et al., 2004). 현장자료와 위성자료간의 매칭자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각각의 관측정점을 중심으로 3×3 pixel 평균한 값을 이용하였고, 그 이외의 

표준 MODIS Level 2 산출물들은 SeaDAS MSL12 processing code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서해중부해역(폐기물배출해역) 현장에서 2011년 6월 10, 11, 15일에 측정된 POC 농도를 

GOCI, MODIS-Aqua 의 2011년 6월 11일, 14일 자료와 비교하였다. GOCI 위성 이미지는 

(level 1B, 500m 해상도)는 한국해양위성센터(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SC)로부터 구

하였다. level 1B 자료는 한국해양위성센터가 개발한 GOCI Data Processing System (GDP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Level 2 자료로 변환하였다.

(3) MODIS 자료로부터 POC농도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듬 개선

(가) 원격반사도(Rrs) 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동해 남서부해역에서의 POC 함량을 해색 위성자료를 통하여 얻기 위해 적

절한 관계식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6~2010 기간 동안 MODIS 위성자료의 원격

반사도 값과 동해 남서부해역에서 현장 관측된 30개 지점의 POC 농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Stramski et al.(2008)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동해 서남부해역 표층수의 POC농도를 구해 

현장 측정한 자료와 비교하였다. Stramski et al.(2008)은 현장에서 구한 Rrs(443)/Rrs(555) 비율

과 Rrs(490)/Rrs(555) 비율을 적용하여 POC 농도를 추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MODIS 위성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Rrs(490)값 대신 Rrs(488)값을 사용하였다. 2006~2010 기간 동안 동

해 서남부 해역에서 현장 측정된 30개 지점의 POC 농도와 MODIS 위성자료의 

Rrs(443)/Rrs(555)비율 사이에서는 거듭제곱 형태로 POC=195.09 [Rrs(443)/Rrs(555)]-0.883 상관관계

식을 얻을 수 있었다(R2=0.820, 표 52). 이 상관관계에서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35.1mg/m-3이고 MNB(mean normalized bias)는 2.9%였다. MODIS 위성자료

의 Rrs(488)/Rrs(555) 비율과 30개 지점의 현장에서 측정된 POC농도 사이에서는 거듭제곱 형태

로 POC=266.85[Rrs(488)/Rrs(555)] -1.447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R2=0.924, 그림 250) 평균 제

곱근 오차는 20.9mg/m-3였고, MNB는 1.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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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현장 측정된 POC 농도와 MODIS-Aqua의 

Rrs(488)/Rrs(555) 비율

Stramski et al.(2008)은 50개 이상의 자료에서 Rrs(443)/Rrs(555)와 Rrs(490)/Rrs(555)를 실제 

POC 농도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POC=203.2[Rrs(443)/Rrs(555)]-1.034와 POC=308.3

[Rrs(490)/Rrs(555)]-1.639 관계식을 구하였고 평균 제곱근 오차가 약 20mg/m-3, MNB가 약 2%로 

두 경우 모두가 알고리듬으로의 적용성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현재 SeaDAS 6.1

소프트웨어에서 POC 계산을 위한 알고리듬으로 채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원격반사도 비

율과 현장에서 측정된 POC농도 사이에 나타난 상관관계는 Stramski et al.(2008)의 결과에 비

하여 Rrs(488)/Rrs(555)비율을 사용할 때는 비슷한 오차를 보이고 Rrs(443)/Rrs(555)비율을 사용

할 때는 더 큰 오차를 보였다. Stramski et al.(2008)은 Rrs(490)을 사용한 알고리듬은 Rrs(443)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부영양 해역에서는 높은 값을, 빈영양 해역에서는 낮은 값을 계산해준다

고 보고하였는데 본 조사에서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장 측정된 POC 자료

와 Rrs(443)+Rrs(488)/Rrs(555)비율을 비교한 결과 거듭제곱형태로 R2=0.888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평균제곱근오차는 25.42 mg/m-3였다(표 52).

Ai Bi R2
RMSE

(mg/m3)
MNB

Rrs(488)/Rrs(555) 266.85 -1.447 0.924 20.90 1.21

Rrs(443)/Rrs(555) 195.09 -0.883 0.820 35.11 2.91

Rrs(443)+Rrs(488)/Rrs(555) 493.39 -1.127 0.888 25.42 1,73

Lwn(443)+Lwn(488)/Lwn(547) 329.61 -0.953 0.849 40.15 2.38

Rrs(443)>Rrs(488)/Rrs(555) 241.18 -1.064 0.853 27.04 2.24

표 52. 현장측정된 POC 농도와 원격반사도 비율 POC=Ai[Rrs(λB)/Rrs(555)]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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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 농도추정을 위한 poc_clark_modis 알고리듬은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

값을 사용하며 Lwn(443)+Lwn(488)/Lwn(547)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동해 남서부해역의 

30개 현장 POC농도와 이 비율을 거듭제곱형태로 비교하였을 때 R2값은 0.849, 평균 제곱

근 오차는 40.15mg/m-3으로 나타났다. MODIS 위성자료의 K490값과 비교하였을 때는 

연구지역에서 측정된 POC 자료와 R2=0.766의 직선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동

해 남서부해역의 현장 POC 자료는 본 조사에서 비교한 여러 비율 중 Rrs(488)/Rrs(555)

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오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tramski et al.(2008)은 

Rrs(443)/Rrs(555)를 적용하였을 때도 현장 POC 농도와 높은 상관성을 구하였는데, 본 조

사에서는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클로로필의 흡수 스펙트럼은 443nm 부근에서 최대치를 보이는데 이 파장에서 유색의 용존 

유기물(colored dissolved organic material, CDOM)과 부유물도 상당한 흡수를 일어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Garver and Siegel, 1997; Roesler and Perry, 1995). 외해역에서 CDOM과 클로

로필 함량은 같이 변화하며 클로로필을 위성자료로부터 추출할 때에는 일정한 CDOM/Chl 비

율이 있음을 상정한다. Morel and Gentili(2009)는 Rrs(412)/Rrs(443)과 Rrs(490)/Rrs(555)비율에 

의한 CDOM index를 제안하였는데 이 값이 1이상이면 CDOM이 클로로필 농도로부터 예상되

는 양보다 더 많음을 뜻하고 1이하이면 더 적은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장조사

가 이루어진 지점의 위성에서 계산된 CDOM index는 2006년 7월에 1.435~3.207, 2009년 4월

에 2.694~3.384의 범위로 나타났고, 춘계 식물성플랑크톤 번성기(spring bloom)를 포함하여 클

로로필의 농도가 높을 때에 이 지수 값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7년 4월에는 CDOM

index 가 6.338 인 곳도 있었다. 조사해역의 경우 Rrs(443)밴드를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POC

농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Rrs(488)밴드를 사용할 경우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Rrs(443)밴드를 사용하는 알고리듬에 의해 POC를 계산할 경우 CDOM의 영향이 

클수록 실제값 보다 과대평가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Son et al.(2009)은 Rrs(412),

Rrs(443), Rrs(490), Rrs(555)값으로 Maximum Normalized Difference Carbon Index(MNDCI) 라

는 밴드비를 이용하여 SeaWiFS 위성자료로부터 멕시코만의 POC농도를 성공적으로 계산한바 

있다. 그러나 본 조사해역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CDOM의 영향 때문에 Rrs(488)/Rrs(555) 비율

이 POC 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나) 클로로필 a 농도로부터의 POC 계산 

동해 남서부해역에서 위성자료의 클로로필 a 농도로부터 POC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아

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러나 해양 표층수의 POC/Chl 비율은 우점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종의 계통, 번성주기, 영양염 공급 정도, 광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Falkowski et al., 1985; Geider, 1987). 일반적으로 POC는 식물성 플랑크톤 탄소량의 19-49%

를 차지하며, 클로로필 함량은 유기탄소의 1.2~6.1%에 해당하고, 또 질소와 인이 결핍되면 그 

함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Eppley et al., 1992; Gundersen et al., 2001), 대체로 

두 항목은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Son et al., 2009; Behrenfeld et al., 2005).

식물성플랑크톤은 POC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쇄설물, 콜로이드, 박테리아 등도 주요한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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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Koike et al., 1990; Longhurst et al., 1992). 이들 작은 입자들은 빛 후방산란에 크게 기

여한다고 한다 (Morel and Ahn, 1991; Stramski and Kiefer, 1991).

동해 서남부 해역 현장에서 측정된 표층수의 POC 농도와 현장에서 측정된 클로로필 a 농

도 값으로 계산한 POC/Chl 비율은 30~759로 조사지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두 항

목은 그림 251에서 보이듯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2=0.660).

그림 251. 현장 측정된 POC 농도와 클로로필 a 농도 사이의 관계 -

점선은 Morel (1988)에 의한 두 농도 사이의 관계식

POC=90×Chl0.57

Kim et al.(2006)은 제주남쪽 동중국해 해역의 POC/Chl 비율이 봄, 여름, 가을에 각각 49,

278, 69 라고 보고하였는데 여름에 높은 POC/Chl 비는 당시의 해수 중 영양염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이 두 변수는 생물의 종과 광, 영양물질의 종류, 수온의 비선형적 

함수이다(Wang et al., 2008). 또한 해역에서 여과지에 해수를 여과하여 POC를 측정하는 데 

클로로필이 포함되지 않은 입자들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 측정에 사용된 수 리터의 해수는 현

장의 변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Bans, 1977).

