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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OSMI (LRC) 보정/검증 및 해양 응용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해양환경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OSMI센서의 보정과 검증은 위성으로부

터 획득된 자료의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1997년 SeaWiFS

(Sea-Viewing Wide-Field-of-view Sensor)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관측자료

의 분석과 이를 이용한 과학적, 상업적 응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다. 그러나 해색 센서의 이용은 측정 광량의 보정과 검

증, 엽록소 알고리듬 적용에 의한 엽록소 추출 농도와 현장실측치의 검증,

대기보정 등이 절대적이므로 이의 연구가 요망된다.

일본 ADEOS/OCTS의 경험을 볼 때 실측 자료에 의한 검-보정은 자료

활용의 전제조건이며, 궁극적으로 지구관측위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검.보정 기술의 확립과 함께 필요한 것은 한국해역에서의 OSMI 자료 활

용에 관한 사전 연구이다. 현재 OSMI와 유사한 SeaWiFS와 같은 해색센서

가 작동 중이므로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근해의 제반문제에 어떻게 적

용할 것인가를 예시하여 OSMI 자료의 광범위한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SMI의 검.보정과 해양활용을 위한 연구로서 3 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이 수행되었다.

첫째, 생물광학 파라미터 측정은 현장관측장비의 운용과 실험방법의 프

로토콜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검/보정의 측정항목과 생물광학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OCTS, SeaWiFS 자료를 한국 근해에 적용하여 기존의 해색센서

를 활용한 한국근해의 해양관측을 실시하고, 현장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OSMI 자료를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OSMI 자료의 해양응용을 위한 활

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OCTS, SeaWiFS 대기알고리듬 분석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대기의

특성을 현장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황사의 문제를 포함한 표준 대

기보정 알고리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다

음과 같은 연구범위의 내용이 수행되었다.

1 차년도는 황해의 생물광학적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MER2040에

의한 수중광학 측정과 엽록소, 부유사 등의 현장샘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중광학 측정에 따른 측정방법의 제안과 현장샘플의 분석 방법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 차년도 연구기간 중 일본의 OCTS 해색

자료를 확보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 응용 연구를 위해 OCTS 자료를

분석하였고, 해색관측자료와 현장관측자료에 의한 해양환경관측에 응용분야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기보정 알고리듬 개발을 위한 현장관측자료 확보와 표준알고리듬 분



석은 해색관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동아시아 대기의 특성상 황

사에 의한 대기보정 알고리듬의 개선은 해양응용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연구로 안면도에서 현장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보정 방안을 제시하였

다.

2 차년도에는 황해에서 2 회에 걸쳐 생물광학 측정을 완료하였고, 광학

자료의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도 IDL 언어로 작성하여 분석자료의 데이터 베

이스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여 황해의

광학적 성격을 규명하였으며, CZCS, OCTS의 해색센서에서 분석된 황해의

수중 광학적 특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표준 대기보정 알고리듬의 개선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 (위도 30N -

45N, 경도 115E - 150E)을 선택하여 기존의 기후자료와 미량기체의 관측자

료를 종합하여 동아시아 평균대기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대기복사전달 모델

(MODTRAN)의 입력자료로 이용하여 OSMI의 각 밴드를 시뮬레이션 하였

다.

3 차년도에는 황해에서 관측된 생물측정자료의 분석과 해색자료 응용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SeaWiFS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한반

도 주변해역의 해양활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SeaWiFS 자료는 OSMI와

동일한 관측밴드역을 지니고 있어서 SeaWiFS에 의한 한반도 해양환경관측

으로 OSMI 자료의 해양응용을 위한 활용분야를 제시하고 가능성을 평가하

였다.

동해의 해양관측을 통하여 황해와는 다른 해양환경 특성을 지니는 동해

의 수중광학 분석과 해양환경 관측을 위한 활용연구를 수행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OSMI 검정 및 보정을 위한 수중광학 자료의 획득과 분석방법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중광학 관측자

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표준 대기보정 알고리듬 개선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고, 해색자료의 활용을 위해 기존의 CZCS, OCTS,

SeaWiFS 자료를 분석하여 OSMI 자료의 한국근해 활용을 예시하여 연구개

발 목표를 달성하였다

○ 검증 및 보정을 위한 분석 기초 확립

OSMI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생물광학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현장조사

항목에 대한 실험방법 및 MER2040, OCP, PRR600과 같은 수중 광학 관측장

비에 의한 광학자료의 획득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을 확립하였다.

SeaWiFS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증 및 보정에 관한 31개 관측항

목을 바탕으로 OSMI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측정항목과 수중 광학 관측방법

중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14개 검.보정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는 방법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현장에

서 수중광학 장비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OSMI 자료와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현장 샘플의 운반, 보관 및 시료분석 과정의 기준안을

프로토콜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OSMI의 검증 및 보정에 필요한 관측 항목의 생물광학 자료를 획

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현장조사가 수행되었다.

1) 황해 전역에서 1997년과 1998년 5월에 생물광학 조사 항해를 수행하

여 MER2040 장비를 이용한 생물광학 측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



동해에서 22개 정점에 대한 현장조사가 수행되었다.

2) 동해의 수중 광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1999년 10월 22개 정점에서

이루어진 동해의 현장 관측은 표층에서의 용존유기물의 흡광계수를 각 정점

별로 분석하여 수층에서의 수중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탁도와 형광성을

수심별로 해석하여 동해에서의 생물광학 자료를 확보하였다.

3) 황해와 동해의 경우 용존유기물과 부유사에 의한 엽록소 알고리듬의

오차를 보정하고 지역 알고리듬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엽록소 알고리듬에 필

요한 흡광계수 등 수중광학 특성의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1, 2 차년도에 수행한 생물광학 측정을 토대로 OSMI의 검증 및 보정기

술 확보를 완료하여 OSMI 발사후의 현장 검증 및 보정에 필요한 준비를 완

료하였다.

○ OSMI 대기보정 알고리듬 개선

한국 표준대기에 기초한 대기보정 알고리듬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대기

보정 알고리듬의 수정과 개선의 연구목적을 위한 현장조사가 안면도에서 실

시되었고, 한반도 표준대기와 황사 발생시의 대기 특성을 현장관측자료를 바

탕으로 비교하였다.

OSMI의 밴드별 대기광량 특성을 파악하고 SeaWiFS 대기보정 알고리

듬을 적용하여 SeaWiFS 표준 대기보정 알고리듬이 황사를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와 황사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확보 등 소기의 연구목

표도 달성되었다.



○ 해양 활용 사례연구

CZCS, OCTS, SeaWiFS 등 기존의 해색센서에서 얻어진 해색자료를 이

용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색자료를 이용한 해양응용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예시하였다.

1) 적조관측기술

적조는 남해연안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VHRR을 이용한 적색밴드 알고리듬을 고찰하

였고, 1998년 군산해역에서 발생한 적조를 SeaWiFS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각 밴드에서 나타나는 반사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443 밴드와 555 밴드가 적

조 화소를 추출하는데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2) 황해의 엽록소 분포

CZCS, OCTS, SeaWiFS를 이용하여 황해의 엽록소 분포를 분석하였고

부유사 영향을 평가하였다. 황해의 높은 부유사 농도에 의해 표준 알고리듬

으로부터 얻어지는 황해의 엽록소 농도가 과대추정되므로 이를 고려한 황해

의 엽록소 알고리듬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CZCS, OCTS, SeaWiFS 해색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해는 춘계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황사의 영향으로 해양에서 얻어지는 엽록소 농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동해의 엽록소 분포

황해의 엽록소 분포 관측과 같이 동해에서의 엽록소 분포관측을 CZCS,

OCTS, SeaWiFS 해색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동해에서 나타나는

전선역에서의 엽록소 농도 분포와 AVHRR에 의한 해수면 온도를 비교 분석



하였고, 동해의 엽록소 관측을 통해 표층수온과 엽록소 농도의 분포에 따른

장기적인 해양환경변화 관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해양투기지역의 대증식 관측

황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의 변화를 CZCS,

OCTS 자료를 분석하여 해양투기 지역에서의 엽록소 농도 증가와 분포범위

를 분석하였고, 황해에서 일어나는 해양투기지역의 해양환경변화를 OSMI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5) 한반도 주변해역의 부유사 분포

황해는 양자강 하구 해역과 한반도 경기만과 목포 앞바다 해역에서 높은

부유사가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만에서 관측된 수중광학 자료를

바탕으로 부유사 검출 알고리듬을 제시하였고, 황해에서 관측된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황해의 부유사 분포를 예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당 연구에서 확립된 검.보정 프로토콜을 OSMI 발사후 검.보정에 활

용한다.

• 당 연구에서 얻어진 실측자료들을 case-2 및 대기 알고리듬 개발에

활용한다.

• 한국 근해 활용 사례들을 예로하여 적조관측, 황해의 엽록소 분포,

동해의 엽록소 분포, 해양투기지역의 대증식 관측, 한반도 주변해역의 부유



사 분포, 해양환경변화와 기후변동, 해양의 일차생산력 추정과 수산자원 변

동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 광범위한 사용자들이 OSMI 자료를 활용할 수 있

다.



Summary

I. Title of the project

Calibration/Validation and marine application of OSMI (LRC)

Ⅱ. Objectives and significance

Calibration and validation (hereafter, Cal/Val) is very important for the

utilization of OSMI data for the monitoring of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Since the successful launch of SeaWiFS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in 1997, international efforts have been made for

the scientific and commercial utilization of the satellite data. However,

use of ocean color sensors requires Cal/Val of measured radiances,

atmospheric correction, and final marine products such as chlorophyll-a

concentration. Experiences of Japanese ADEOS/OCTS re-emphasized

that in-situ Cal/Val activities are prerequisites for applications and

success of earth observing satellite projects.

Also needed are pre-launch studies for application of OSMI in Korean

waters. At present, similar sensors such as SeaWiFS are in operation

and exemplifying the utility of these data would facilitate wide

applications of OSMI after launch.

Ⅲ. Contents and scope

For the three years of this project, studies have been made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ly, protocols for bio-optic measurements and instrumentation have

been established. Basic variables and methodical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and documented.

Secondly, OCTS and SeaWiFS data have been analyzed for Korean

waters. Also, comparison with field data has been made. Future

applications are suggested.

Thirdly,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s of OCTS and SeaWiFS have

been studied. Standard atmosphere of the East Asia has been

constructed with observation data. Suggestions are made for standard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s including the Yellow Sands.

Thes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three years by a step-by-step

approach as follows.

In the first year, studies were made to select a minimum set of

observational items for Cal/Val of OSMI. In-water optical measurements

and biochemical analysis on water samples were made in the Yellow Sea.

Japanese OCTS data were analysed for the application studies. In-situ

observations were made for atmospheric correction in Anmyun-Do.

Based on this suggestions were made for atmospheric correction.

In the Second year, bio-optical measurements were made in the Yellow

Sea. An IDL program was written to analyse the optical data. Optical

properties of the Yellow Sea were characterized by the Yellow Sea were

studied by comparing CZCS and OCTS data.

A standard atmosphere of the East Asia (30N-45N, 115E-150E) was

constructed using the data of trace gases. This was used as an input to

the radiative transfer made (MODTRAN) to simulate the radiances at

each OSMI band.

In the third year, bio-optical surveys and application studies were

continued. Field surveys were made in the East Sea, which has very

different optical properties from the Yellow Sea. SeaWiFS data with the

same bands as OSMI were analysed for possible applications in the



Korean Waters.

Ⅳ. Results

Methodologies of measurement and analysis for the Cal/Val variables

have been set by conducting bio-optical surveys. Field surveys and

analysis were also carried out for standard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Finally, CZCS, OCTS and SeaWiFS have been analyzed for

the applications in the Korean waters.

ｏ Establishment of measurement protocols for Cal/Val

Measurement protocols of optical equipments and laboratory analysis

for Cal/Val variables of OSMI has been established. Such

equipments include MER2040, OCP and PRR600.

The list of variables for the Cal/Val of SeaWiFS have been revised to

establish a minimal set of Cal/Val measurement items for OSMI. 14

items out of 31 SeaWiFS Cal/Val variables were selected. The methods

of equipment deployment and collection, transport and analysis of the

water samples were documented.

To identify the methodological problems of Cal/Val activities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as follows

1) Bio-optical surveys were made using MER2040 in May 1997 and

1998.

2) In Oct. 1999, a similar survey using OCP was made in the East

Sea.

ｏ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Efforts were made to improve the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by



constructing a standard atmosphere of East Asia. In-situ surveys were

made in Anmyun-Do. The data from the surveys were used in

evaluating the SeaWiFS algorithm for atmospheric correction. Expected

atmospheric radiances in the OSMI bands were simulated. Applying the

SeaWiFS algorithm showed that it cannot deal with the Yellow Sand.

The in-situ data will be used in developing a Yellow Sand model in the

future.

ｏ Case-studies of marine applications

Applications are exemplified by analysing CZCS, OCTS and SeWiFS

data in the Korean waters as follows;

1) Detection of red tides

Red tides occur frequently in the Southern Coastal area causing a

huge damage every year. Red band algorithm was applied to AVHRR.

So, SeaWiFS data was analyzed for the red tide that occurred off the

Gunsan coast in 1998. The analysis on the reflectance in every band

showed the 443 and 555 bands were very useful in identifying the red

tide pixels.

2) Chlorophyll distribution in the Yellow Sea

Chlorophyll distribution was analysed and the influence of suspended

sediments was evaluated. The high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in

the Yellow Sea results in an overestimation of Chlorophyll concentration

as applied. Therefore, case-2 algorithm must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Yellow Sand also causes errors in the estimation of chlorophyll

concentrations.

3) Chlorophyll distribution in the East Sea

CZCS, OCTS and SeaWiFS data were analysed. The chlorophyll

distribution and SST were compared at the frontal regions. This kind of



analysis will be useful in the climate change studies .

4) Monitoring of the dump site

The range of eutrophication due to Ocean dumping can be monitored

by ocean color. Comparison of CZCS and OCTS data clearly showed th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dumping activities.

5) The distribution of suspended sediments

Very high suspended sediments are present in the Changjiang river

mouth region, Gyung-Gi Bay, and Mogpo region. A suspended sediment

algorithm is proposed based on the bio-optical data from the Gyung-Gi

bay. Suspended sediment distribution on a large scale is depicted.

Ⅴ. Future utilization of the results

․The protocols of Cal/Val activities establish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for post-lanuch Cal/Val OSMI.

․The in-situ data collected will be utilized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algorithms case-2 and atmospheric correction.

․The examples of application (red tide, dump site monitoring, productivity

monitoring, etc) can be used by oceanographic community for wid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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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해양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화를 관측하는데 있어서 관측기술의 발달은 급속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해양원격탐사에 의한 해양관측기술은 과히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1978년 11월부터 해색자료를 공급하여 1986년 7월까지 전 지구적인 해양 생물

량의 분포를 관측한 CZCS 해양관측센서는 이러한 위성원격탐사에 의한 해양관측의

시작이다. 최근에는 1996년 8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일본의 OCTS로부터 해양원격

탐사 자료가 획득되었고, 1997년 8월부터는 미국의 SeaWiFS에 의한 해색 자료가

공급되어 해양환경변화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선에 의한 해양관측이 많은 선박료와 운행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비해 위성

원격탐사에 의한 해양환경관측은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의 관

측을 매일의 관측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양관측위성의 개발과 연구로 KOMPSAT-1호를 발사하게 되었으며, 해양관측센서

인 OSMI와 육상관측센서인 EOC가 탑재된다.

본 연구는 OSMI의 검증 및 보정과 해양응용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안하는데 목

적이 있다. 해색 (Ocean Color)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활용이 되려면 첫째, 센

서 보정 (calibration)이 정확히 이루어져 광량으로 치환이 되어야 하며 둘째, 측정

된 광량은 80～90%의 대기 잡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기보정이 정확히 되어야

하고 셋째, 그 결과 얻어진 해양이나 육상에서 올라온 광량에서 궁극적인 목표값,

즉, 엽록소나 탁도, 육상식물량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듬이 개발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세 과정 중 하나라도 부실하게 되면 데이터는

거의 쓸모 없게 되며, 이를 위하여 모든 위성계획에는 보정 및 검증 (calibration

/validation)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또한, 위성이 발사되어 해양환경 관측자료가 원활히 공급되는 경우 이러한 관측

자료의 해양응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OSMI를 통해 획득된 자료의 활용

및 응용분야를 몇 가지 분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기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는 한국 연근해 생태계에 큰 변동을 초래할 것으

로 예측되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장기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원격탐사 관측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해색 (Ocean Color) 원격탐사는 해양생태계의 기반을 이루는 식물플랑크톤의

생산력을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관측을 하므로 해양 생태계의 변동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현재 1978년이래 전지구적인 관측자료가 누적되어

있어 해양생태계 변동의 장기적 지표가 될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를 응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연구가 요구된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안의 부영양화와 적조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관

측할 수 있으므로 적조예보 등 연안환경 문제에 OSMI 자료 응용이 필요하다.

∘식물플랑크톤의 생산력은 인간이 이용하는 어류 등의 먹이로 수산자원량 변동

의 한 요인이며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정보이다. 현재 한국 근해에서의 기초생산력에

대한 조사는 미미하여 시·공간적 변동은 물론 해역전체의 생산력에 대한 신빙성있

는 자료가 없는 형편이다. 해색 (Ocean Color) 원격탐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러

한 정보를 획득하여 어장예측 및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목적 실용위성의 OSMI 자료는 전지구적 관측특성과 가시광선 파장대역의 6

개 밴드 관측 특성 때문에 그 활용범위가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 때문에 자료 활용자의 범위는 고기잡는 어부에서부터 관련교육기관에 종사

하는 교직자 및 학생,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 해양 및 환경문제를 다루는 언론계,

법조계 종사자 및 정부관리 등 국민 다수의 이해 계층에 확대가 예상된다.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으로 볼 때 제 1 세대 해색센서인 CZCS (1978～1986)에

의한 해양생태계 연구, 수산응용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다. 해색원격탐사



기술은 지구 온난화와 관계하여 JGOFS, LME, GLOBEC 등 국제프로그램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6년 8월에 ADEOS/OCTS (일본 NASDA)와

1997년 초에 SeaWiFS (NASA)가 발사되었고, 1999년에 NASA의 MODIS, 일본의

GLI, 2000년대에 EOS-II, ADEOS-II 등의 차세대 센서들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KOMPSAT/OSMI는 OCTS, SeaWiFS와 유사한 성격의 센서로 동일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을 보면 OSMI는 거액의 예

산을 들여 발사하는 위성이므로 발사 후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널리 활

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사 후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예로 일본의 MOS 위성이 있다. 일본이 발사한 MOS

(Marine Observing Satellite)는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색센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센서의 특성이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둘

째, 데이터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데이터의 수신 및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특히 KOMPSAT/OSMI가 발사될 예정인 1999년 이후에는 SeaWiFS 뿐 아

니라 MODIS (미국 NASA), MERIS (ESA), GLI (일본 NASDA) 등 채널 수, 공간

해상력 등이 훨씬 개선된 해색센서들이 9 기 가량 작동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널 수가 SeaWiFS에 뒤떨어지는 OSMI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기한 세 가지 점

에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세계적으로 10여기의 해색센서가 발사 될 예정이고, 제 2

의 OSMI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OSMI의 활용을 위한 기반연구가 잘 수

행된다면 이들 차세대 센서들의 활용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 2세대 OSMI

의 설계나 개발과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OSMI의 발사 후에 수행되어야 할 기술적 문

제를 검토 파악하여 발사 전에 검/보정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2) 표준대기를

구성하여 한국 근해의 대기보정 문제를 검토하였고 황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3)

OSMI 발사 이후 다양한 해양활용을 위해 한국 근해의 활용사례를 예시하였다.



제 2 장 OSMI 보정 및 검증

제 1 절 해색자료 보정 및 검증의 이론적 배경

1. 해색원격탐사 이론

해색원격탐사 이론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모식도는 Fig. 2-1과 같다. 수면으로 유

입되는 태양 광은 대기중의 산란 (ⓒ, ⓓ)과 구름에 의한 반사 (ⓕ)로 위성의 센서

에 유입되고, 수체에 유입된 태양 광은 수중 구성성분의 흡광과 산란에 의해 (ⓑ)

센서에 유입되거나, 수면에 반사된 (ⓔ) 신호가 센서에서 검출된다. 따라서, 대기 중

에서 유입되는 대기잡음을 제거하고, 수중 구성성분의 성질을 반영한 신호 (ⓑ)에

의해 수중 구성성분의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는 수면에서 방출 (emitted radiance)되는 신호로 표층수온을 분석해

낼 수 있다.

Fig. 2-1 Diagram of ocean color remote sensing



OSMI센서에 유입되는 해색 신호의 정량적인 보정과 검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관측된 수중광학 측정에 의한 Lnw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를 산출하

여 위성에서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여야 한다.

해색관측에 이용되는 복사방정식에서는 대기와 해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

다.

Lt( λ) = Ts( λ)Lw( λ) + Lr( λ) + La( λ) + Td( λ)Lg( λ) ...................... (1)

여기서, 각 변수는

Lt( λ) : TOA에서 OSMI가 관측하는 총 복사량

Lw( λ) : water leaving 복사량

Lr( λ) : Rayleigh 복사량

La( λ) : 에어로졸에 의한 복사량

Lg( λ) : 태양반사 복사량

Td( λ) : 직접 투과율

Ts( λ) : 분산 투과율

을 나타낸다. 위의 식을 통해서 얻어진 위성에서 관측된 Lw과 동일시점에 현장에

서 관측된 동일지점의 Lw을 비교하여 센서의 보정이 이루어진다. 해양에서 얻어진

Lw를 보다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연중 수중 광학적인 특성이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엽록소의 농도가 낮은 맑은 해수역을 조사관측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CZCS와 SeaWiFS의 경우 미국 동부연안과 서부연안, 멕시코만, 대서양 연안의

Sargasso Sea에서 현장관측된 수면위로 올라오는 광량을 바탕으로 센서보정이 이

루어졌다.

이러한 센서보정의 방법은 Vicarious 보정방법으로 센서가 위성에 탑재된 상태

에서 이루어지는 보정방법 (on-board calibration)과는 다르다. Fig. 2-2는 SeaWiFS

센서의 보정을 개략적인 모식도로 제시한 것으로 SeaWiFS 연구그룹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식도이다.



Fig. 2-2 Diagram for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OSMI and ocean

color remote sensing (adapted from SeaWiFS daigram

http://SeaWiFS.gsfc.nasa.gov/~grey/calval2.html)



Fig. 2-3 Diagram for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ocean color remote

sensing (source : http://SeaWiFS.gsfc.nasa.gov/~grey/calval6.html)



Fig. 2-2와 Fig. 2-3을 바탕으로 OSMI의 센서보정 및 검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현장관측 자료 획득을 위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현장관측자료 획득

및 분석을 위한 세부 연구과정을 구체화하였다.

Fig. 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OSMI가 발사된 이후 현장에서 MER2040이

나 PRR-600과 같은 수중광학 관측장비에 의해 관측된 수중광학 측정결과는 동일한

시점의 위성관측자료와 비교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일시점-동일지점의 위성자료와

현장관측자료를 획득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대기중의 구름이나 에어로졸에 의한 영

향을 제거한 현장관측 자료의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다. Fig. 2-3은 SeaWiFS의 검

증 및 보정을 위한 연구단계를 모식화한 것으로 발사 전과 발사 이후의 센서 보정

과 엽록소와 같은 생물광학 자료의 분석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센서의 보정을 위해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는 태양 광이 수중의 구성성분에

의해 흡광과 산란 반응이 이루진 후 수면위로 올라오는 광량 (Lw)을 관측하여야

한다.