Morel(1988)은 해수의 POC와 클로로필 농도사이에 POC=90×Chl0.57의 관계식을 얻은바 있

다. 이 관계식에 의한 추세선은 그림 251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많은 관측점들의 값은 추세

선 오른쪽에 위치하며 이는 클로로필의 농도로 부터 예상되는 것보다 높은 POC 농도를 나타

낸 곳 이다. 이 관측점들에서는 박테리아, 동물성플랑크톤, 기타 유기물 입자 등 클로로필을 

포함하지 않는 유기탄소 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클로로필의 농도가 

아주 낮은 빈영양수역에서는 식물성플랑크톤 이외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POC 농도가 예

상보다 높다고 하는데(Morel, 1988) 조사해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2007년 4월 자료에

서는 POC 농도와 클로로필 농도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나며 3개 지점에서는 Morel(1988)의 식

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적은 POC 농도가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기라도 조사지점별로 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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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염 공급정도 등에 따라 식물성플랑크톤의 상태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클로로필 a의 농도로부터 POC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지역별, 조사 시기별

로 식물성플랑크톤 종조성, 성장상태, 유기물입자의 조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POC/Chl 비율

들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조사의 경우 현장조사에서의 POC/Chl 비율이 큰 변화를 보임에도 MODIS 위성자료로

부터 계산된 클로로필 a 값(MODIS OC3M 알고리듬 적용)은 현장에서 측정한 POC 농도와 

비교적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2=0.906). POC(현장측정된 농도)/Chl(위성자료에 의한 농도)

비율은 74.6~384.4로 현장 측정된 POC/Chl 비율 보다 변화범위가 적었다. 그러나 위성자료에 

의한 클로로필 a의 농도와 현장에서 측정된 클로로필 a 농도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리 좋은 편

이 아니었다(R2=0.520). 이는 위성자료로 추정한 클로로필 a 농도가 엽록소를 가진 생물, 생물

의 쇄설물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며 동해 서남부 해역에서 생물 쇄설물이 비교적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해양의 표층에 존재하는 POC가 클로로필과 식물성 

플랑크톤 기원의 쇄설물로 구성되어 있다면, 위성자료에 의한 클로로필의 해수 중 함량 값으

로부터 POC 농도를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POC에는 이외에도 비생명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해 서남부 해역에서처럼 POC/Chl 비율이 크게 변화하는 곳에서는 

위성자료의 클로로필 값으로부터 POC 농도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

해 남서부해역에서 클로로필 a의 자료로부터 간접적으로 POC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물

성플랑크톤 종조성과 성장상태, 비생명 유기물질 등 계절, 지역에 따른 변화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30개 조사지점에서 SPM 농도는 0.225~4.550mg/L의 변화를 보였다. POC는 

SPM 전체중 6.1-35.8%를 차지하였는데 조사시기별 POC/SPM 평균값은 2007년 4월에 19.1%,

2009년 4월에 27.7%, 2010년 5월에 13.8%, 2006년 7월에 17.4%, 2010년 7월에 12.0%로 춘계에 

비해 하계에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POC를 포함한 전체부유물질이 나타내는 광학

적 특성 때문에 위성자료와 POC의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Son et al.(2009)은 하천유입

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포함된 멕시코만 자료에서 POC 농도가 전체 SPM의 25% 이상일 경

우 POC 농도와 cp의 상관관계가 25%이하일 때에 비하여 좋아진다고 보고한바 있다. POC 농

도가 전체 SPM 농도의 25% 이하인 경우는 25% 이상인 경우에 비해 육상기인 입자들과 

CDOM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자들의 흡수/산란 특성이 식물성플랑크톤의 특성과 차이

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SPM중 POC가 10% 미만으로 적어 육상기인 입자가 많이 포함되었다

고 여겨지는 10개 지점과 POC가 10% 이상인 20개 지점을 분리하여 현장 측정된 POC 농도

와 Rrs(488)/Rrs(555)비율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보았다. 전체 SPM중 POC가 10% 미만인 경우 

R2= 0.917, 10% 이상인 경우에는 R2=0.914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현장시료가 모두 연안에서 떨어진 외해역에서 채취되어 육상기원의 입자에 의한 영향보다는 

해양기원의 입자에 의한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52는 본 조사에서 구한 POC=266.85×[Rrs(488)/Rrs(555)]-1.447의 관계식을 사용하여 

MODIS 2010년 5월7일 04시 30분(GMT)의 영상을 이용하여 POC 농도를 추정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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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한국 동해안 용승 지역의 높은 POC 농도(약 300mg/m-3)와 Ulleung Warm

Eddy(UWE) 바깥쪽의 높은 POC 농도(약 300 mg/m-3)의 띠가 잘 관찰되고 있다.

그림 252. MODIS 위성자료에 의한 2010년 5월 7일

(04-30-AM GMT) 동해 서남부해역의 POC 농도

(4) 유광대의 POC 총량 추산

해양에서 친생물 원소의 생지화학적 순환을 이해하려면 표층수의 POC 농도는 물론이고 유

광대의 POC 총량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식물성플랑크톤의 생산이 수층에 걸쳐 이루어지고 생물기원 쇄설물, 박테리아 등을 포함하

는 유기탄소는 수층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Duforêt-Gaurier(2010)는 표층

의 POC 농도와 유광대의 총 POC 농도사이의 상관관계로부터 전지구규모의 유광대 POC 농

도를 추정한 바 있다. 위성자료에서 표층수중 POC 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광대의 총 

POC 량이 표층수의 POC 량과 비례할 경우 비교적 쉽게 유광대의 POC 총량을 추산할 수 있

다. 이 경우 POCZeu=A×POCB
surface의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추산방법을 적용하기 위

해 동해서남부해역에서 현장 측정된 POC 농도와 유광대의 POC 총량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이 관계식은 POC의 수직분포 패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POC농도의 수직분포 

차이를 살펴보았다. POC 농도는 클로로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층에서 최고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림 25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9년 4월 동해서남부해역에서 POC 농도

의 수직분포 패턴은 해역별로 차이가 났다. 연안해역과 연안에서 부터 비교적 높은 표층 POC

농도가 유지되는 연안근처의 해역에서는 POC 농도가 표층에서 최대치를 나타낸다. 또한 수온

약층이 잘 형성된 경우 POC 농도는 중층최대치(subsurface maximum)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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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2009년 4월 동해 서남부해역의 POC 농도 수직분포

(좌) 표층에서 최대 농도를 보이는 정점, (우) 중층최대치를 보이는 정점

그림 2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해역에서 표층수의 POC 농도와 유광대 POC 총량사이의 

관계식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표층의 POC 농도로부터 비례식을 적용하여 유광대의 총 

POC 함량을 추정할 경우에는 POC 농도의 수직분포패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현장관측 자료에서 POC의 중층최대치가 나타나는 해역과 표층에서 POC의 최대치가 

나타나는 해역에 대해 이러한 관계식을 검토하여 더욱 근접된 유광대의 총 POC 농도를 추산

하여야할 것이다.

그림 254. 2009년 4월 동해 서남부해역에서의 표층수중 POC 농도와 유광대 POC 총량사이의 

관계((좌) POC 농도가 표층에서 최대치를 보이는 경우, (우) 중층최대치가 나타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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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2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해 서남부

해역에서 2010년 5월에 표층에서 POC 농도가 최대치를 보이는 정점들의 경우 그림 256의 

2009년 4월의 경우와는 다른 표층 POC-유광대 POC 총량 관계식을 나타냈다. 또한 2006년 7

월의 경우에도 그림 256의 2009년 4월과 비교하면 다른 관계식이 나타났다. 따라서 유광대의 

POC 총량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다른 관계식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므

로 향후 더 많은 현장 관측 자료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 사용된 POC 자료는 춘계, 하계에 국한되어 있어 향후 추계, 동계의 POC 자료와

의 비교,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해역별 POC 농도의 수직분포 자료가 부족하여 동해 

서남부해역 전반에 걸친 유광대 POC 총량 추산에는 어려움이 많다. 동해의 탄소순환 연구를 

위해서는 향후 해역별, 계절별 POC 농도 분포에 대한 현장 측정 자료가 풍부해져야 하고 우

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친생물원소의 시공간적 변화를 더욱 정밀히 파악할 수 있는 GOCI 위성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55. 표층의 POC 농도와 유광대의 POC 총량사이의 관계

(동해서남부해역 2010년 5월, 2006년 7월)

2009년 6월 1일 동해 서남부해역에서의 유광대 POC 총량분포를 MODIS-Aqua 에 의해 얻

어진 표층수의 POC 농도로부터 추산한 결과는 그림 256과 같다. POC의 현장 측정자료가 풍

부하지 않아 우선 이 그림에서는 표층 POC 농도로부터 일정한 비율을 곱해 유광대 POC 총

량분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향후 작업에서는 해역별로 다른 상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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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동해 서남부해역의 유광대  POC 총량(2009년 6월 1일)

(5) GOCI 위성자료로 부터의 POC 농도 추산

2011년 6월 10, 11, 15일에 서해중부해역(폐기물배출해역) 현장에서 측정된 POC 농도를 

GOCI의 2011년 6월 11일, 14일 자료와 비교하였다. 현장에서 측정된 POC 농도는 

103.4-156.9mg/m3 범위였으므로 이로부터 알고리듬을 구하기는 어려웠고 POC 농도의 근사치

를 구해보기 위해 이를 GOCI 위성자료의 Rrs 값과 비교하였다. GOCI 자료에서 구한 

Rrs(490)/Rrs(555) 비율은 서해중부해역 현장에서 측정된 POC 농도와 비교적 좋은 상관관계

를 보였다(R2=0.6057, 그림 257). 그러나 Rrs(443)/Rrs(555) 비율은 R2=0.4324를 보였다. 특이한 

것은 CDOM 측정에 사용되는 Rrs(412)/Rrs(555) 비율이 POC 농도와 비교적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림 258, R2=0.7885). Rrs(412)/Rrs(555) 비율은 GDPS 소프트웨어에서 

CDOM을 추산하기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상관관계는 현장관측 시점에 표층수중 