● OSMI 센서 검증을 위한 Radiance model

해색 (Ocean color) 원격탐사의 기본 원리는 수중의 구성 성분이 가지는 수중 광

학적인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수중 광량의 변화를 수중 구성성분, 특히 엽록소의

흡광 정도가 파장에 따라 달라지고 그 결과 일어나는 해색의 변화에서 엽록소 농도

를 추정하는 것이다. 엽록소는 주로 450 nm이하와 650 - 680 nm에서 흡광계수가

높다. 중간대 즉, 녹색 (500 - 560 nm)에서는 흡광계수가 낮으며, 이러한 이유로 식

물이 녹색을 띄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중에 엽록소가 많을수록 푸른 파장대의

빛이 녹색 파장대에 비해 더 많이 소광될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소, 1991)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수체의 구성성분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Ocean Optic에 의한 해색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수면 위에서 측정된 radiance가 해수면 밑의 광학적 특성과 가지는 관계를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광학적 특성을 Radiance model (혹은 Reflectance model)로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Radiance model (혹은 Reflectance model)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엽록소에 의한

흡광, 반사 특성과 해수의 흡광특성, 부유사의 흡광, 반사 특성, 용존유기물의 흡광

특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수 표면에서 나오는 radiance를 통해 엽록소의 농도

를 추출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Gordon, 1988; Hoge, 1995).

Radiance model은 광 센서 (optic sensor)를 통해 측정된 water leaving radiance

( Lw)와 위에서 언급된 엽록소의 파장별 흡광계수를 이용하여 역으로 엽록소의 농

도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이론이다. (Hoge, 1995). 한편, Radiance model을 적용할

때는 bidirectional effect (Morel et al, 1995), geometrical shape factor 등을 고려하

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오차가 최대 40 %에 이르기도 한다 (Weideman et al.

1995).

Radiance model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w(λ)=F 0t(θ 0)cos (θ 0)MR/Q --------- 식 (2-1)

where,

Lw : water leaving radiance

F 0 : extraterrestrial solar irradiance

θ 0 : solar zenith angle

t(θ 0) : diffused transmittance of the atmosphere

Q : ratio of the upwelling radiance to the upwelling irradiance toward zenith

여기서 R은 수중에서의 Upwelling irradiance (Eu)와 Downwelling irradiance

(Ed)의 비율을 말한다. ( R=E u/E d)

또한, M은 태양광이 대기중에서 수체로 유입될 때와 수체에서 대기중으로 방출

될 때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대기와 해수 경계면에서의 광량의 감쇄정도를 설명하며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M= (1-ρ)(1-ρ)
m 2(1-rR)

------------------------ 식 (2-2)

ρ : Fresnel reflectance of the sea surface for normal incidence

ρ : Fresnel reflectance albedo of the sea surface for irradiance from the sea

and sky.

m : index of refraction of seawater.

r : water-air reflectance for totally diffuse irradiance.

한편, Gordon et al, (1995)은 θ 0≥20〫인 조건에서 R/Q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을 밝혔다.

R(λ,Z)/Q=(l 1X+l 2X) --------------------- 식 (2-3)

여기서, l 1=0.0949, l 2=0.0794

X=
bb

(a+bb)

위의 식 2-1을 통해 계산된 Lw는 OSMI에서 관측된 총 광량중 대기 중에 에

어로졸에 의한 반사값을 제거한 보정을 통해 계산된 Lw와 비교한다.



2. CZCS, OCTS, SeaWiFS 검․보정 방법

1) 센서 보정

OSMI 보정을 위한 방법에는 센서의 보정과 생물 광학 알고리듬을 보정하는 방

법이 있다. 센서의 보정은 발사전 보정과 발사후 보정의 단계를 거치는데 발사전

단계에서 일정한 광원의 세기로 센서에 신호를 보내고 이를 통해 얻어진 전기적인

신호를 각 밴드별로 보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발사후 보정 방법은 위성이 지구궤도를 운행하면서 지구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이를 정량적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센서의 보정은 태양 (solar)

에 의한 센서보정과 달 (lunar)에 의한 센서보정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화이트

샌드 (white sand)나 맑은 해양과 같이 각 밴드별 신호값이 일정한 지구관측물에

의해 발사후 보정을 실시한다. 해양관측센서의 경우 특히 맑은 물에 의한 보정이

가능한데 Gordon and Clark (1981)은 식물색소량 (pigment)의 농도가 0.25 mg/m3

이하인 얻어진 정보에 의해 CZCS를 보정하였다. Evans and Gordon (1994)는 전

지구적인 CZCS 자료를 이용하여 vicarious calibration방법을 개발하였다.

특별히 Normalized Water-Leaving radiance는 Lwn(443), Lwn(520), Lwn(550)

에서 각각 1.40, 0.48, 0.30 mWcm-2um-1sr-1의 값을 갖는다. CZCS에 대한 vicarious

보정 방법은 Gordon (1987)에 의해 제안되었다.

먼저, 센서보정은 발사 후 센서에 의해 결정된 radiance와 맑은 대기조건에서 얻

어진 표층의 radiance 사이의 값을 가지고 초기화하였다. 다음으로 CZCS의 민감도

는 다른 시점의 영상자료와 대기조건에 의해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성자료에서

추출된 피그먼트와 실측 피그먼트 값이 가장 잘 맞는 단계까지 radiance 값을 보정

하였다. CZCS의 Vicarious calibration방법은 방사보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센서의 보정과 알고리듬을 포함한 전 시스템의 보정을 의미한다.

위성에서 측정될 radiance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면위로 올라오는 광량, 에

어로졸 광학 두께, 에어로졸의 phase function이 필요하다. 또한, 위성이 관측지점

위를 운행하는 시점의 표층 대기압, 풍속, 그리고 오존 광학두께 등의 자료가 보조



자료로 요구된다. vicarious calibration과 검증 (validation)을 위한 이러한 자료는

수면 바로 밑에서 수면위로 올라오는 광량을 측정하여 얻어진다.

2) 생물 광학 알고리듬 검증

현재 사용되고 있는 CZCS 알고리듬은 50개 이하의 관측점 자료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며, 단지 14개의 관측점 자료가 밴드 2와 밴드 3의 밴드비율 알고리듬을 만

드는데 사용되었다. Gordon et al. (1983)에 의해 제안된 대기보정 알고리듬과

Gordon and Clark (1981)에 의해 제안된 CZCS 알고리듬은 생물량의 농도가 1.5

mg/m3을 기준으로 하여 Lw(443)/Lw(550)밴드 비율과 Lw(520)/Lw(550) 밴드비율

에 의한 브렌치 (branch) 알고리듬을 사용하고 있다.

Gordon이 제한한 알고리듬은 해양과 연안해역의 생물량 분포를 구분하여 잘 나

타내고 있으나, 관측된 생물량 자료의 불연속적인 면이 나타나는 제한이 있었다.

Clark은 Gordon 알고리듬을 보완하기 위해 Lw(443), Lw(520), Lw(550)의 세 개 밴

드를 이용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Muller-Karger et al. 1991).

또한, CZCS 알고리듬은 엽록소 농도가 높은 지역이나, 부유사와 용존유기물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 (Groom and Holligan, 1987). 이는 엽록소

알고리듬을 구성하기 위한 현장관측자료가 대부분 Case 1 water에서 얻어진 값으

로 높은 부유물질의 농도에 따른 엽록소 알고리듬의 오차로 판단된다.

OCTS의 경우 Kishino (1994)에 의해 제안된 3개 밴드의 엽록소 알고리듬이 사

용되었으며, 부이관측과 조사선에 의한 관측자료로 검증과 보정을 실시하였다. 하지

만, OCTS가 발사된 이후 6개월 동안 관측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센서가

발사된 이후 검증 및 보정에 의한 지연이며, 생물광학 알고리듬의 보완 등에 의해

새로운 버전의 엽록소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OCTS는 수산성 산하 10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200개 데이터 셑의 엽록

소 자료를 확보하는 검증 및 보정 계획이 수립되었고, regional program을 통한 지

역 데이터의 교환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해에 광학 측정 부이 (optical buoy)를 설치



하여 센서 보정을 위한 관측자료를 확보하였다.

SeaWiFS는 발사 지연으로 인해 센서의 보정 및 검증과 자료배분의 계획 등이

계획적인 구도하에 진행되었다. Fig. 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센서로부터 얻

어지는 최종 결과물을 바탕으로 자료처리 프로그램, 센서 그룹, 현장관측 그룹, 자

료 활용 및 배분 그룹 등 센서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그룹과 최종생산물의 검증

그룹까지 각계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SeaWiFS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다.

또한 SeaWiFS의 경우 현장관측자료의 확보와 분석은 NASA에서 주관하고 있

는 SIMBIOS와 SeaBASS 등의 해색 프로그램에 의해 SeaWiFS와 향후 발사예정인

MODIS 센서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해 전 지구적인 해양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수중광학 자료와 현장 실측된 엽록소 농도에 의해 생물광

학 알고리듬의 개발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SIMBIOS와 SeaBASS는 SeaWiFS는 물론 CZCS와 OCTS 등 해색센서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생물광학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성자료로부터 분석된 생물광

학 자료와 현장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센서를 보정하거나 생물광학 알고리듬을 개선

하고 있다. Fig. 2-5는 SeaBASS 프로그램에 의한 전 지구적인 해양 생물광학 자

료측정 지점을 나타낸 것으로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센서의 검증 및 보

정과 생물광학 알고리듬의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SMI 센서의 검증 및 보정과 함께 생물광학 알고리듬의 개선

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Table 2-1은 OSMI 발사 전과 발사 후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단계적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단계를 바탕으로 센서

그룹 및 현장관측 그룹과 대기보정 그룹의 연구가 추진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

과들이 센서의 검증 및 보정에 이용되어야 한다. Table 2-2는 OSMI 센서가 발사된

이후 지역적인 생물광학 자료의 획득과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연구방안을 제시한 것

이다.

한반도 주변해역은 생물광학 특성상 센서의 보정과 생물광학 알고리듬의 검증을

수행하기 어렵다. 황해는 부유사 농도가 높아 case 2 water에 속한다. 따라서 황해

에서의 센서보정이나 생물광학 알고리듬의 검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동해의 경우에



도 봄철에 강하게 나타나는 황사현상과 연중 지속되는 대기중의 입자에 의해 동아

시아 표준 대기보정 알고리듬이 요구된다.

결국 맑은 해역의 수중광학 특성을 나타내는 해역과 계절적으로 황사와 기상조

건의 영향이 적은 시점의 현장관측이 요구된다.

OSMI 검증 및 보정을 위한 1 단계 연구사업 기간 동안은 OSMI 발사지연으로

OSMI로부터 관측된 정보와 현장실측치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OSMI의

활용 및 응용과 최종생산물 자료의 공급을 위해서는 OSMI 센서로부터 수신된 정

보의 검증 및 보정과 함께 생물광학 알고리듬의 검증을 통한 최종 결과물 (final

product)이 생산되어야 한다.

특히 OSMIDAS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될 OSMI 자료의 L0자료에서부터 L1, L2

의 자료들은 각 단계별 프로세싱 과정의 검증이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획득될 전 지

구적인 엽록소 농도의 정확도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국제 해

색센서 연구그룹으로부터 OSMI의 자료에 대한 정확도를 인정받고 전 세계적인 활

용자 그룹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Fig. 2-4 Working group of the SeaWiFS program and principal

researchers (thttp://SeaWiFS.gsfc.nasa.gov/~grey).



Table 2-1. Classification of cal/val activities for ocean color sensors.

Table 2-2. Regional characteristics of OSMI cal/val activities.

작동
기간

발사후
점검

발사
전

동시관측,

별도관측a a
엽록소, 부유사
농도의

위성- 현장 비교

최종 생산자료
의 검증

위성- 현장

동시관측a a
대기, 해양 광학
특성의

위성- 현장 비교

대기 알고리듬
의 검보정

위성- 현장

동시관측a a
센서신호= 대기신
호+ 해양신호

복사도 검증

위성자체 내의

보정장치a aa
램프 및

태양 보정

(Solar Cal.)