육상기원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좀 더 많은 현장측정값

과의 비교에 의해 보다 정확한 알고리듬을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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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POC 농도와 GOCI의  

Rrs(412)/Rrs(555) 비율

그림 258. POC 농도와 GOCI의 

Rrs(412)/Rrs(555)

(6) GOCI, MODIS 영상자료에 의한 해양의 폐기물배출감시

황해중부의 폐기물배출해역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 까지 매년 춘계와 추계에 주변해역보

다 클로로필 농도가 3배 정도 높은 해역이 나타나는데 하계와 동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259). 예를 들면, 2001년부터 쾌청한 날의 위성영상에 의하면, 클로로필 a 농도가 높은 패치는 

이른 봄에 나타나 5월말까지 지속된다(2001년 3월 23일~5월 31일). 이러한 패치는 하계(6월 2

일~9월 3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패치는 가을철에 약한 정도로 다시 나타났다(9월 

19일~9월 25일). 이는 이 해역에서 식물성플랑크톤의 성장이 위성의 해색센서에 감지될 정도

로 촉진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황해의 중앙부해역은 영양염 농도가 낮은 해역이며(Hong et

al., 1994) 이러한 패치는 1980년대말까지는 출현하지 않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관측되기 

시작하였다(Son et al., 2011; Ahn et al., 2006). 황해의 경우 흐린 날이 많아 클로로필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러한 패치가 정확히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관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만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MODIS 영상으로부터 패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날짜를 구할 수 

있었다. 패치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3월말이나 4월초이며 패치의 첫 출현 시기는 해가 갈수

록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계의 이러한 패치는 Shanmugam et al.(2008)이 관측한

대로 표층수온의 상승에 의해 5~6월경에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60). 그러나 하계에도 

가끔 작은 규모의 비교적 농도가 낮은 패치가 2002, 2003, 2005, 2008년에 관측된바 있다. 농

도는 낮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미 있게 농도가 높은 클로로필 패치가 8월말에서 10월에 

나타나기도 하며 이 경우 추계의 식물성플랑크톤 증식이 나타나는 시기는 늦어진다(그림 261).

클로로필의 패치는 춘계에는 20~70 일간 추계에는 8~50 일간 지속된다(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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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MODIS 영상자료에 의한 2001년 황해중부 폐기물 배출해역에서의 클로로필 증가 

현상(사각형이 폐기물 배출해역이며 일일 배출량은 연중 비교적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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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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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continued

그림 260. 황해중부해역에서 클로로필 패치가 처음 나타나는 

날짜

그림 261. 황해중부해역에서의 하계 클로로필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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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Spring enhancemen Autumn enhancement

start end start end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Apr-6

Apr-4

Mar-18

Apr-16

Mar-26

Apr-2

Mar-30

Feb-23

Mar-17

Mar-25

Apr-3

Mar-31

Jun-14

Jun-2

May-23

May-31

Jun-14

Apr-25

Jun-12

May-2

Apr-18

Jun-15

May-16

May-28

Aug-31

Sep-11

Sep-7

Sep-29

Sep-10

Sep-5

Sep-13

Sep-27

Sep-18

Sep-23

Oct-15

Sep-2

Oct-19

Sep-28

Sep-23

Oct-29

Oct-16

Oct-11

Sep-21

Sep-29

Oct-3

Oct-11

표 53. MODIS Aqua 영상자료에 의한 황해 중부 폐기물 배출해역에서 비교적 

높은 클로로필 농도의 패치가 처음 나타나는 날짜와 종료되는 날짜

그림 262. GOCI Pseudo-RGB 이미지에서의  2011년 7월 19일 

폐기물 배출선박의 궤적

그림 263. MODIS RGB

영상에서의 2011년 7월 

19일 14:30 KST의 폐기물 

배출선박 궤적

황해의 일차생산력은 연안을 따라 강한 조류에 의해 형성된 전선 역에서 높으며 황해중앙

부는 다른 온대 대륙붕 해역과 마찬가지로 일차생산성이 낮은 곳이다(Cho et al., 1994; Choi

et al., 1995). 북쪽의 발해나 남쪽의 동중국해에 비해 황해는 질소원의 농도가 낮다(Liu et al.,

2003). 황해에서는 겨울철의 수직혼합, 봄철의 점차적인 약층 형성이라는 연간 사이클이 반복

된다. 하계에는 표층 혼합 층이 수 미터가 되며 추계에 냉각에 의해 서서히 깊어진다(Hong et

al., 1999). 황해에서는 수온과 염분의 변화가 크지만 하계와 동계의 산소 동위원소 구성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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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르지 않아 쿠로시오해류의 해수가 하천수 등과 단순한 혼합과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

다. 춘계, 추계에는 영양염이 풍부한 저층수가 표층수에 혼합되면 클로로필 증가가 나타나는

데 클로로필 농도는 대체로 춘계에 1mg/m-3 이하, 그 외의 다른 시기에 0.2mg/m-3 이하로 

나타난다(Zhang et al., 2007). 따라서 패치가 1992년 이전에는 CZCS 나  SeaWiFS 에 의해 감

지되지 않았다(Son et al., 2005). 식물성, 동물성플랑크톤(Noctiluca scintillans)의 패치는 간혹 

나타났고 이는 대기에 의해 유입되는 물질 때문으로 여겨졌다(Zhang et al., 1994; Zou et al.,

2000). 1993년에 황해중부의 일부해역이 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말 폐쇄되

었다. 지난 20년간 약 8,714,000m3의 폐기물이 이 해역에 배출되었으며 2011년에는 약 

362,000m3가 배출되었다. 유기탄소(29.2%), 질소(5.5%), 인(약 1.7%)을 포함하는 이러한 폐기물

의 연속적인 배출은 황해중부해역의 생태계에 교란을 초래하였다. 유기물, 질소, 인 등의 유입

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교란은 일차생산성 증가, 식물성플랑크톤 종조성 변화 등을 유발하고 

해색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2011년 6월이 경우 폐기물배출해역의 식물성플랑크톤은 쌍편모조

류가 우점 하였고 폐기물배출이 없는 해역에서는 규조류가 우세하였다. 연안에서 풍부한 

Centric diatoms(Ditylum brightwellii)은 폐기물배출해역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폐기물 배출

이 1년간 상시 이루어졌음에도 하계에는 클로로필이 증가된 패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배출로 인한 영양염 증가가 식물성 플랑크톤 증식을 위해 충분하지 않았을지

도 모르며, 폐기물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식물성플랑크톤의 성장을 저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2012년 이후에는 클로로필 패치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황해 동부해역에서 질소의 농도는 1991년~2011년 기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였으

며(Park et al., 1998) 황해의 서부해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1976년~2000년 기간 동안 

용존성 인과 규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Lin et al., 2005). 클로로필 농도가 증가된 패치

가 춘계, 추계에 처음 나타나는 날짜는 해양에서의 여러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성에 의한 표층수의 수온자료도 혼합층의 두께, 영양염의 공급정도를 

추정할 수 있어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클로로필의 농도가 높은 패치가 춘계

의 경우 점차 빨리 나타나고 추계의 경우 점차 늦게 나타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표층수의 

수온 증가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황해의 해수특성, 부유생물량 등에는 근래 많은 변

화가 있었다. 한반도 근처의 황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해 수행된 정기 해양모니터링에 의

하면 1979년 ~ 2002년 기간 동안 표층수의 수온은 <15°C에서 16°C 로 상승하였으며, 염분은 

>32.5에서 <32.0 으로 감소하였고 동물성플랑크톤 개체량은 zooplankton<100에서 300mg/m-3

로 증가하였고, 투명도는 10m 에서 <8m로 감소하였다(Son et al., 2005).

GOCI 영상은 높은 시간, 공간해상도 때문에 MODIS 영상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한

다. 폐기물 또는 어두운색의 물질들이 20m 이상의 폭을 가지면 GOCI 영상자료에 의해 감지

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의 항로는 매시간 실시간으로 추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7

월 19일에 4천 톤급 탱커에 의한 폐기물배출 행위가 몇 시간 동안 명확히 관찰되었는데 당시 

이 선박의 속도는 8-9노트였다(그림 262). 이는 후에 해양경찰청에 보고된 이 선박의 블랙박스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MODIS 에 의해서는 이러한 감지능력이 제한적이다(그림 

263). GOCI 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인간의 해상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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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구 개발 수행 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

1차년도

(2012)
◎ SAR 해양 활용 연구

○ 해상안전 및 보안 적용을 위한 현장 실험

 X밴드 PULSE 레이더에 의한 감시 기법 설계

 레이더 신호처리 알고리듬 구현

 PULSE 레이더 DB 설계 및 구축

 X밴드 및 C밴드 SAR와의 동시 관측 실험 수행

○ 레이더 기반 선박 추적기법 연구

 Kalman Filter기법에 의한 선박 추적 알  고리

듬 개발 연구

 현장 수집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알고리  듬 

적용 연구

○ 유출유 이동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시뮬

레이션 모듈 개발

 경험식을 이용한 유출유 이동 모듈 개발

9. SAR 기반 해양 모니터링 연구

가. 개요

(1) 연구개발의 목적

SAR 해양활용 연구: 연안 모니터링 기법 개발

(2) 연구개발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2012년 발사 예정인 아리랑 5호 위성의 실질적인 활용 및 성과도출을 위해서 SAR를 활용

한 기술개발이 필요

(나) 경제․산업적 측면

SAR를 이용한 광범위한 범위의 해양오염 및 보안 요소 기술 개발을 통해, 감시체계의 효율

성 증대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 효과 기대

(다) 사회․문화적 측면

인명사고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활동 기여, 한반도 주변 및 경계수역의 선박 

모니터링을 통해 해상교통 안전 및 불법어업활동 단속 활동에 기여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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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구 개발 수행 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