복사도 보정

(Radiometric
Calibration)

요구조건

수행기간

내용

검보정의

종류

최종생산자료의
검증

대기알고리듬의
검증

복사도
검증

총광량
(TOA)

동중국해

대양

엽록소 알고리듬황사 보정동해

Case 2 lgorithm

부유사 알고리듬

대기 효과 및

Lw(765, 865)= 0

황해

검보정 내용해역



Fig. 2-5 The map of optical data sampling points for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ocean color sensor with SeaBASS program (SeaWiFS

Technical report)



제 2 절 CZCS, OCTS, SeaWiFS 자료 획득 및 영상분석

1. CZCS, OCTS, SeaWiFS 해색자료 획득

OSMI의 검증 및 보정과 활용연구를 위해서 기존에 발사되어 활용되고 있는

해색센서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관측을 위

한 활용연구와 기존의 해색센서가 검증 및 보정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연구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사업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발사되어 많은 해

색자료를 공급하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관측에 활용된 CZCS, OCTS와 SeaWiFS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관측에서 자료분석

의 문제점과 OSMI 검증 및 보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CZCS 자료확보

CZCS는 NASA에서 제공하고 있는 Level 2 결과물을 확보하여 한반도 주변해

역의 식물플랑크톤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생물량 (pigment) 농도 분포자료

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존의 연구자료와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특히, 1980년 황해의 생물량 변동을 월별 변화에 의해 관측할 수 있는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 OCTS 자료확보

1996년 8월에 일본 NASDA은 8개의 센서를 탑재한 ADEOS위성을 발사하였다.

이들 센서 중 해색센서인 OCTS (Ocean Color and Temperature Sensor)는 6개의

가시영역, 2개의 근적외부, 4개의 열적외부 파장대를 갖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chlorophyll-a 농도와 표층수온을 측정할 수 있다.

OSMI의 검증 및 보정과 활용연구를 위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OCTS L0, L1, L2

자료를 일본 NASDA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EUS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EUS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자료의 목록과 자료검색 절차에 따른 신청을 통해 CD에 저장

된 OCTS 자료를 받았다.

OCTS 자료는 L2의 엽록소 자료와 표층수온 자료를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해 분

석하였고, 현장관측이 실시된 시점의 자료를 비교하여 동해와 황해를 비롯한 한반

도 주변해역에서 해색관측과 엽록소 분포 관측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3) SeaWiFS 자료확보

미국 NASA에서는 1997년 8월 해색센서인 SeaWiFS 위성을 발사하여 현재 가

동 중이며, 8개의 파장대를 가진 SeaWiFS는 현재 해양에서의 엽록소 농도를 측정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SeaWiFS 자료는 한국해양연구소의 HRPT

station에서 수신된 원자료 (raw data)를 TeraScan 소프트웨어에서 level 0로 변환

한 후 미국 NASA에서 제공된 해색위성 자료처리 프로그램인 SeaDAS를 이용하여

level 1, level 2 단계를 거쳐 엽록소 농도가 계산되어졌다.

SeaWiFS는 당초계획보다 발사가 지연되어 1997년 8월에 발사되었고, 수신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전환할 수 있는 해독 번호가 미국 NASA로부터(

license key) 지연됨에 따라 SeaWiFS자료는 1998년 10월 이후에 해독이 가능하여

현재 수신되는 자료를 처리 중에 있다. 하지만, 자료 사용 규약에 의해 실시간 자료

의 분석이 아닌 수신된 이후 3 주 후에 해독번호를 받을 수 있어서 관측자료의 분

석은 1 개월 후에나 가능한 형태로 자료의 획득이 이루어지고 있다.

2. CZCS, OCTS, SeaWiFS 영상분석

1) CZCS자료에 의한 영상분석

CZCS는 3 개의 밴드역을 이용하여 1.5 mg/m3의 농도를 중심으로 두 개의 밴

드비율 알고리듬을 사용하고 있다. Gordon (1983)의 대기보정이론에 의한 670 nm



에서의 맑은 해역에서 얻어지는 대기중의 신호값을 가지고 알고리듬에 사용되는 밴

드의 보정이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2 단계의 알고리듬을 적용하고 있다. 즉,

C13으로부터 얻어진 피그먼트의 농도가 1.5 mg/m3을 넘을 경우 C23의 값을 사용하

는 방법으로 수중의 피그먼트 농도에 의한 알고리듬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C13= 1.298* (
Lw443

Lw550
)-1.71

C23= 3.3266* (
Lw520

Lw550
)-2.252

C13, C23 : Pigment (chlorophyll-a + phaeo-pigment)

Lw : normalized water-leaving radiance

2) OCTS에 의한 영상분석

본 연구에서는 NASDA로부터 알고리듬 버전 3으로 처리된 OCTS Level 2 자

료를 제공받아 1997년 5월 현장조사에서 관측된 엽록소의 농도와 비교하였다. 위성

자료의 처리는 OCTS자료 처리를 위해 미국 NASA에서 제공된 해색위성 자료처리

프로그램인 SeaDAS를 이용하였다.

OCTS 자료의 대기보정은 670 과 765 nm 밴드를 이용했으며 황사모델을 포함

한 열 개의 에어로졸 모델을 이용하였고, OCTS 엽록소 알고리듬은 아래와 같다.

Chl= 0.2818* (
L 4+ L 5

L 3
) 3.497

여기서, Chl : Chlorophyll-a concentration (g/l)

L n : Atmospheric corrected normalized water-leaving radiance

(mW․sr-1․cm-2․μm-1), L3 = 490, L4= 520, L5= 565 (nm)



3) SeaWiFS에 의한 영상분석

SeaWiFS 자료는 수신된 L0 자료를 SeaDAS 3.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기보

정과 기하보정을 수행하여 단계별 처리과정을 통해 최종 L2의 생물광학 자료를 획

득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NASA 표준 대기보정 알고리듬이 사용되었으며, 엽록

소 농도는 SeaBAM (SeaWiFS Bio-optical Algorithm Mini-workshop)에서 채택된

OC-2 알고리듬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피그먼트 (pigment = chllorophyll-a +

phaeo-pigment)는 현장에서 관측된 엽록소 농도와 피그먼트 농도의 선형회귀식의

OC-2 알고리듬을 통해 계산된 엽록소를 바탕으로 CZCS 피그먼트의 분포도를 얻을

수 있다. SeaBAM에서 채택된 SeaDAS의 엽록소 알고리듬은 OC-2 알고리듬으로

다음과 같다.

chl=-0.040+10 ( 0.341- 3.001x+ 2.811x 2-2.041x 3)

여기서, x = log10 [ Rrs(490) / Rrs(555) ],

Rrs(λ) = remote sensing reflectance



제 3 장 검․보정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토콜

OSMI센서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생물광학 자료의 획득과 분석방법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으며, 수중광학 측정 또한 다양한 관측장비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어서 정확한 표준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발사 이

전에 많은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SeaWiFS 센서의 경우 이러한 현

장관측자료의 관측오차를 줄이고 현장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OSMI센서의 보정을 위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관측된 생물광학 자료의 획득

방법과 자료의 분석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향후 국내 해양관측센서의 검증 및 보정

을 위한 해양생물광학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적합한 표준 방법을 본 연

구에서 제안하였다.

Table 3-1은 SeaWiFS센서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측정항목과 변수를 제시한

것으로 SeaWiFS 연구그룹에서 제안하고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OSMI의 보정을 위

한 최소한의 현장관측자료 항목을 Table 3-2와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3-1과

Table 3-2의 측정항목과 변수들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생물광학 자료의

현장관측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관측방법의 관측기기별 특성과 관측자료의 처리

및 Lw의 계산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본 절에서는 수중광학 관측장

비와 현장조사항목과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수중광학 측정변수 가운데 IOP (inherent optical properties)의 각 항목별

측정방법을 검토하고 해색관측을 위한 현장 수중광학 자료의 분석과 시료처리 방법

에 대한 기준 방법을 제시하였다.



Table 3-1. Observation items for the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OSMI

확 보 예 정 비 고
Primary Optical measurements

Incident spectral Irradiance, Ed(0-,λ) ◎ 현장관측

Downwelled spectral Irradiance, Ed(z,λ) ◎ 현장관측

Upwelled spectral Radiance, Lu(z,λ) ◎ 현장관측

Spectral Sky Radiance Distribution ◎ 현장관측

Calculated and Derived Variables

Water-leaving Radiance, Lw(0-,λ) ◎ 관측치에서 계산

Attenuation Coefficient Downwelled Irradiance, Kd(z,λ) ○ 관측치에서 계산

Attenuation Coefficient Upwelled Radiance, KL(z,λ) ○ 관측치에서 계산

Spectral Reflectance, RL(z,λ) ○ 관측치에서 계산

Ambient properties

Wind Velocity × × 현장관측

In situ fluorescence profiles ○ 현장관측

Aerosol samples × × 현장관측

Temperature and Salinity profiles ◎ 현장관측

Secchi Depth ◎ 현장관측

Primary Biogochemical Measurements

Phytoplankton Pigments (HPLC technique) × ○ 시료분석

Phytoplankton Pigments (Fluorometric technique) ◎ 시료분석

Total Suspended Material (TSM) concentration ◎ 시료분석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erial (CDOM) ○ 시료분석

Inherent Optical Properties

Spectral Beam Attenuation Coefficients, c(z,λ) △ 현장관측

Spectral Absorption Coefficients, a(z,λ) △ 시료분석

Spectral Backscattering Coefficients, bb(z,λ) △ ○ 현장관측

Spectral Volume Scattering Function, β(z,λ,θ) × ○ 현장관측

Red Beam Attenuation, c(z,660nm) ○ 현장관측

Algorithm Specific Research Measurements

Detritus Absorption Coefficients ○ 관측치에서 계산

Organic Suspended Material ◎ 시료분석

Inorganic Suspended Material ◎ 시료분석

Particle Absorption Coefficients ○ 관측치에서 계산

Particle Organic Carbon (POC) × × 시료분석

Particle Organic Nitrogen (PON) × × 시료분석

Phytoplankton Species Counts ○ 시료분석

Primary Productivity (14C) ○ 관측치에서 계산

Total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 × 시료분석

△ : 일부 파장대에서만 자료를 확보하였음. ◎ : 반드시 관측해야 할 항목



Table 3-2. Minimum set of observation items for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OSMI (Modified from SeaWiFS TM vol.25)

확 보 비 고
Primary Optical measurements

Incident spectral Irradiance, Ed(0-,λ) ○ 현장관측

Downwelled spectral Irradiance, Ed(z,λ) ○ 현장관측

Upwelled spectral Radiance, Lu(z,λ) ○ 현장관측

Spectral Sky Radiance Distribution ○ 현장관측

Calculated and Derived Variables

Water-leaving Radiance, Lw(0-,λ) ○ 관측치에서 계산

Ambient properties

Temperature and Salinity profiles ○ 현장관측

Secchi Depth ○ 현장관측

Primary Biogeochemical Measurements

Phytoplankton Pigments (Fluorometric technique) ○ 시료분석

Total Suspended Material (TSM) concentration ○ 시료분석

Organic Suspended Material ○ 시료분석

Inorganic Suspended Material ○ 시료분석

Algorithm Specific Research Measurements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erial (CDOM) ○ 시료분석

Spectral Absorption Coefficients, a(z,λ) ○ 시료분석

Spectral Backscattering Coefficients, bb(z,λ) ○ 시료분석



제 1 절 수중 광학 관측장비

해색센서를 보정하기 위한 수중광학 관측은 조사선에 의해 현장에서 관측장비

를 해수 밑으로 내려 관측하는 방법과 부이 시스템에 부착된 수중광학 장비에 의해

관측된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OSMI 보정을 위해 현장조사에 활용된 수중

광학 관측장비의 장비 종류 및 특성 설명과 현장에서 관측자료 획득 방법을 아래와

같이 관측장비별로 제시하였다.

1. MER 2040 (Biospherical Co.)

MER 2040은 OSMI 센서의 관측 채널을 포함한 13개 채널을 가지고 있다. 각

밴드는 10 nm의 밴드 폭을 지니고 있으며, 수면 위로 떨어지는 광량을 관측하는 센

서 (downwelling irradiance; Ed)와 수중의 구성성분에 의해 흡광과 산란이 일어난

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광량을 관측하는 센서 (upwelling radiance; Lu)의 수중센서

와 조사 선박 갑판에 위치하여 대기중의 구름에 의한 영향을 관측할 수 있는 데크

센서가 있다. 또한 PAR (Photosynthetic Available Radiometer)센서를 부착하고 있

어서 수중에 유입되는 광의 수직 소광계수 (Kd(PAR))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ER 2040에는 광학측정센서이외에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

분도를 관측할 수 있으며, 전기전도도 (conductivity)센서를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센서를 연결하여 노트북을 이용한 자료의 획득에 있어서 조사선에서 MER 2040을

이용하여 수중광학 관측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의 8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Protect the underwater connector : 수중센서와 조사선 위에 연결된 노트북과는

케이블에 의한 연결로 이루어지며 이때 케이블이 연결된 커넥터 부위는 가장 손

상 받기 쉬운 부분이므로 습기를 피하고, 연결 후에는 잡아당기거나 충격을 피하

여야 한다. 특히, 센서로부터 전송되는 신호값의 단절은 이 부분에서 쉽게 발생

하므로 조사현장에서 관측장비를 셋팅하는 과정에서 우선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② Protect the integrated circuits : 수중관측 센서와 선박 갑판에 위치한 노트북,

전원장치 등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장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는 통합된 운영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를 해수에 의한 단락이나 조사선에서의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단락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Avoid hazardous voltages : 수중센서는 12 - 24 V의 낮은 전류에 의해 작동되

므로 센서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전류의 급격한 변화는 센서에 손상을 줄 수 있

다. 소형 선박의 경우 전원공급장치의 안전성이 문제되기 쉽다. 따라서, 이동식

전원공급장치의 확보가 요망된다.

④ Check electrical connections : 수중센서에 연결된 케이블은 선상의 갑판에 위치

한 데크박스와 노트북에 연결되고 이러한 전기적인 연결은 선상 작업시 물에 노

출되기 쉽다. 때문에 조사시 해수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보호기구를 활용한다.

또한, 해수의 염분은 전기적인 접촉 부위에 부식을 쉽게 일으켜 조사항해 중 접

속불량에 의한 장비의 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⑤ Test the system before deployment : 모든 관측장비의 운용에서 기본적인 사항

이다. 수중광학장비는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선상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수중센

서, 데크센서, 노트북, 전원장치 등 서로 케이블에 의해 연결되는 장비이므로 장

비의 어느 한 부분의 불량이 발생할 경우 관측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

기 위해서 관측장비의 출장 전 테스트와 조사선박 출발 전 테스트를 통해 문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Maintain proper calibration : 관측장비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센서의 전기적인

신호값이므로 센서의 보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수에 접촉하는 부위나 기기



의 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 등은 센서의 관측값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일

부 센서의 경우 (LW-1800) 보정 램프을 활용하여 조사 전에 보정할 수 있으며,

최소 1년에 한번 관측기기 전반의 점검과 보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⑦ Avoid the shadow : 수중광학 관측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관측 요령이다. 수중광

학 측정은 태양의 유입광량에 의한 수중광량을 관측하는 것으로 조사선박의 그

림자에 관측장비의 센서가 위치하게 되면 정확한 수중광학정보를 얻을 수 없다.

때문에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사선박을 태양 위치방향으로 조정한 후 광학

센서를 수중에 투입한다. 또한, 수중에서도 조사선박을 비롯한 다른 구조물에 의

해 관측센서에 그림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데크센서가 있는 경우 구름

에 의한 영향을 보정할 수 있으나, 현장관측시 조사정점에 구름이 있는 경우 수

중광학 센서의 보정이 요구되므로 구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측

한다.

⑧ Carry spare cable : 케이블의 관리는 수중광학센서의 관측결과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 선박에서의 작업은 케이블의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염분에 의한 접

속불량의 상태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여분의 케이블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만약 여분의 케이블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케이블의 접속 부분에 방수처

리제를 발라 처리한다.

◆ 현장관측시 주의사항 프로토콜

① Surface unit (MER2041)과 PAR sensor를 그림자가 없는 곳에 수평하고 안전하

게 설치한다.

② 노트북과 deck unit, MER2040, MER2041, 그리고 PAR sensor의 모든 케이블

연결이 모두 올바른지 확인한다.

* 주의 : Underwater unit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실리콘 그리스 (silicon greece)

를 사용하여 연결부 (connector)의 파손을 방지하고, 케이블을 광학측정기 (body



frame)에 한번 감아주어 장력 (tension)이 연결 부분에 바로 걸리지 않도록 한다.

③ Deckbox의 전원을 반드시 점검한다 ( 2040 : 56V±2V, 2041 : 28±2V ).

④ Ed , Lu , PAR sensor를 비롯한 모든 관측부위의 창 (window) 부분을 잘 닦아

준다.

⑤ 정점에 도착하면,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의 기수를 돌린다.

⑥ 윈치 (Winch)와 광학 측정기의 연결이 튼튼하게 확실히 연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MER 2040 관측장비의 Software

M24SETUP.EXE

M24-READ.EXE

M24-PROF.EXE

M24-TEST.EXE

DEFAULTS.CFG

DEFAULT.PLT

◆ 현장에서의 광학측정기 운용

① System 전원을 켠다. (순서 : 후면 main → 전면 main → underwater →

surface unit)

② M2040-PROF.EXE를 실행시킨다.

→ 전 시스템 케이블의 연결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자동으로 펌프와 fluorometer를

off 시키게된다.

③ CFL (configuration) 선택에 이상이 없으면 Enter를 친다.

④ Underwater unit의 PAR sensor cap을 제거하고, 천천히 수면으로 장비를 내려

표층에 대기시킨다.

⑤ SELECTED PARAMETERS screen이 나오면, F1, F2 key를 차례로 눌러 펌프



와 fluorometer를 ON 시킨다.

* 주의 : 기계가 물 속에 잠기기 전에 ON 하면 안된다.

⑥ F4 key를 누르면 Data File Opening Section으로 들어간다.

⑦ Default로 지정된 file name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Enter를 누르면 Cast Card

Parameter를 차례로 지정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⑧ Station ID, Sky state, Operator name, Position, Sun position을 차례로 입력하

면, 화면상으로 모든 선택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문구가 나오고, 이상이 없으면 Y

를 입력하고 Enter를 친다.

⑨ Graphic display를 원할 때는 G, numerical display를 원할 때는 N을 입력한다.

⑩ 아직은 Not Recording 상태일 것이고, F4 key를 눌러 logging을 시작한다.

→ 화면상으로 Not Recording이 Recording으로 바뀔 것이며, Record number가 1부

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⑪ Record number가 30을 넘어가고 error가 없으면, 윈치 (winch)를 천천히 작동시

켜 장비를 수면 아래로 내린다.

* 주의 : error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바닥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수심까지

내린다.

⑫ 원하는 수심에 도착하면, F5 key를 눌러 downcast end point를 입력하고 표층까

지 기계를 올린 후 F6 key를 눌러 upcast end point를 입력한다.

⑬ F7 key를 눌러 data save를 한다.

⑭ F9 key를 누르면 termination 확인을 묻고, 다음으로 펌프와 fluorometer를 off

할 것인지 물어온다.

⑮ 펌프와 fluorometer가 off 되면 자동으로 program이 종료되며, 기계를 갑판위로

올리고 시스템 전원을 끈다. (전원을 켤 때와 반대 순서로)

* Casting 전 후로 dark current 획득을 위하여 모든 광 센서를 가린 상태로 약 4

5～60초 동안 data를 얻는다.



◆ 현장관측 후 장비관리 (Post Processing)

① 청수로 광학 측정기 몸체와 케이블을 깨끗이 씻어준다.

② Underwater unit의 PAR sensor cap을 씌우고 안전한 위치로 옮겨놓는다.

③ Body에 white spot이 발견되면 상태가 안 좋은 것이므로 기계작동을 멈춘다.

④ O-ring과 electrical connector는 매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한다.

⑤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처리 (Data Processing)

① 저장된 cast card file과 binary file을 함께 software가 있는 디렉토리로 옮긴다.

② M24-READ.EXE를 실행한다.

③ CFL file 선택에 이상이 없으면 Enter를 친다.

④ Conversion 시킬 binary file name을 입력한다.

⑤ File and Plotting Options에 보이는 ‘W'를 입력하면 ’csv' file로 전환된다.

⑥ ‘F' option을 사용하여 다른 binary file을 open할 수 있다.

2. PRR-600 (Biospherical Co.)

PRR-600 (Profiling Reflectance Radiometer)은 MER2040과 같은 수중광학 측정

장비로 가시영역에 6개 채널 (412, 443, 490, 510, 555, 665 nm)을 가지고 있다.

MER2040에 비해 소형이며 윈치가 필요 없어 관측자가 케이블을 손으로 내릴 수

있는 관측장비이다. 또한, 수심에 따른 수온을 측정할 수 있다.

조사선에서 PRR-600을 이용하여 수중 광학측정을 할 경우 최소한 2 명의 작업

이 요구되는데 한 명은 PRR-600을 케이블과 함께 수중으로 내리는 작업을 담당하

며, 다른 한 명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케이블을 통해 입력되는 수중 광학정보를 확

인하고 PRR-600의 작동을 담당하게 된다. 수심 정보를 통해 PRR-600이 조사정점



의 바닥에 닿는지를 확인하고 조류의 세기에 의한 PRR의 기울림 (tilt and roll)을

관측하여 관측지점에서의 조류에 의해 PRR-600의 기울기가 심하게 나타날 경우

관측지점을 조정하기도 한다.

수중 광학 관측장비의 대부분은 조사선박의 그림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따라서 조사선박에 의한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태양 위치에서 PRR-600을 수

면 아래로 내리도록 한다. 또한 표층에서는 선박의 반사광에 의한 산란된 빛이 Ed

센서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PRR-600을 선박의 몸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작동시

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층에서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해양에서는 해수면의 파동에 의해 파도의 최고점과 최저점에 의

한 볼록 거울모양의 웨이브가 생기는데 이는 태양으로부터 해수면에 유입되는 빛

을 한점에 모이도록 하거나 산란시키는 작용을 한다. 마치 실내 수영장의 바닥 면

에 생기는 빛의 모임과 흩어짐 현상은 표층에서 얻어지는 수중 광학자료의 관측에

오차를 유발한다. 때문에 표층에서는 기기의 적응시간을 포함하여 5분에서 10분 이

상 일정수심에 위치하여 자료를 획득하다가 천천히 수심에 따른 광학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케이블을 내린다. 케이블을 내릴 때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비를 내리거나 조사선박 위로 올릴 때 센서 부분이 다른 장비

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현장관측 전 점검사항 (Previous Check Point)

① 노트북과 deck unit, Ed, Lu 센서의 모든 케이블 연결이 모두 올바른지 확인한

다.

* 주의 : 케이블을 측정기 몸체 (body frame)에 단단히 조여 장력 (tension)이 각

케이블의 연결 (connector) 부분에 바로 걸리지 않도록 한다.

② 전원공급장치 (사전에 하룻밤 동안의 Deckbox 충전을 요한다.)

③ Ed, Lu 센서의 모든 창 부분을 잘 닦아준다.

④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선의 위치를 조정한다.



◆ PRR-600 관측장비의 Software

SETUP.EXE

READ.EXE

PROFILE.EXE

TEST.EXE

DEFAULTS.CFG

DEFAULT.PLT

◆ 현장에서의 광학측정기 운용

① 모든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underwater 부분의 방수 확인)

② System 전원을 켠다.