 AWS 정보를 이용한 바람장 정보 생성

○ 하구역 모니터링 연구

 한강 하구역 퇴적상 시계열 해석

 고해상도 광학과 SAR의 적용

 퇴적상에 의한 산란특성 해석

 퇴적상의 시공간적인 변동 특성 조사

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해상안전 및 보안 적용을 위한 현장 실험

(가) 서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해양의 가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해양과 

해상, 해안까지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항만의 안전을 위해 레이더(RADAR: RAdio Detection And Ranging)와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VHF(Very Hight

Frequency)를 사용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Vessel Traffic Service)을 전국 14개 항만 주

변에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전과 해상교통량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경우 감시 범위가 항만 주변에 제한되어 있고, 넓은 영역에 

대한 해상감시가 불가능 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위성 합성개구레이더(SAR: Synthesized

Aperture Radar)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으며, X-밴드 PULSE 레이더를 사용한 감시 기법 및 

레이더 신호처리 알고리듬 연구 개발, 레이더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Database)를 설계/구축 하여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2012년 7월 2일 평택항 연안 해역

에서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나) X-밴드 PULSE 레이더에 의한 감시 기법 설계

X-밴드 PULSE 레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로토타입(Prototype) 구성도

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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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LOWRANCE 6kW 레이더 스캐너기반 설계 개념도 

그림 265. X-밴드 PULSE 레이더 기반 감시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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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 레이더의 신호는 PC 레이더 보드를 통해 시리얼 형태의 데이터로 수신되며, 프로토

타입은 C++언어와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를 가지고 개발하였다. 레이더와 수신되는 

PC의 사양은 Inter(R) Core(TM) i7-2700K CPU @ 3.50GHZ, 8.00GB RAM, NVIDIA GeForce

GTX 560 Ti 이며, 운영체제는 Windows 7 Enterprise K 64bit이다. PULSE 레이더에서 들어

오는 신호를 전자해도 위에 표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AIS와 SAR에서 얻어

지는 데이터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해 레이더와 같이 표출이 가능하며, 저장된 데이

터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다) 레이더 신호처리 알고리듬 구현

레이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레이더 신호처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

더에서 들어오는 raw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영상처리 알

고리듬을 사용하여 레이더 이미지에서 타깃의 위치정보와 외형정보를 추출하였다.

- RADAR 이미지 이진화(Binarization) 처리

그림 266. X밴드 마이크로웨이브 해상신호 이미지 표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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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
Binary Image

Morphology Labeling

Acquiring centroids
Convert polar 
coordinate to 

rectangular coordinate

Calculating converted rectangular locations to degree in 
geographical coordinate

그림 267. X밴드 마이크로웨이브 해상신호 이미지 표출 예

- 노이즈제거 및 형태학적 연산 처리

- 객체(Object) 인식

- 타깃정보 수집

(라) PULSE 레이더 DB 설계 및 구축

레이더 신호처리를 통해 얻어진 선박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저장 공간

과 저장 방법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접근 및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RADAR_INFO’와 ‘RADAR_SHAPE_INFO’관련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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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데이터베이스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공개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하였으며, X-밴

드 PULSE 레이더 감시 프로토타입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실시간 저장 및 리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269. 데이터베이스 레이더 테이블의 컬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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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관측 실험 수행을 통해 얻은 레이더 정보

(마) SAR와 레이더의 동시 관측 실험

① 2012년 7월 2일

2012년 7월 2일 평택항 연안 해역에서 SAR와 X-밴드 레이더, AIS 동시 관측 실험을 실시하

였다. 레이더와 AIS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메추리섬 주변(37.221259°N,

126.621383°E)에 설치하였으며, 레이더의 최대 Range는 약 15km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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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 현장 실험 영역(2012. 7. 2, 평택항 연안 해역)

그림 272. 데이터 수집 현황(위성, 레이더, 조석, 풍향, 파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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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은 현장 실험 시 설치한 50cm와 1m 을 Corner Reflector 및 레이더와 AIS에서 얻

어진 정보의 표출 예를 나타낸 것이다.

메추리섬 평지 설치 사진(1m) 메추리섬 인근 해안가 설치 사진(50cm)

그림 273. Corner Reflector 설치

그림 274. 평택항에 대한 레이더와 AIS정보 동시 표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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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는 얻어진 데이터를 전자해도 위에 표출한 것으로 빨강색 원은 레이더에서 수집된 

선박의 정보, 파랑색 삼각형은 AIS 정보, 사각형은 SAR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오른쪽 하단

을 보면 AIS와 레이더에서 찾아내지 못한 선박들도 SAR에서 찾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모든 선박의 위치가 정확하진 않으나 대부분의 선박에 대해 SAR와 AIS, 레이더 정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75. 현장 실험 영역에서 탐지된 선박 정보

② 2012년 7월 7일

2012년 7월 7일에는 평택항 해역에 대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레이더(PULSE,

FMCW)를 설치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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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km

약 20km

FMCW Radar

Pulse Radar

선박 이동의 예
당진화력발전소 내부 팔각정

37.0593 / 126.4966

대부도

메추리섬
37.1992 / 126.5341

메추리섬 모서리 지점에 설치

그림 276. 현장 실험(2012. 7. 7, 평택항 연안 해역)

대난지도 방향 육도, 중육도 방향 입파도 방향

화력 발전소 방향

화력 발전소 방향공원 내대호 방조제 방향

소난지도 방향

그림 277. 펄스형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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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8. 펄스형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와 AIS 선박 정보 표출

(2) 레이더 기반 선박 추적기법 연구

(가) 실험 개요

선박 추적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2012년 2월 14일, 평택항 인근(36.9764°N, 126.7788°E)에서 

현장실험을 통해 레이더와 AIS 데이터를 약 1시간 정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추적 알고리듬 적용 및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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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9. Research area and installation site(36.9764 N, 126.7788 E). The Port of

Pyeong-Taek is closest to the east China coast in Korean ports. There is

heavily-traveled sea lane, so many ships are easily observed

Temperature 1.6°C

Water temperature 1.5°C

Wind speed 4.3m/s

Wave height(average) 0.1m

Radar system

  Range(set/measured) 1,389/2,469[m]

  Rpm 24

표 54. Experiment Environments

(나) Kalman Filter 기법에 의한 선박 추적 알고리듬 개발 연구

Kalman Filter는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선형 역학계의 상태를 추적하는 재귀필터로 컴퓨터 

비전, 로봇 공학, 레이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차량 추적이나 이동 물체 추

적, 얼굴 추적 등 여러 추적 분야 및 위성 제어, 미사일 제어 등 제어분야와 GPS, 주식, 날씨

예측, 인구예측 등 측 분야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알고리듬이다. 하지만 Kalman Filt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Kalman Filter는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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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정확한 정보의 습득을 통해 다음 정보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탐지된 선박 정보를 Kalman Filter에 전달하여 레이더 이미지의 잡음이나 오

류로 인해 선박 탐지에 실패하였을 경우 Kalman Filter로 예측된 정보를 사용하여 선박의 움

직임을 예측하고 추적하도록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그림 280. Kalman Filter 기법을 사용한 선박 추적 흐름도

Kalman Filter는 크게 예측(Predict)과 보정(Update) 단계로 나뉘며, 과거의 추정 데이터에 

사용자 입력을 가했을 때 예상되는 데이터를 예측이라 하고, 예측된 데이터와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한 계산을 해내는 것을 보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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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 Kalman Filter 알고리듬 흐름도

평택항에서 얻은 레이더 데이터(시간: 10:05~10:10) 를 가지고 Kalman Filter를 적용시켜 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선박 추적에 성공하였다. 파랑색 원은 탐지된 선박을 의미하며, 초록

색원은 Kalman Filter로 추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록색 선은 선박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

고 있다. 빨강색 점선으로 표시된 박스 안 객체를 보게 되면, Kalman Filter의 경우 선박 탐지

에 실패했더라도 과거 위치정보를 가지고 다음 이동할 위치를 예측하여 추적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82. Kalman Filter 기법을 적용한 선박 추적 결과로 그림 (A)는 선박이 정확히 

탐지되어 선박추적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며, 그림 (B)는 레이더 오류로 인해 선박 

탐지에는 실패했으나 Kalman Filter에서 예측된 정보로 선박을 문제 없이 추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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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출유 이동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가) 서론

유출유의 이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유출유 모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에서는 해양 유출 사고 발생 시, 유출유 이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단순화된 경험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출유 이동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바람, 해류, 파도, 난류, 염분, 온도, 일사량 등의 환경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

들 중 해수면의 바람과 해류는 oil slick의 이동방향과 거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

한 성분들 중에, wind-induced drift는 1일보다 큰 단위 시간의 유출유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해수면 10m에서 발생한 바람의 응력에 의해 생성되는 취송류

(wind-driven current)의 속도는 그 크기의 3.0~3.5% 이며, 이론적인 처리 방법과 실제 측정에 

의한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유출유 모델에서는 바람 속도의 3%

를 wind drift factor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된 wind drift factor는 oil slick의 이동 속도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한다. 실제 

관측과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풍속이 2.8m/s 미만인 경우 유출유는 일반적으로 풍속의 약 

3%의 크기만큼 움직이지만 풍속이 5.6m/s 이상인 경우 oil slick의 움직임은 풍속에 지배적이

다. 또한, wind drift factor를 조절하여 실험한 결과 oil slick의 이동은 바람의 1~6%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 서해 중부 해역은 높은 조차에 의해서 강한 조류가 반복되며, 해수의 흐름이 조

류에 지배적인 특성이 있다. 한국의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서 계절에 따라 지배적인 풍향이 나

타나며, 특히, 12월에는 시베리아 대륙으로부터 강한 북서풍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의 유출유 이동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

듈을 개발한다. 유출유 이동 시뮬레이션 모듈의 입력 자료를 생성하고,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자, 공간기반 평가 기법을 개발한다. 시뮬레이션에 입력되는 조류 

자료는 EFDC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하며, 바람의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utomatic

Weathering System(AWS) 관측 자료를 사용한다.