③ 프로그램 PROFILE.EXE를 실행시킨다.

④ CFL file 선택에 이상이 없으면 Enter를 친다.

⑤ 값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화면상으로 우선 확인한다.

⑥ Underwater unit을 천천히 내려 표층에 대기시킨다.

⑦ F2 key (Castcard)를 눌러 station, position, sky, operator, ship position 등의

정보 입력

⑧ F4 key를 누르면 Data File Opening Section으로 들어간다.

⑨ Default로 지정된 파일이름 (날짜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Enter를 누르고,

print option과 graphical display option은 No answer.

⑩ 아직은 Not Recording 상태일 것이고, F4 key를 눌러 Start profile을 시작한다.

→ 화면상으로 Not Recording이 Recording으로 바뀔 것이며, Record number가 1부

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⑪ Record number가 30을 넘어가고 error가 없으면, 관측기기를 매우 천천히 내린

다.

* 주의 : 오차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바닥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수심까지



내린다.

⑫ 원하는 수심에 도착하면, F5 key를 눌러 downcast end point를 입력하고 표층까

지 기계를 올린 후 F6 key를 눌러 upcast end point를 입력한다.

⑬ F4 key를 눌러 Stop profile을 한다.

⑭ Ending comment에 특이 사항이 있으면 입력한다.

⑮ 기계를 갑판 위로 올리며 F9 key를 눌러 연결을 끊고, system 전원을 끈다.

* Casting 전.후로 dark current 획득을 위하여 모든 광 센서를 가린 상태로 약 4

5～60초 동안 data를 얻는다.

◆ 현장관측 후 장비관리 (Post Processing)

① 청수로 관측장비의 몸체와 케이블을 깨끗이 씻어준다.

② 통풍이 잘 되는 위치로 옮겨 건조시킨다.

③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처리 (Data Processing)

현장에서 얻어진 수중광학 자료는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관측자료를

3.5 inch 디스켓으로 복사하여 관측일과 관측항해명을 기입한다. 조사선박에서 하선

하여 연구실로 돌아오는 과정이나 2일차 3일차의 항해 중 노트북의 파손이나 자료

의 손실을 막기 위해 현장관측 자료는 항상 복사본을 만든다.

다음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를 엑셀이나 IDL, MatLab과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하기 이전에 PRR-600으로 얻어진 자료를 변환시키는 단계이다. OSMI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관측자료의 처리는 각 조사정점과 관측시간 및 관측 항해명이 기록

된 카드파일과 함께 csv 파일로 전환된 자료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얻어진 자료는 파장별 또는 수심별 관측결과의 분석에 이용되며, Lw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심에 따른 광량의 변화가 일정한 기울기를 같도록 보정하

여 수면 바로 아래의 Lu 또는 Ed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① READ.EXE를 실행한다.

② Conversion 시킬 binary file의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file name을 입력한다.

③ File and Graphing Options에 보이는 ‘Z'를 입력하면 ’csv' file로 전환된다.

⑥ ‘F' option을 사용하여 다른 binary file을 open할 수 있다.

3. OCP (Satlantic Co.)

OCP (Ocean color profiling system)는 OCR-200의 수면 위로 올라오는 광량을

(upwelling radiance) 관측하는 센서와 OCI-200의 downwelling irradiance를 관측하

는 센서에 의해 구성된다. OCR-200은 400 - 700 nm까지 7개의 채널을 가지고 10

nm 또는 20 nm의 밴드 폭에 의해 수중 광을 관측하게 된다. 최대 관측 깊이는 400

m로서 OCI-200 또한 동일한 채널의 밴드영역을 가지고 수중 광을 관측한다. 공기

중에서 본체를 제외한 센서만의 무게는 1.2 kg으로 소형이며, PRR-600과 동일한

급의 수중광학 관측장비에 속한다.

PRR-600이 케이블에 의해 천천히 수심으로 내려주어야 하는 관측방법을 가진

것에 반해 OCP는 조사선박에서 조사선박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위치의 수면에

OCP를 던진다. OCP는 분체에 부착된 무게 추의 무게와 날개에 의해 일정한 속도

로 하강하면서 수중 광을 관측하게 되어 조사선박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관측자가 관측장비를 계속 잡고 내릴 필요가 없어 현장에서 관측장

비를 운용하는데 편리하다. 단, 무게 추의 무게를 조절하여 해양에서의 하강 속도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류의 영향이 크거나 작은 차이에 따른 자료 획득의 조절

이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3-4에 OCP의 관측장비 모습과 관측장비 운용

시의 장면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OCP를 활용하여 수중 광학 자료를 획득할 때 조사 전-후 반드시 점검해

야할 사항과 작동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 장비운용 이전에 점검사항 (Previous Check Point)

① 모든 연결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② Ed, Lu 센서의 창 부분을 잘 닦아준다.

③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안전하게 던질 준비를 한다. 케이

블이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정돈해 두어야 하며, 선박의 다른 장애물에 의

한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장비 운용방법 (Casting)

① 두 명이 기계를 안전하게 잡고 바다로 던져 표층에 놓는다.

② 전원을 켜고 SatView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③ NEW를 누른 뒤 Profile mode를 선택한다.

④ Profiler를 눌러 com1, 19200, wet, ocp022b를 선택한다.

⑤ Reference를 눌러 com3, 19200, dry, mvd042b를 선택한다.

⑥ Connecting icon을 누른다.

⑦ Profiler, Reference를 각각 눌러 synced 되는지 확인

⑧ LOG icon을 눌러 data logging start

⑨ 자료가 잘 들어오나 확인하고 자유낙하 시킨다.

⑩ 자료를 모두 받으면 반대로 LOG icon 눌러 logging 멈춘다.

⑪ 기계를 건져 올리며 Connecting icon을 눌러 disconnect 시킨다.

⑫ 프로그램을 끝내고 기계를 deck에 올린다.

◆ Post Processing

① 청수로 몸체와 케이블을 깨끗이 씻어준다.

② 안전한 위치로 옮겨 놓는다.

③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 Software Requirements

SATVIEW.EXE

MVD042B.CAL

OCP022B.CAL

다음 Fig. 3-1은 PRR-600 을 이용하여 수중 광학 측정을 하기 위해 해수면에

장비를 투입하는 장면이며, Fig. 3-2는 OCP 장비를 수면에 입수시켜서 표층에서의

광을 측정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3-3은 OCP 관측장비를 조사선 선상에

위치시켰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ig. 3-4는 수중광학 측정장비를 수중에 투입하기 위한 윈치의 작동을 나타낸

것이며, Fig. 3-5는 MER2040의 현장관측 장면이다. MER2040의 경우 본체의 무게

를 지탱하여 수심 방향으로 장비를 내릴 수 있는 윈치가 요구되어 Fig. 3-4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광학 측정을 한다.



Fig. 3-1 Measurement of the optical data using PRR-600 (up)



Fig. 3-2 Measurement of the optical data using OCP (Satlantic Co.)



Fig. 3-3 Picture of the OCP on the ship.



Fig. 3-4 Measurement of the optical data using winch.



Fig. 3-5 Measurement of the optical data using MER2040.



제 2 절 현장조사 항목과 방법

현장조사 관측항목과 분석방법은 검/보정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CZCS

이후 OCTS, SeaWiFS, MODIS, MERIS 등의 해색센서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하

게 다루고 있고 점차적으로 개량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SMI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현장조사자료의 획득방법을 다양

한 문헌조사와 현장실험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화된 현장자료 획득

방법을 바탕으로 OSMI가 발사된 이후 다양한 연구그룹의 현장관측자료를 종합하

여 OSMI를 검증 및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절의 목적이며, 현장조사

분석항목과 분석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발되거나 운용될 해색센서의 활용을

위한 기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현장조사와 분석항목은 해색센서에서 얻어진 영상신호를 분석하여 얻어진 최

종 생산물을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OSMI의 위성관측 자료가 기하

보정과 대기보정의 처리단계를 거친 후 Level 2 생산물인 해양의 엽록소를 검증하

는데 필요한 현장관측항목과 조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엽록소와 식물색소량 (Chlorophyll a and Pigment ; extraction method)

Jeffery et al. (1997)은 해양 시료에서 다양한 색소를 측정하는 방법들의 원리,

방식, 문제점들을 비교하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해색 자료에서 추출하는 최종 산

물은 엽록소-a와 그 분해 산물이다. 일반적인 식물 색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LC

또는 HPLC와 같은 방법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시료 분석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엽록소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훨씬 간단

한 방법이 가능하여 분광계나 형광계를 쓸 수 있다. 형광법은 분광법 보다 최고

50 배 이상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자료의 대다수는 형광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자료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도 형광법은 가장 중심이 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SeaWiFS 등의 위성 프로그램에서는 형광법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하되 아



래에서 언급할 측정 오차를 관리하기 위해 HPLC로 질관리를 하는 것을 표준 방법

으로 채택하고 있다.

분광계를 쓰는 방법은 2～3개의 파장대에서 흡광을 측정하여 chlorophyll-a, b, c

등의 농도를 계산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엽록소 분해 산물이 분자

량으로 20%이상을 차지할 경우 큰 오차를 가지게 된다 (Jeffery et al., 1997). 지수

적 성장기에 있는 배양 시료는 엽록소 분해 산물의 농도가 충분히 낮으나 자연 시

료에는 대개 엽록소 분해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러한 방법은 적합하지

못하다.

엽록소 분해물을 구별해 내기 위해 약산으로 시료를 산화시켜 산화 전후의 흡

광을 665 nm에서 비교하는 방법이 널리 쓰인다 (Lorenzen, 1967). 산화법은 분광

법 뿐 아니라 형광법에서도 (Holm-Hansen et al., 1965) 적용한다. 그러나 산화법

은 엽록소-a 이외의 색소는 감지할 수 없으며 엽록소-b가 있을 경우 엽록소-a의

농도는 과소 평가되고 pheopigments의 농도는 과대평가 되는 오차가 동반한다.

Welshmeier (1994)는 엽록소-b의 영향을 최소한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Pheopigments의 흡광이 적은 파장대에서 발광하는 여기 전구를 (Type 10-089,

Turner Designs Inc.) 쓰고 엽록소-b의 영향이 적은 파장대에서 여기필터과 (436

nm, 폭 10 nm), 발광필터 (680 nm, 폭 10 nm)를 쓰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시료채취, 보관, 용매추출과정을 적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은 분

석 방법에 상관 없이 동일하며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 SCOR에서 추천하는 분광법

(Lorenzen, 1967), 형광법 (Holm-Hansen et al., 1965), reverse-phase binary

gradient HPLC (Wright et al., 1991)을 적용하여 엽록소 값을 얻게 된다.

① 미리 volume을 측정하여 알고 있는 500 ㎖ bottle에 채수한 해수를 가득 부어

사용하거나 (배의 흔들림 고려) 또는 메스실린더를 이용해 측정한 500㎖의 해수

를 47 ㎜ GF/F filterpaper로 거른 후 filterpaper를 안쪽으로 잘 두 번 접어 20㎖

LSC vial에 넣는다.

② 시료처리를 즉시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액화질소에 냉동 보관 한다 (이 경우,

polyethylene vial 사용).



③ 90 % acetone 용액 13 ㎖ 를 첨가해 filterpaper가 잠기게 하여 24시간 용출

④ syringe를 사용해 시료를 GF/F filterpaper로 여과해 유리 vial에 담는다.

(syringe와 filterpaper를 90 % acetone으로 rinsing해가며 여과)

⑤ Turner fluorometer에서 측정하여 값을 읽는다. (Fo)

⑥ 10% Hcl을 50 ㎕를 첨가해 재 측정하여 값을 읽는다. (Fa)

2. 부유물질 (Total Suspended Sediment; TSS, Suspended Sediment; SS)

부유물질은 다양한 정의에 의해 그 의미가 분류되고 있어서 분석하는 사람에 따

라 다른 실험방법에 의해 자료를 획득하고 있으며, 해색관측에 의한 엽록소와 식물

색소량 관측보다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부유물질은 47 ㎜ GF/F에 필터된

물질중 유기물과 무기물의 혼합무게를 말하는 것으로 유기물을 회화하여 측정하는

부유사와는 다르다.