인공위성 관측 시각을 기준으로 총 5가지 경우로 나누어 유출유 이동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다. 이동의 외력 조건으로 조류와 바람 자료를 사용하며, 조류 성분은 100%로 고정하고, 바람 

성분은 wind drift factor를 1.0~6.0%까지 0.1%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시뮬레이션 한다. 시뮬

레이션 결과의 공간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인공위성 이미지에서 추출한 유출유 정보를 사용

한다. 공간 분포 비교 결과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동일한 크기의 이진 영상을 사용하며, 유출

유 입자가 존재하는 격자의 인덱스를 비교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나) 시뮬레이션 입력 자료

① 인공위성 자료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경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에서 유조선 Hebei Spirit호에 의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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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후 유출사고 해역에 대한 인공위성 관측이 계속 이루

어졌으며 인공위성 별 관측영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유 해역을 포함한 

2007년 12월 8일~14일 사이에 관측된 KOMPSAT-2 MSC 광학 이미지와 ENVISAT ASAR,

RADARSAT-1, TerraSAR-X image를 사용하였다. 인공위성 이름, 관측시각, 센서 모드, 편파,

관측시각의 풍향, 풍속의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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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SAT-2 12080204
ENVISAT ASAR 12111041
RADARSAT-1 12111831
TerraSAR-X 12130643
ENVISAT ASAR 12141046

그림 283. SAR data acquisition coverage

Satellite Acquisition Time(LT) Mode/Pol. Wind Speed Wind Direction

KOMPSAT-2 2007.12.08 11:04 MSC 3.1m/s 291◦

ENVISAT ASAR 2007.12.11 10:40 Wide Swath/VV 1.5m/s 82.6◦

RADARSAT-1 2007.12.11 18:31 Wide/HH 1.2m/s 45.4◦

TerraSAR-X 2007.12.13 06:44 Wide Swath/VV 5.0m/s 256.2◦

ENVISAT ASAR 2007.12.14 10:45 Wide Swath/VV 3.5m/s 271.7◦

표 55. List of satellite data, wind and wav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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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Name Latitude Longitude Measurement Height(m)

AnMyeonSenTeo 36.5333 126.3167 60.00

GyeokRyeol 36.6254 125.5595 103.56

MalDo 35.8584 126.3153 48.45

DeokJeokDo 37.2167 126.1500 203.00

GeunHeung 36.6667 126.1500 8.00

SapSiDo 36.3435 126.3518 22.62

TaeAn 36.7585 126.2964 40.89

IWon 36.8699 126.2807 23.57

SinHap 36.1530 126.5496 21.30

DaeCheonHang 36.3239 126.5038 42.31

ManRiPo 36.7683 126.1243 69.6

표 56. List of AWS station coordinates and measurement height

② 바람 정보

바람 정보의 경우 사고 발생지점 주변 19개 AWS 관측소의 1분 평균 풍속 및 풍향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관측소의 위치와 바람 정보의 측정 높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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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 Location of Automatic Weather Station(AWS) near of Taean coa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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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Name Latitude Longitude Measurement Height(m)

SeungBongDo 37.1707 126.2970 13.27

MokDeokDo 36.9286 125.7869 60.48

AnDo 36.9587 126.1684 26.52

OngDo 36.6476 126.0093 58.91

OeYeonDo 36.2289 126.0817 20.54

EoChungDo 36.1251 125.9682 52.32

GaDaeAm 36.7697 125.9764 17.00

SipIDongPa 36.9867 126.2250 91.00

실측되는 풍속의 높이 보정을 하기 위하여 Deacon 방정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관측 

지점의 주변 지형을 고려하는 Deacon 방정식은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  
 (수식 19)

여기서, Z, U(z)는 Z 높이와 Z높이에서의 풍속이고, Za,U(za)는 Za높이와 Za높이에서의 풍속

이다. 또한 α는 대기안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wind shear혹은 풍속할증계수라고 한다.

Deacon 방정식에 따르면 풍속할증계수는 지형의 변화와 지면조도(Roughness)에 의해서 결정

되며, 해양의 경우 0.13, 도시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0.4의 값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풍속

관측지점 주변의 지형적 특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0.14의 값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풍속 높이보정을 실시하였다. 풍속자료는 산술평균

을 하였고, 풍향자료는 벡터평균을 하여 30분 평균자료를 생성하였다. 동일 시간대의 각 AWS

의 풍속․풍향 30분 평균자료를 이용하여 선형 내삽 후 바람장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결측 기

간이 있는 경우 전․후 시간 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③ 조류 정보

본 연구 지역은 강한 조석의 영향으로 조간대가 넓게 발달한 연안해역이다. EFDC 모델은 

유동 및 물질수송을 모의하는 다변수 유한차분 수치모델링 시스템으로서 미국 VIMS(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에서 개발되어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사설연구기관 등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EFDC 모델은 미국 환경청(US EPA) 공인 모델로 지정되어 있다. 특

히, 천해역에서 조간대 처리가 가능하고 수평적으로 2차원화가 용이하도록 설계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FDC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된 Yang et al.(2009)에서 사용한 조류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조류자료의 격자간격은 500m, 시간간격은 30분이다.

(다) 유출유 이동 시뮬레이션

① 시뮬레이션의 개요

시뮬레이션 초기자료는 사고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0.001도 간격의 격자에서 유출유 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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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간격으로 방출되었다고 가정한 자료와 12월 8, 11, 13, 14일의 인공위성에서 추출한 

자료를 입력하였다. 조석자료는 EFDC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바람자료는 2007년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태안주변 19개의 AWS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바람장 자료를 사용하였다.

② 유출유 이동 시뮬레이션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Hebei Spirit호 유출사고에 대하여, 총 5개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

이션을 실시하였다. 1번 경우의 시뮬레이션 시작시간은 사고발생 시간이며, 나머지의 경우는 

입력되는 유출유 입자의 자료를 추출한 인공위성 관측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각 경우의 종료시

간은 공간 분포의 비교대상이 되는 인공위성 관측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기름의 수평적 확산, 증발 및 풍화작용 등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

다. 또한 유출유가 간석지나 해변에 부착되어 제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고, 부착되는 경우 

입자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정하였다. 유출유 이동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외력으로 조

석자료는 100%로 고정하였고, 바람자료는 1.0~6.0%까지 0.1%씩 증가하며 결과를 산출하였다.

조류와 바람의 성분비를 이용하여 생성한 합성벡터를 사용하였으며, 유출유 입자의 이동 시간

간격은 30분으로 설정하였다. 유출유 입자 이동에 외력 적용 시, 조석자료는 nearest방식을 이

용하였고, 바람자료는 linear interpolation 방식을 이용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285. 유출유 이동 시뮬레이션

(2007. 12. 07 07:00~12. 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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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출유 이동 예측 결과의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유출유 이동 시뮬레이션 결과와 인공위성 데이터에서 추출한 유출유 입자의 공간적 분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0.01deg 간격을 갖는 동일한 크기의 이진영상을 사용하였다. 시뮬

레이션 결과와 인공위성 데이터의 자료에 대해서 유출유 입자의 위치를 ‘1’, 일반적인 해양의 

위치를 ‘0’으로 하는 이진 영상 형식으로 변환 하였다.

변환된 이진영상에서 1의 값을 갖는 영역의 일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입자 기반과 공간 기

반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간 기반 비교 방법의 경우 구조 요소를 이용하여 이진 영상을 

팽창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조 요소는 입자의 이동에 적용된 외력의 평균값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다.

두 개의 이진 이미지에서 같은 위치에 ‘1’의 값을 갖는 인덱스를 추출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 추출된 인덱스에 해당되는 격자 안에 포함되는 유출유 입자의 개수를 구하였고, 공

간 분포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인공위성 자료와의 비를 계산하여, 일치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정량적 평가 방법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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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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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ation of binar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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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R 영상을 이용한 한강 하구역 퇴적상 변동 조사

북방한계선 주변의 한강하구는 지난 60년 동안 개발 및 이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자연하

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로를 비롯한 민간 이용을 위한 논의가 이루

어진 바 있고, 남북 공동 활용을 위한 중용한 거점의 가능성도 있으나, 한강하구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합성개구레이더(SAR)를 이용

한 하구역 퇴적상의 변동 조사를 실시하고, 그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계열 해석 결과에 

따르면, 1) 한강 하구역은 집중호우 등 에 의해 부유사가 많이 발생하며, 2) 식생역(vegetated

area)은 거의 안정화단계에 있으며, 3) 퇴적상(bar)의 월 변동성은 크지 않으나, 매년 발생하는 

호우 등에 의해 퇴적상의 위치 변화는 상당히 컸다. 향후, 장기간에 대한 위성 및 현장 조사

를 바탕으로 자연하천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2012년 7월 Marine Geology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Analysis of Bar Morphology Using Multi-Temporal and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Example from the Han Estuary, Korea, Marine Geology, vol. 311, 2012).

(가) Introduction

The Han estuary in Korea, where the Imjin and Han Rivers meet and flow to the

Yellow Sea, is wide and shallow. Since this estuary divides North and South Korea by the

North Limit Line(NNL) for over 55 years and has been blocked for public entrance by the

Civil Control Line(CCL), it has retained its own natural characteristics as an estuary, but

for the same reason, the detailed study on the Han estuary has not been made, and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on its characteristics of the sediment and water quality(Park et al.,

2004; Jung, 2008). This area has a wide range of water level with an annual average of

7.78 m and heavy rain is concentrated intensively in summer season every year. Since the

estuary is a water transition zone where saline and fresh water mix and flow, the

substantial spatial variations in water quality and salinity are expected to occur(Hong &

Yoo, 1996; Hyun et al., 2002; Shin et al., 2005).

Along with coral reefs and mangrove swamps, estuaries are known to be highly

productive ecosystems as being amongst the most productive natural habitats in the

world(Day et al., 1989, McLusky and Elliot, 2004), and for the Han River, it is estimated

approximately 5.3 times the value of farmland(KORDI, 1991; Jung, 2008). In order to fully

utilize and further increase the ecological value of the Han estuary, some basic research

on its morphology is necessary; the study of prospective environmental changes along with

the developments is also required. Because of its limited access to and difficulty of ground

survey in the Han estuary, the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were used for the present

study. SAR data have been applied to variety of fields including estuarine

environment(Smith & Alsdorf, 1998; Weber et al., 2003; Wang et al., 2007). In the present

study of the bar morphology in the Han estuary, we utilize multi-spectral opt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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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by SPOT-5, LANDSAT-5, QuickBird, KOMPSAT-2, and OrbView-3 to produce a

basic map of the Han estuary, and to analyze its characteristics. Further 13 sets of

RADARSAT-1 SAR data from the year 2000 to 2005, and a set of ENVISAT-ASAR data in

2007, both at C-band, were used to study the seasonal and inter-annual variations of bar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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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7. Right: the location of the Han Estuary, Korea. Left: multi-spectral SPOT-5

optical image of the study area overlaid on a geological map. The estuary is connected

to the Yellow Sea, Yeseong and Imjin Rivers. The Northern Limit Line(NLL) indicates the

boundar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나) Study site and field survey

Figure 287 shows the geographical location and shape of the Han Estuary, where the

left panel is the overlay of the base map around the study area based on a SPOT-5 image

acquired in October 22, 2005. The size of the SPOT-5 image is approximately 35 km and

31 km in the west-east and south-north directions, respectively. Table 57 shows the

parameters of SPOT-5 and other optical sensors used in this study, tidal height at the time

of data acquisition, and the utilization of each data set. The area of interest is in the

middle estuary along the NLL in yellow line from the east in Figure 288, where the Imjin

and Han Rivers meet, to the west, where the Han River flowing in downstream direction

meets the Yeseong River, and enters into the Yellow Sea. The width of the main stream is

1.62km at the entrance of the Han Estuary, a shallow river where sediments are deposited

during sediment transport from east to west. The average variation in water level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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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8 m, and over 50% of annual precipitation occurs during July and

August(Jung, 2008; Jung et al., 2006). Like other estuaries, the bars of sand and mud can

shift according to the seasons, weather and tides. It may be possible to understand this

effect if the imagery at low tide is available.

표 57. Acquisition dates and parameters of optical sensors. The measurements of tidal

height were made near the Ganghwa Bridge indicated by symbol

Figure 288 shows photographs of the study area and in-situ sites on the SOPT-5 image

in the middle-right. Symbol ▲ in the SOPT-5 image indicates the region of Ganghwa

Bridge where the tides variation for this research was measured. Symbol ★ indicates the

Ganghwa Meteorological Observatory where the rainfall data were recorded. The

photographs were taken at almost lowest tide as marked on the SPOT-5 image. As can be

seen from the photographs, there are various shapes of bars and sedimentary particles

from mud to sand. Photograph (a) in figure 288 shows the field of reeds at near, and at

foreshore, watercourse and sandbars(Central area of Ganghwa Bay) composed of finely

divided rock and mineral particles, which are located adjacent to the seaside. Photograph

(b) shows a bar with gravel, sand and mud at near evolved in the mid-channel bar.

Photograph (c) shows sandy mud bars naturally formed by the river flow behind the Yu

Islet. Picture (d) shows the mid-channel bar(island bar) taken from a long distance. Picture

(e) shows two mud bars and vegetation area near to the bank. Picture (f) shows a wide

mud flat zone appeared at the low tide level. Picture (g) shows mud bars grown large in

the joint region of Imjin and Han Rivers. These field survey data can be used to validate

the SAR images and can also be used to predict backscattering coefficient to some extent.



－ 260－

그림 288. Photographs of bars taken along the Northern Limit Line(NLL)

with their corresponding positions in the SPOT-5 image at the

center-right. The triangle and start marks indicate the sites of tide and

precipitation measurements respectively.

Figure 289 shows a sketch of the approximate location and composition of bars based

on the field survey. These bar characteristics, of course, change from time to time

depending on the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bar morphology. The field survey data described above can be

used for comparison with optical and SAR images and can also be used to predict

backscattering coefficient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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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A sketch of the approximate location and composition of bars

based on the field survey

(다) SAR data

SAR data have been applied to variety of fields including estuarine environment (Smith

and Alsdorf, 1998; Weber et al., 2003; Wang et al., 2007) and flood monitoring (Schumann

et al., 2007). In this study, RADARSAT-1 and ENVISAT-ASAR images both at C-band

from year 2000 to 2007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bar morphology in the Han Estuary.

Table 57 shows the data acquisition dates, modes, incidence angles, tidal heights,

precipitations, wind speeds, and the regions where the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bar morphology. Because of their large swaths, all SAR data were used for all the regions

of interest, except those acquired in August 2001, July 2002, September 2001, and

December 2003 as in Table 57. Tide data were measured at the Ganghwa bridge, and

rainfall data were obtained from the Ganghwa Meteorological Observatory(see Figure 288

and caption), showing the cumulative amounts of rainfall during three days before each

SAR data acquisition date and also during the month before the acquisition date.

ENVISAT-ASAR data were available both at HH- and VV-polarizations, but only

HH-polarization data were used for this study since the RADARSAT-1 data were available

at HH-polarization only. Further, the ENVISAT data showed higher average backscatter

coefficient by approximately –3dB than the RADARSAT data. The exact reason is not

known, but may well be due to a calibration problem and the smaller incidence angles.

The effect of the latter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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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ar morphology, all SAR images were processed in a

similar way as for the optical images in accordance with the flowchart shown in Figure

290, except speckle reduction. In the first step, the calibrated SAR images are co-registered

to the base map. In the third step, the image amplitude was sliced by every 5 dB of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 σ0, and the different ranges of σ0 are referred to the land cover

of different types of scattering objects, e.g., water surface, mud and sand, and vegetation

by taking into account the weather condition.

To extract the shapes of bars, a standard mean filter was first applied to reduce speckle.

This process is necessary, since, unlike optical images, SAR images contain random speckle

noise inherent to coherent imaging systems. The following processes of image

enhancement, binary image production and extraction of the water-bar boundary by a

morphological filter are the same as those for the optical images.

표 58. Acquisition dates and parameters of SAR. The measurements of tidal height and

precipitation were made near the Ganghwa Bridge indicated by symbol ▲ and the

Ganghwa Meteorological Observatory indicated by symbol ★ in Fig 28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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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0. Flowchart of data processing for the analyses of bar morphology of the

Han Estuary using optical and SAR data

From the field survey and optical data, it was confirmed that the bars are composed

mostly of mud and sand, except the Sannam Swamp in region IV, where the area is

covered by reeds. The difference in radar backscatter from mud and sand, therefore, is

considered to arise from different surface roughness as shown in Figure 291, which was



－ 264－

produced based on the experimental data of Oh et al.(1992). The values of backscatter

coefficient σ0 for a given wavelength depend mainly on the surface roughness(for the case

of surface scattering) and incidence angle. For a small range of incidence angle, σ0 changes

almost linearly as in Figure 291.

According to the Raleigh criterion(Ulaby et al., 1986a), the surface is considered to be

rough if the RMS(Root Mean Square) height is much larger than RMSH=l/(8 cos(qi)),

where l is the radar wavelength and qi is the incidence angle. If the RMS height is

comparable with this value, the surface is moderately rough, and very smooth if it is

much smaller. The incidence angles of the SAR data used in this study range from 36 to

49 degrees, and the C-band wavelength is 5.6cm(5.3 GHz) for both RADARSAT-1 and

ENVISAT-ASAR. Then, the reference roughness becomes RMSH ~0.87cm (qi=36 degrees) to

1.1cm (qi=49 degrees). For example, for qi=40 degrees, RMSH ~0.91cm, and the surface is

considered as very rough(very smooth) if σ 0 is much larger(smaller) than approximately

-14dB. The backscatter coefficient below -20 dB is close to the system noise level, implying

that the surface is almost specular with little radar backscatter, and the areas correspond

to the water surface under very low wind speed.

그림 291. The radar backscatter coefficient as a function of incidence angles

for rough surfaces of different RMS heights (the data base on Oh et al., 1992).

Figure 292 (a) shows the RADARSAT-1 SAR amplitude image acquired in September 21,

2004, and Figure 292 (b) is the image with different levels of backscatter coefficient σ0 in

the interval 5 dB as indicated by the different colors in the legend. The surface

undulations of bars corresponding to these different levels of σ0 can be referred t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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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1. Radar backscatter from bars can be regarded as arising from surface scattering,

but that from vegetation is predominantly by volume scattering. Thus, the backscatter

coefficient of vegetation depends on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species, density, height,

moisture content, and others(Ulaby et al., 1986b). From our data with field observation, the

backscatter coefficient from reeds and vegetation takes the values from approximately

-10dB and above. The σ0 range corresponding to vegetation and reeds indicated by green

color in Figure 292 (b) is in the same range for the rough surface of bars.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classify the rough surface and reeds from the C-band SAR data

because both areas are equally “rough” at C-band microwave(Dobson et al., 1996). Use of

microwaves of longer wavelengths such as L-band is preferable for this purpose. For

C-band data we must have at hand, however, some prior knowledge such as field-survey

data and/or optical data which is required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se types of ground

cover.