본 연구의 실험방법에서는 이 두 측정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험결과 자

료를 획득하였다.

① 미리 450˚C의 furnace에서 overnight 회화한 후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무게를

측정해 놓은 47 ㎜ GF/F filterpaper를 petri dish에 넣어 보관해 샘플준비를 한

다. (이때, petri dish 앞 뒤에 모두 label을 해두고 무게를 적어둔다)

② 미리 volume을 측정하여 알고 있는 500 ㎖ bottle에 채수한 해수를 가득 부어

사용하거나 (배의 흔들림 고려) 또는 메스실린더를 이용해 측정한 500 ㎖의 해수

를 준비해 간 filterpaper에 거른다.

③ 쭉쭉이에 담긴 증류수를 funnel 벽에 충분히 (200 ㎖ 이상) 흘려주어 염기가 완

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해수중에 포함된 염분은 물에 녹아 있는 상태와 건조된

상태에서 부유사의 무게 측정에 따른 오차를 발생시킨다. 때문에 염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증류수로 재 필터하며 이때, 여과지에 직접 증류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로 가져온다 (부유물질에는 유기물의 성분을 포함한 엽록

소와 식물플랑크톤의 잔해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온에서 계속적인 반응으로 무

게에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냉동 보관하도록 한다).

⑤ 여과지를 꺼내어 oven에서 60˚C로 24시간 건조시킨 후 desiccator에 보관

⑥ 충분히 식은 여과지를 꺼내어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해 미리 알고 있는 여과지

의 무게를 빼주어 총 부유물질량 (TSS)측정

⑦ 다시 furnace에서 450˚C로 2시간 이상 회화하여 유기물을 완전히 태워 없앤 뒤

마찬가지로 식히고, 무게를 재 측정하여 부유사 (SS)를 정량한다.

* 실험 과정에서 여과해수와 증류수를 약 3장 정도씩 filter해서 값을 보정해 준다.

3. 용존유기물 (CDOM :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용존유기물은 yellow substance라고 불리며, 전 처리한 후 자외선-가시영역 밴

드에서 흡광을 측정한다. Reuter et al. (1986)은 Nansen bottle에 시료를 담아

Sartorius 0.2 mm 셀룰로이스 막 필터에 필터한 후 냉암소에서 200 ml의 시료를

갈색병에 보관한다. 0.5 M HgCl2 400 ml를 첨가하여 박테리아의 성장과 DOM의

분해를 막는다. 샘플의 흡광측정은 이중 beam Perkins Elmer 다중분광계를 이용하

여 분석하며 10 cm 수정 셀에 증류수를 채워 기준값을 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용존

유기물의 흡광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며, Diebel-Langohr et al. (1986)에 의해 검

증되었다.

용존유기물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부식질에 의해 농도의 영향이 나타나므로 연안

에서 해양으로 갈수록 용존유기물의 농도는 낮다. 용존유기물은 400 - 500 nm 영

역에서 높은 흡광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해색센서에서 얻어진 엽록소의 정량적인

해석을 위한 밴드 알고리듬에 오차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생물광학 알고리듬을 구

성하거나 분석된 엽록소 농도의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SeaWiFS에서는 412 nm에

서의 Lw를 획득하고 있다. OSMI에서는 412 nm와 443 nm에서 Lw를 얻게 되는데



OSMIDAS에서 엽록소 알고리듬으로 사용하는 OC-2 알고리듬은 490/555 nm 밴드

의 밴드비율에 의한 신호값에 의해 위성자료로부터 엽록소 농도를 추출하므로 412

와 443 밴드에 의한 신호를 분석하여 용존유기물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용존유기물의 현장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OSMI의 엽록소 알고리듬 개발과

412 nm와 443 nm의 밴드보정은 향후 황해와 같은 Case 2 water의 수중 광학적인

특성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용존유기물의 측정방법은 흡광을

측정할 때 기준 검정을 어떤 용액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즉, 순수한 증

류수를 기준 검정액으로 사용할 경우 필터한 해수의 염분과 다른 해수의 이온성분

에 의한 흡광에 대한 오차가 발생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맑은 해역에서 얻어진

해수를 필터하여 용존유기물의 흡광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검정액으로 사용한다.

용존유기물의 흡광을 분광광도계에서 측정할 때 사용되는 셀은 10 cm의 길이를

지닌 셀을 이용하는데 이는 1 cm 셀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측정 길이에 의한 흡광

보정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용존유기물의 흡광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과정으로 1 cm 사각 셀과 10 cm 원통형 셀의 사용이 비교되었고, Ocean

Optics 96과 98년 workshop에서도 10 cm 셀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용존유기물의 흡광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현장실험 과정을 OSMI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실험방법으로 제안하였다.

◆ 현장 실험 과정

① 멸균 처리된 유리 bottle에 역삼투압 수를 받아간다.

② 멸균 처리된 20 ㎖ 유리 vial을 준비한다.

③ Furnace에서 미리 450˚C로 회화한 GF/F filter paper 혹은 25 ㎜ 직경 0.2 ㎛

pore size의 syringe용 filter paper를 가져간 약 100 ㎖의 역삼투압 수로 rinsing

한다.

④ 채수한 해수 (이때, 채수기는 Go-Flo bottle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를 최대

한 즉시 여과지로 여과하여 세 개의 20 ㎖ 유리 vial에 담는다. (10 ㎝ path

length cuvette 사용시 가장 적정한 시료 양으로 반복 실험을 위해서는 동일한



용량의 시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⑤ 냉암소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가져온다. 드라이 아이스 박스를 이용할 경우 vial

이 직접 드라이 아이스에 닿지 않도록 시료와 냉매제를 구분할 수 있는 박스로

경계를 주어야 하며, 시료가 얼어 용기가 파손되는 것을 주의한다.

QC를 위해 멸균 처리된 역삼투압 수를 현장에서 흡광 측정을 위한 동일한 방법

으로 처리하여 vial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하며, 이를 기준 검정 용액에 의해 흡광측

정하여 시료의 운반이나 용기의 사용에 따른 실험 오차를 보정하도록 한다.

현장 샘플은 실험실에서 흡광 측정을 하도록 하는데 용기에 남아 있는 미세한

양의 이 물질에 의해서 쉽게 측정 오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하는 용기의 세척 및

rinsing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

◆ 흡광계수 (Absorption coefficient) 측정

① 부유입자가 없는 깨끗한 증류수 (역삼투압 수)로 blank를 잡아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 상에서 흡광 (absorption)을 측정한다.

② 각각의 시료마다 증류수로 cuvette을 세척하며 300 nm부터 700 nm까지 연속 측

정한다. (이때, cuvette 외부에 물기나 지문이 남지 않도록 세심히 닦아주고, 시

료를 채울 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가득 채워야 한다) 시료의 온도가 낮고 실

험실의 공기가 높은 기온을 나타낼 때 셀 표면에 발생하는 물기 입자에 의한 영

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반드시 킴스 와이프로 10 cm 셀의 표면을 잘 닦아준다.

용존유기물의 흡광은 시료의 흡광 곡선에서 기준 검정액의 흡광 곡선에 의한 값

을 빼서 측정하게 되므로 용존유기물의 흡광 측정시 기준 검정액의 흡광을 변경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기준 검정액의 흡광 곡선을 두 세 차례 측정하여 기준

검점선이 올바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4. 입자상 물질의 흡광 (Particulate absorption)

입자상 물질의 흡광은 엽록소의 정량적인 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오차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물플랑크톤의 피그먼트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은 부유사와

식물플랑크톤의 산화물에 의한 영향이 동시에 흡광을 측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이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필터된 입자상 물질에서 엽록소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뜨거운 또는 차가운

(Hot and Cool) 메탄올을 1 분에서 30 분 처리하는 방법은 흡광계수 산출결과 유사

한 결과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NaClO (sodium hypochloride)가 phycoblin이나 다른

피그먼트의 흡광을 제거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Nelson, N. B, M. Kishino, H. Maske, J. Patch, M. Ferrari, S. Tassan,

http://spg.uscd.edu)

이 방법은 비식물플랑크톤의 흡광으로부터 식물플랑크톤 만의 흡광계수를 산출

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Kishino (1985)가 제안한 메탄올 추출에 의한 입

자상 물질의 흡광 측정은 화학적 탈색 방법과 비교되어 연구되었고, 추출시간, 온

도, 용매제와 산화제의 농도 등이 다양한 조건의 조합으로 연구되어졌다.

입자상 물질의 흡광을 측정하는 것은 엽록소에 의한 흡광을 보다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실험방법이 된다. 해양의 수중광학 측정 중 흡광계수 산출을 위한 (aphy,

adet, ass) 연구는 흡광 측정시 나타나는 부유물질의 산란에 의한 영향이 오차를 유발

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제안되었다 (Tassan and Ferrari,

1995).

본 연구과정에서 제안된 흡광계수의 산출방법은 Kishino (1985)의 방법을 채택

하여 현장관측 자료의 동일한 자료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NaClO를

이용한 탈색에 의한 부유물질의 흡광측정이 엽록소와 부식질 (detrius) 농도가 높은

연안해역의 시료분석에 더 적합하여 실험하고 있다 (Tassan and Ferrari, 1995).

즉 낮은 농도의 엽록소 시료에 탈색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흡광계수를 산출

하는데는 많은 오차가 나타난다. 이는 탈색제의 반응시간과 탈색제 농도에 의해 변

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황해



와 같은 부유사의 흡광이 전 흡광계수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에

있어서는 흡광계수 산출을 위한 탈색법의 기준이 제안되어야 하나 아직 황해 해역

의 흡광측정을 위한 표준안이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흡광계수 산출을 위한 국제 workshop (Ocean absorption workshop report,

1996)에서는 HPLC를 사용한 피그먼트의 농도에 의해 mg pigment 농도당 mg Cl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Lake of Varese (Italy) : 0.12

Synechococcus sp. : 0.034

Emiliania h. : 0.11

Microcystis sp. : 0.103

Cl의 농도는 흡광 스팩트럼의 440 nm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용존

유기물에 의한 흡광영역의 400 nm 흡광계수 산출에 오차를 유발한다. 이를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시료가 필터된 필터의 Cl을 증류수로 씻어내도록 한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흡광계수 산출을 위한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 현장 실험 과정

① 엽록소 시료와 마찬가지로 일정량의 채수한 해수를 25 mm GF/F 여과지에 여과

한 후 여과지를 petri dish에 담는다. (petri dish 앞뒤에 모두 label 한다)

② Petri dish를 film 등으로 감아서 액체가 스며들지 못하게 처리한다.

③ 질소탱크에 급랭 보관 (한 정점에서 여러 층의 sample을 처리할 때는 잠시 냉동

실을 이용하여 하나씩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질소 탱크에 넣는다.)

④ 냉동 상태를 유지하며 실험실로 가져온다.

시료의 운반과정에서 제안된 질소 탱크는 필터된 엽록소의 분해를 방지하기 위

한 것으로 아이스 박스에 의한 시료 운반에 비해 시료의 보존에 유리하고 시료

의 운반 중 변질을 막을 수 있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양에서의 현장샘플은



1 주에서 2 주간의 장기간 동안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시료의 이동과 운반중에

해수 성분의 오염 등이 우려되므로 시료의 보관을 위해 질소 탱크를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 흡광계수 (Absorption coefficient) 측정

① 깨끗한 증류수에 적신 새로운 25 mm GF/F 여과지를 blank로 하여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 상에서 absorbance를 측정 (300 - 800㎚)한다. (이때, 여과

지의 시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blank를 잡은 여과지는 미리 증류수에

충분히 적셔서 사용한다.)

② 측정이 끝난 여과지를 다시 petri dish에 넣고 메탄올을 살며시 부어 여과지가

잠기게 한 다음 뚜껑을 닫아둔다. (이때, 아랫부분 petri dish가 깨지지 않았나 확

인)

③ 24시간 이상 지난 후 여과지를 꺼내어 filter funnel에 올려놓고 funnel을 씌운

뒤 petri dish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붓는다.