It can be seen from Figure 292 (b) that the area of bars in the Ganghwa Bay in region I

is very large. In this bay, the flowing water from the Yeseong River joins the main

stream of the Han River, and the flow velocity toward the Yellow Sea increases. In the

area around Yu Islet in region II, the SAR image indicates that the sediments are formed

along the direction of river flow. In the region IV, rather large bars are seen in the mouth

of the Imjin River, and almost entire Sannam Swamp adjacent to land is covered by

vegetation.

The image shown in Figure 292 was acquired in September when vegetation was still

active, and the wind speed was 1.7m/s(see Table 57). The wind over the water causes

ripples that are the principal scattering elements on water surface, giving rise to increased

radar backscatter. Some features in red color over the river in Figure 292 (b) do not

represent bars, but they are considered to arise from the water surface roughened by local

wind, and this wind effect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classification of bars.

Thus, the SAR images of rivers will vary depending on the seasons and weather

conditions as explained in the followi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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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2. Upper: RADARSAT-1 SAR image acquired

on 21st September 2004. Bottom: color-coded image

with different ranges of radar backscatter coefficient

Figure 293 (a) and (b) show the SAR images acquired in different dates listed in Table

57, where the colors represent the same backscatter coefficient ranges as those in Figure

292 (b). It can be seen that, although the shapes are different, the bars in all the regions

can be recognized in the images.

When the image of December 25, 2003 was acquired, the tidal height was 3.07m(see

Table 57), and much of the bar area was submerged in water, and not many bars are

seen in the image. The tide was also high(0.95m) in August 4, 2004, and only parts of

bars above water in regions I and II are seen. The next high tide of 0.21m was in August

11, 2005 and January 29, 2007, and visible areas of bars increased in the SAR images as in

Figure 293 (b).

The attention should be called to the ENVISAT-ASAR 2007 data since the image was

acquired by ENVISAT-ASAR with smaller incidence angles than those of other images. As

in Figure 291, the backscatter coefficient increases with decreasing incidence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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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with same conditions such as the tidal height and wind speed, the backscatter

coefficient takes larger values over entire areas. Further, the ENVISAT-ASAR image was

acquired in winter. Floating ice in water and irregular ice surface and snow on the bars

give rise to increased radar backscatter. Other images acquired in winter include those in

December 25, 2003 and December 2, 2004. It is known that the winter of 2004 was

exceptionally warm(the average temperature in November and December 2004 was 7.7˚ 

and 5.0˚, while it was -4.7˚ in December 2007), so that the areas were not affected by ice

and snow. The effect of ice and snow in the December 25, 2003 at high tide was

considered to be small. Some features of increased radar backscatter are seen over the

river, that may well be due to floating ice and/or local wind.

As to the ENVISAT-ASAR image, the average backscatter coefficient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images by approximately 3dB, partly because of smaller incidence angle

and partly because of the effects of ice and snow. The ENVISAT-ASAR image shown in

Figure 293 (b) is, therefore, biased by -3dB.

At low tide in July 11 and September 21, both in 2004 (-1.26m and -1.25m, respectively),

most of the bars appear to be above water and visible in SAR images. The SAR image

acquired in August 13, 2001 at the lowest tide of -2.04m, shows that a very large area in

region I was covered by mud or sand as indicated by the red color in Figure 295 (a).

There was heavy rain in the early August 2001, and the water level increased substantially

in the Yeseong River. As a result of the synergistic effect with low tide, sediments

accumulated in the Ganghwa Bay area as seen in the image.

The Sannam Swamp in region IV appears to be unchanged in all images except those

acquired in winter. The mean radar backscatter coefficient σ0 of the swamp area is

-13.3±4.9dB and -10.0±3.1dB in December 2003 and January 2007, respectively. This

decrease in radar backscatter is caused by the decrease of vegetation in winter season. On

the other hand, the swamp area in the December 2004 image shows larger σ0 of

-8.9±2.2dB as compared with the other winter images. Again, the reason may well be

because of the exceptionally warm winter of 2004, so that vegetation was still active.

As mentioned previously, although SAR images are capable of identifying bars,

classification of ground cover by C-band SAR alone is not so simple as compared with

that by multi-spectral optical sensors, requiring other reference information, and a

complementary approach by taking advantage of SAR and other optical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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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a) RADARSAT-1 images from July 2000 to July 2007, showing the temporal

variation of bar morphology with same color coding as in Fig 292. (b) RADARSAT-1 and

ENVISAT-ASAR image from July 2000 to July 2007, showing the temporal variation of bar

morphology with same color coding as in Fig 292. Note that a bias of -3dB is added to

the radar backscatter coefficient of ENVISAT-ASA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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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4. (continued)

(라) Effects of tide and precipitation

Figure 295 shows the temporal variations of bar shapes computed from the SAR data.

The extent of bars is larger than the optical data in region I due mainly to the images of

bars with sediments accumulated by rainfall in the image of August 13, 2001. In region II,

the boundary in the optical image of July 30, 2007 is larger than that of SAR data for

unknown reasons, but otherwise the changes are within the outer boundary. The bars in

region III appear to change within outer boundaries as can be seen in the SAR image of

Figure 295. The swamp area in region IV shows little temporal change, but some changes

can be observed in the bars along the flow direction of the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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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5. The boundary of bar-water at different dates extracted from the SAR data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bar area and tidal height in a more

quantitative manner,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Figure 296 shows the scatter

diagrams with corresponding regression lines. Both the optical and SAR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but the ENVISAT-ASAR data were excluded in region I, since the image

did not cover the entire region common to other data. The negative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all the regions indicate that the areas of bars decrease more or less with increasing

tidal heights. The absolute correlation coefficient is largest (|g |=0.84) in region I, showing

strong tidal effects on the bars in this region. In region II where the area is connected to

the Yellow Sea through the narrow Yumha Channel, there is intermediat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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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41), indicating some, but not strong, tidal effects on the bars. The bars located

farthest from the sea in regions III and IV with little correlation (|g|=0.06 and 0.19,

respectively) are not affected by tides.

그림 296. Scatter diagrams and regression lines between the total bar area and tidal height

in regions Ⅰ and Ⅱ (left), and in regions Ⅲ and Ⅳ(right)

Figure 297 shows the scatter diagrams with corresponding regression lines between the

areas of bars and precipitation for all regions, computed from the SAR data only (the

precipitation data for the optical data are not available). In region I, the rainfall 3 days

before the data acquisition does not have much effect on the bar morphology as indicated

by the small correlation coefficient g =0.19. However, strong correlation(g =0.70) 30 days

before the data acquisition indicates that the bar area increases with increasing rainfall. As

can be seen in the SAR images of August 13, 2001, and July 11, 2004, when the

precipitation 30 days before was 647mm and 317mm, respectively (see Table 57), large

areas of bars were exposed above water; the tides were also low for both the occasions.

The reason for this effect is that due to heavy rain sediments are transported from the

Yeseong River, and accumulate in the vast Gangwha Bay forming bars of large area. Thus,

these bars appearing above water at low tides were imaged by SAR.

Such accumulation of sediments associated with precipitation does not occur in the

river(regions III and IV) of the meeting point of the Imjin River and Han River, The

reason may well be because the river is not wide and sediments are transported away by

strong current at the time of heavy rain. Thus, the effects of precipitation on the bars in

the previous 30 days are few in regions III and IV, and also in region II for the sam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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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7. Scatter diagrams and regression lines between the total bar area and

precipitation in regions Ⅰ,Ⅱ,Ⅲ, and Ⅳ

Using both the optical and SAR data, a cumulative map of bar area within the

bar-water boundaries is produced as shown in Figure 298. The color bars indicate the

number of images of bars that appeared above water, i.e., the accumulation of the bar

area extracted from all available images. For example, the areas in red appeared most

often in the images, and the areas in blue appeared only once. Figure 298 can, therefore,

be regarded as the relative topographical maps of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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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8. A cumulative map of bar area within the bar-water boundaries. The color

bars indicate the number of images of bars that appeared above water

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달성도

구분 목표 내용 및 범위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달성도 

(%)

1차년도

(2012)

SAR기반 해양 

모니터링 연구

Ÿ 해상안전 및 보안 적용 

연구(연안 모니터링)

현장 실험 및 시연 

실시
100

Ÿ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선박 탐지 및 식별 

요소기술 개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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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도

SAR를 이용한 해양오염 및 불법활동 대응 체계의 기반 마련

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SAR를 이용한 오염방제지원 및 불법어업활동 감시 체계 구축 활용

- KOOS(해양예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양오염 실시간 예측 및 모니터링 자동화 구현

에 활용

- 2013년 발사예정인 아리랑 5호 위성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제4장 성도 및 대외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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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연구성과

진척율

년차별 

계획대비

총 

연구기간

대비

1차년도

(2010년)

- 성과목표 1. GOCI 및 해양위성자료 제공 서비스

․ 해양위성센터 IOT 지원 및 시험 운용 수행

․ GOCI 자료 생산 및 배포 (8회/일)

․ NOAA, MODIS 등 국외 해양위성자료 수신 및 처리

- 성과목표 2. 해양위성센터 시스템 기능개선

․ 네트워크, 백업 시스템 개선

․ 전처리시스템(IMPS) 시험 운용 및 문제점 파악, 개선

․ 자료처리시스템(GDPS) 기능 개선

- 성과지표 3. 위성 해양환경 분석기술 개발관련 논문 개제

․ 대기보정기술 개선사항 연구

․ 해양환경 분석 기술 개선 및 해양환경 부가가치 자료서비스 개발

․ 국내/외 논문 게재 : 9건(SCI 1건 포함)

․ 국내 학술 발표 : 4건

- 성과지표 4. 해양위성센터 시스템 활용

․ 위성 발사 후 언론매체 150여건 이상 홍보

․ KBS 과학카페 방영

․ GOCI 자료 배포(언론, 제한된 사용자)

․ 각종 행사 및 학회에서 해양위성센터 홍보부스 운영

(디지털 국토엑스포, 과학기술대전, SPIE Meeting 등)

- 성과지표 5.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를 위한 신규시스템 구축

․ 전처리 시스템 검증 및 품질분석 시스템 개발

․ GOCI 영상품질 확인 웹기반 시스템 개발

․ GOCI-해양위성 자료변환 프로그램 개발

․ 위성상태정보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Ⅰ)

100% 10%

2차년도

(2011년)

- 성과목표 1. 위성 해양환경 분석기술 개발

․ 위성을 활용한 갯벌주제도 작성 연구

․ GOCI 식물성 플랑크톤 종분석(PFT) 알고리즘 개발

․ GOCI 해양과학기지 검․보정 및 해양수치모델 연계

․ GOCI 해양일차생산력 신규 알고리즘 연구 개발

․ 위성과 3차원 해양모델의 융합 기술 개발

․ 북태평양 혼합츨 깊이 변동성 및 클로로필 변동성

․ 글라이더를 이용한 GOCI 검․보정 연구

- 성과목표 2. 해양위성센터 시스템 기능개선

100% 20%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1 절 목표달성도

1. 본 연구 기간 내 연구내용 대비 달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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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연구성과

진척율

년차별 

계획대비

총 

연구기간

대비

․ 네트워크, 백업 시스템 개선

․ 전처리시스템(IMPS) 시험 운용 및 문제점 파악, 개선

․ 자료처리시스템(GDPS) 내부 오류 및 인터페이스 개선

․ 위성자료 재생산 및 분석 S/W 설치

․ GOCI 자료 저장 및 관리 최적화

․ GOCI 복사보정 정확도 향상 알고리즘 개선

․ GOCI 관측자료의 광학적 오차범위 개선

- 성과지표 3. 위성 해양환경 분석기술 개발관련 논문 게재

․ 국내/외 논문 게재 : 13건(SCI 8건 포함)

․ 국내 학술 발표 : 25건

․ 국외 학술 발표 : 16건 

- 성과지표 4. 해양위성센터 시스템 활용

․ MBC, YTN 등 주요 언론매체 115여건 이상 홍보

․ GOCI 자료 배포(언론, 제한된 사용자)

․ 각종 행사 및 학회에서 해양위성센터 홍보부스 운영 

(ACRS, ISRS, IGARSS 등)

․ 해양위성센터 견학 및 주요인사 방문 약 30회, 약 300여명

(해군, 국토해양부 주요 군/정부부처 인사, POGO/PML/

NASA/UAE 칼리파대학 등, 학생 견학)

- 성과지표 5. 해양위성센터 기능고도화를 위한 신규시스템 구축

․ 천리안 해양위성 전처리 시스템(IMPS) 기능고도화

․ 해양자료처리시스템(GDPS)기능 개선 및 고도화

․ 해양위성센터 영상품질분석시스템 및 해양자료처리시스템 개발

3차년도

(2012년)

- 성과지표1. 해양위성센터 주요시스템 기능 강화(I)

․ 해양위성자료처리 및 관리,저장시스템 개선

․ GOCI 자료처리/저장/백업최적화

․ 위성자료서비스 기능 강화

- 성과지표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분석기술고도화(I)

․ 대기보정 성능 향상

․ 탁수 대기보정 기술 개발

․ 해수성분 분석 알고리즘 개선

․ 해수광특성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성과지표3. 다중위성 복합활용연구(I)

․ 갯벌 생태주제도 작성

․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요소기술 개발

- 성과지표4. 신규위성 해양환경분석 기술개발(III)

․ 동해의 PFTs/PSCs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증

․ 북태평양 혼합층깊이와 클로로필 계절변동성 변동성 제시

․ 위성자료와 3차원 해양모델의 융합 및 가시화 기반기술개발

․ GOCI PP 알고리듬 작성

․ 위성자료로 부터 연안해역의 POC 분포조사를 위한 요소기술 연구

1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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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목표달성도

구분
1차년도(2010) 2차년도(2011) 3차년도(2012)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논문
게재

SCI 1 1 7 8 10

기타 국외학술지 1

국내 학술지 2 8 6 4 8

학회
발표

국외 3 12 9 16 10

국내 6 4 12 25 15

특허

국외
출원

등록

국내
출원

등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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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기여도

1. 기술적 측면

∙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적조피해 저감 및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

∙ 한반도 주변 실시간 산불감시 및 육상 식생지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

∙ 한반도 대기 에어로졸 및 황사 분석/예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1:10,000 축척 수준의 갯벌 저서환경 주제도를 작성함으

로써 갯벌의 경제적, 생태환경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

∙ 한국 주변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기능분석을 위한 위성의 활용성 제고

∙ 자료생산 알고리즘의 기초자료로서 GOCI 위성의 신뢰성 향상 및 수치모델의 정도 향상

을 지원

∙ 한국 근해의 광 환경에 적합한 일차생산력 알고리즘 제시

∙ 연속적 정밀 영상과 해양모델의 융합 기술이 정립됨으로써, 위성활용기술의 우월성 확보

∙ 기존 저해상도 인공위성 기반 클로로필자료에 비해 고해상도 GOCI 자료의 우수성을 파

악하여 국제학계에 GOCI 자료 활용성 홍보

∙ 해양위성자료 검․보정을 위한 센서 운영을 고가의 선박이 아니라, 이동형 무인탐사체를 

활용함으로 운영비용의 절감 효과

∙ 무인 탐사체를 검․보정을 위한 자료취득 현장에 투입함으로, 해황에 무관하게 자료를 

연속 취득함으로 비교대상 검․보정 관측 자료 증대

2. 경제․산업적 측면

∙ 유류오염 등 해양재난 발생 시 실시간 예보 및 분석기능 강화를 통한 피해 저감

∙ 한반도 주변 해역의 주요 어장정보 제공을 통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민소득 증대

∙ 국외의 고해상도 영상에 비해 10배 이상 저렴한 국내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다목적 실용

위성 2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비 절감 및 국내 영상자료의 연안 활용을 선도

∙ 해양예보에 대한 직접적인 활용을 통한 해양관련 산업, 해양재난사고, 연안재해저감에 

기여 

∙ 활용될 수 있는 위성 부가가치 자료를 생산하여 수산자원 관리 및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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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천리안으로 긴급 재해에 대응하는 정보제공으로 국가 재산 보호에 기여

∙ 무인탐사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은, 이동형 무인탐사체 구현기술, 센서 네트

워크 구성기술, 자료 검․보정 센서 운영기술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개별기술들은 하나

의 패키지로 상품화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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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사업에서 얻어진 천리안 해양위성의 운영, 검․보정, 활용 경험은 차세대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에 소중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음

∙ 대기보정과 검․보정을 통하여 신뢰도가 향상된 해양환경 자료가 생산되고, 과학적 활용 

가도를 높일 수 있음, 특히 정확한 자료는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 슬롯간 휘도 격차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료는 슬롯경계 부근의 자료의 활용도 향

상 

∙ 독도, 이어도 주변의 위성자료와 해양과학기지 등을 통하여 얻어진 현장자료는 접근이 

쉽지 않은 해양영토에 대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홍보에 사용

될 수 있음

∙ 서해의 엽록소 및 유기탄소 농도, 일차생산력 자료는 서해 해양생태계 연구에 활용가능 

∙ 시간해상도가 높은 연안해수 환경 주제도는 연안 재해 예측 및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해양 일차생산력, 유기탄소입자의 연구는 한국주변해의 탄소순환 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 

이 연구의 결과를 탄소배출권 협상의 근거자료로 사용

∙ 천리안 해양위성에서 산출되는 해양환경자료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단기, 계절적 또는 경

년 변화를 검출에 활용될 수 있음

∙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갯벌 주제도는 국내 연안환경의 변화를 단기 또는 장기적으

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정밀도가 높은 갯벌 주제도 작성을 통해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복원 방안 수립 지원

이 가능함

∙ 천리안 해양 위성 자료를 이용 해양의 재난, 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신속한 자료 제공 

∙ 해양순환 모델과 연계한 예보 정확도 향상으로 오염물의 이동경로 예측 등에 활용 

∙ 한반도 주변해역의 일차생산성의 변동요인을 분석할 경우 해양물리 및 해양생태계 연구

에 활용 가능

∙ 해양모델, 해양관측망 자료와 융합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에 기여

∙ 스마트 천리안으로 긴급 재해 상황발생에 대응하는 실시간 환경 위험요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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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록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주요 현안 관측 사례

기 간 대표 현안 관측 사례

봄

(3월~5월)

▪황사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관측(2011.04.30~05.02)

▪엽록소 분포 ▪동해 엽록소 분포 관측(2011.03.30)

여름

(6월~8월)

▪태풍
▪태풍 곤파스(2010.09.01), 메아리(2011.06.25)

이동 관측

▪녹조
▪동중국해로부터 유입되는 녹조 관측 

(2011.06.13, 07.19~20)

가을

(9월~11월)

▪황사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관측 (2010.11.11)

▪탁수 이동 ▪목포 앞바다 탁수 이동 현상 관측 (2010.09.16~18)

겨울

(12월~2월)

▪산불 ▪강원도 삼척 산불 관측 (2010.12.03)

▪해무 ▪북한지역 해무 이동 관측 (2011.02.19~23)

▪해빙 ▪압록강 주변 해빙 현상 관측 (2011.01.03~15)

▪폭설 ▪동해 지역 폭설 후 한반도 관측 (2011.02.09~12)

기타

▪유류유출 ▪발해만 유류유출사고 관측 (2011.06.13)

▪화산 폭발 ▪일본 가고시마 화산폭발 관측 (2010.12.04)

▪쓰나미 ▪일본 동북부 쓰나미 피해 관측 (2011.03.12)

▪북한 감시 ▪연평도 포격 후 피해 현황 관측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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