④ Petri dish에 메탄올을 다시 부어서 시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번 더 funnel에

붓는다.

⑤ 메탄올이 담긴 쭉쭉이를 사용하여 funnel 벽면을 씻어내어 엽록소가 남지 않도

록 충분히 여과한다. (이때, 여과지에 직접 발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Spectrophotometer 상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absorbance를 재 측정한다.

5. SBE 25 CTD

CTD는 수온, 탁도, 염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해양의 일반적인 물리적

환경요인을 관측하기 위한 장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BE 25 CTD는 PAR 센

서를 부착하고 있어서 수심에 따른 광량의 소광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CTD를 이용한 현장관측은 수중 광학관측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동일 정점에



서의 해양 물리적 환경요인을 비교하여 관측함으로써 수심 방향에 의한 수층

(water column)의 구조 특성을 파악한다. 즉, 성층의 구조나 혼합수심 정도 등을 파

악하여 수층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석하는데 이용하며, 형광관측 센서에 의해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의한 형광 정도를 이용한 엽록소 농도의 수직 분포를 분석한

다.

◆ Previous Check Point

① PC를 연결하고 software program TERM 25를 실행한다.

② F3 key를 눌러 battery check - 11.6V (max 12V) 이상이면 O.K

③ F8 key를 눌러 hard disk의 내용을 완전히 없앤다.

④ 이상이 없으면 PC의 연결을 끊고, pH meter의 electrode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제거한다.

⑤ 아래에 있는 주사기를 뺀 후 fluorometer와 transmissometer의 window부분과

PAR sensor를 잘 닦아준다.

CTD는 사용이 쉽고 기기의 보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측결과를 통한

수층구조의 파악이 용이하므로 현장관측에서 얻어진 PRR-600과 MER2040 등의 광

학측정 결과를 해석할 때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 CTD의 운용 (Casting)

① Switch를 On 하고, 표층에 내려 3분 이상 대기시킨 후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내리고 빨리 올린다.

② Switch off 후에, 담수로 기기 표면과 pump 내부를 씻어준 뒤 주사기에 담수를

채워 다시 끼워주고, pH meter 보호 bottle을 다시 연결한다.

* 주의 : switch on을 할 때는 강하게 끝까지 밀어준다. (ON 이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음)



현장에서 얻어진 CTD 자료는 PC에 연결하여 자료를 다운 받아야 하는데 현장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전원을 용량을 확인하고, 다운받은 자료는 반드시 복사본

을 만들어 보관한다.

◆ Upload ＆ Data Processing

① PC를 연결하고 software program TERM 25를 실행한다.

② F3 key를 눌러 casting number를 확인

③ F9 key를 눌러 data를 upload 한다.

④ Software program SEASAVE를 실행시켜 data conversion을 실행한다.

* 주의 : data conversion 시에 configuration file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효한 것

인지 필히 확인한다.

6. 현장관측자료 확보를 위한 준비물과 분석시료

현장관측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각 분석 항목에 따라 반드시 요구되는 준비물

이 있으며, 이러한 준비물의 목록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준비시 점검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OSMI 검증 및 보정을 위한 현장관

측 항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준비 및 현장 샘풀에 필요한 준비물의 목록

을 정리하였다.

1) 엽록소와 식물색소량 (Chlorophyll a and pigment; extraction method)

- 20 ㎖ LSC or polyethylene vial, 47 ㎜ GF/F filter paper, 90% acetone, 10 ㎖

acetone용 dispensor, 25 ㎜ GF/F filter paper, 20 ㎖ LSC vial, Turner

fluorometer, Turner cell, 10% Hcl, 100 ㎕ micro-pipette (tip 포함), rack, 핀셋, 킴

와이프스, filter set (or hand pump), filter funnel (47 ㎜), ice box, dry ice, glass



syringe, syringe set, acetone 용 쭉쭉이, 500 ㎖ 메스실린더 2개, 액화질소, 액화질

소 운반용기

2) 부유물질 (TSS, SS)

- 무게를 잰 47 ㎜ GF/F filter paper + petri dish, 핀셋, filter set (or hand pump),

filter funnel (47 ㎜), 쭉쭉이, ice box, dry ice, milli-Q water, 500㎖ 메스실린더 2

개

3) 용존유기물 (CDOM)

- 0.2㎛ syringe용 filterpaper, plastic syringe 2개, 20㎖ LSC vial, 역삼투압 수, ice

box, dry ice

4) 입자상 흡광계수 (Particulate absorption coefficient)

- 25㎜ GF/F filterpaper, petri dish, 방수 film, filter set (or hand pump), filter

funnel (25㎜), 질소탱크, 액화질소, 질소 보호장갑

5) Size fraction

- 5㎛ pore size 47㎜ PC membrane filterpaper, vacuum flask 2개, filter funnel

(47㎜) 2개 + Chlorophyll a measuring set

6) SBE 25 CTD

- CTD body, 보조 battery, battery charge adapter, dump cable, notebook, 25-9

pin connector, 밧줄, 공구, SBE 25 software



7) MER 204X

- MER 204X system (underwater unit -8762, surface unit -8763, PAR sensor,

deck unit, underwater cable (150m), surface cable (30m), PAR cable (2m), RS232

cable, notebook), 공구, silicon greese, MER software

8) PRR 600

- PRR 600 system (Ed unit, Lu unit, connect cable, underwater cable, deck unit,

RS 232 cable, frame, notebook, charge adapter), 공구, 밧줄, PRR software

9) LW-1800 Spectroradiometer

- LW-1800 system (underwater unit, underwater cable, deck unit, RS 232 cable,

connect cable, battery (12V))

10) 기타

- 필기구, 비닐장갑, pipet전지, 목장갑, 밧줄, 호스, Secchi disk, GPS, disket, 쭉쭉

이 종류별, 2ℓ plastic 계량컵 수심별, 양동이, 바가지, weight, 공구상자, silicon

greese, DR, WD, ECC, 테이프, cable tie, label, 노트, 코드 커넥터, 트랜스, 건전지

(quantummeter), Niskin bottle (+messenger) or electric pump + 호스, 각종

software, 수심측정기, tissue, 킴타올즈, 킴와이프스, tester, 각종 instrument

manual, 액체질소 탱크



제 3 절 OCTS 관측자료의 검증

OSMI가 발사된 이후 센서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전 단계 과정으로 OSMI의

검증 및 보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정에 따른 관측방법과 검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CTS 관측자료를 현장관측 자료와 비교하였다.

1997년 4월과 5월 동해와 황해의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현장관측자료와

OCTS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얻어진 Fig. 3-6과 Fig. 3-7은 OCTS 엽록소를 현장

관측일과 관측시간에 의해 비교한 것으로 Fig. 3-6은 현장관측 조사지점을 나타낸

것이며, Fig. 3-7은 분석된 엽록소 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현장관측자료와 일치되는

OCTS 영상 자료의 분석은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현장

관측시 위성이 현장관측지점을 통과하는 시각과 동일한 정점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지만 현장조사의 조사선 운행은 광범위한 조사해역의 위치에 의해 동일한 관측시

각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Fig. 3-6에서 얻어진 조사정점은 위성자료를 획득한 영상의 엽록소 추출 정점에

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정점만을 나타낸 것이며, 각 정점의 관측시간이 위성통과

시각과 비교되어 제시된 것이다. 황해의 경우 양자강 수의 영향이 제주도 동부해역

에 나타나는 지점이 관측된 결과이며, 황해 중부해역의 조사정점이 위성자료와 비

교되었다.

OCTS가 현장조사 정점을 통과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관측시간과의 오

차를 비교하여 위성 통과시각 이전에 관측된 정점은 마이너스 시각으로 위성 통과

시각 이후에 관측된 정점은 플러스 시각으로 표기하여 Fig. 3-7에 제시하였다. 각

정점에서 얻어진 현장관측 엽록소 농도와 OCTS 알고리듬을 통해 계산된 엽록소

농도의 관계를 Fig. 3-7에서 살펴보면, 황해는 동해에 비해 4.8247 mg/m3의 RMSE

(Root Mean Squar Error)를 나타내고 있어서 위성자료에 의한 관측치 현장관측치

에 대한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해의 경우 RMSE가 0.3245 mg/m3을 나타내고 있어서 황해에 비해 낮은 오차

를 나타내고 있으나, 동해는 위성관측 엽록소 농도 범위가 0 - 2 mg/m3 황해는 0

- 15 mg/m3의 농도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서 황해에서의 OCTS 위성관측에 의한



Fig. 3-6 Sampling points for the validation of OCTS chlorophyll-a (a)

East Sea (b) Yellow Sea .

(a)

(b)



Fig. 3-7 Comparison between the in situ chlorophyll-a and OCTS

chlorophyll-a in the Yellow Sea and Esat Sea.



오차가 큰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성자료와 현장관측 시간의 차이에 의한

오차로 판단할 수 있는데 황해에서 관측된 OCTS 엽록소와 현장 관측치와의 관측

시간 차이가 32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황해에서 얻어진 엽록소의 농도에 차이가 발

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동해에서도 26 시간 또는 33 시간 이후에 현장

조사된 엽록소 농도가 비교되었으나 이들 관측 및 현장조사 결과는 낮은 오차를 나

타내고 있다.

또한, 다른 오차의 원인은 황해의 경우 Case 2 water에 해당하는 해역으로 부유

사의 농도가 높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용존유기물의 흡광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황해에서 OCTS 엽록소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얻은 엽록소 농도는 현장관측치

보다 높게 나타난다. 부유사와 용존유기물에 의한 훕광과 산란 특성을 고려한 Case

2 water 알고리듬의 개발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해색 원격탐사그룹에서 적절한

Csae 2 water 알고리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와 황해에서 얻어진 현장관측치와 OCTS 위성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비교

결과는 OSMI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황해의 경우 아직 부유사 농도와 용존유기물의 영향을 고려한 엽록소 알

고리듬에 제안되지 않은 해역으로 OSMI의 엽록소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

를 비교-검증하기에는 부적합한 해역으로 수중 광학 조사를 바탕으로 한 수중 광학

특성을 반영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광량 (Lu)과 태양의 위치에 의해 보정된 Lwn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를 수중 구성물질의 정량적인 농도와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OSMI의 센서 보정이 이루어지고 위성으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하여도 황

해 해역의 엽록소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결과를 나타내기에는 많은 오차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계절적으로 춘계의 황사현상은 대기의 산란에 의해 해색관측 자료

를 해석하는데 적합한 대기보정 알고리듬을 요구하게 되며, 황해의 부유사와 용존

유기물의 영향에 의한 엽록소 알고리듬이 제안되지 않는다면 OSMI를 통해서 얻어

진 황해의 엽록소 농도 분포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OCTS와

SeaWiFS 관측자료를 현장조사 자료와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보다 명확히

검증되었다.



셋째, 현장관측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선의 운행은 위성 통과 시각을 고려할 경

우 하루 한 개의 위성통과 시각과 동일한 시점 (match-up)의 현장관측 자료를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위성 통과 시각에 조사선이 위치한 지점에 구름이 없어야 위성

자료와 현장관측 자료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위성 통과 시각과 동일한 시점의 현장

관측자료 (match-up)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OCTS의 위성자료와 현장관측 결과의 비교를 통해서 Fig. 3-6과 Fig. 3-7의 결

과와 같이 조사선의 운행 계획을 위성 통과 시각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또

한, 위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의 24 시간 이내의 위성자료와 현장관측치 비

교가 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OSMI의 보

정과 검증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측시간의 비교 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OSMI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현장관측 자료중 한반도 주변해역의 관측자료 확

보를 위해서는 조사선에서 얻어지는 수중 광학 자료의 비교 분석과 관측시간 오차

에 따른 해수 특성의 연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 4 장 한국 근해 생물광학적 특성

생물광학 데이터 베이스는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하

였다. 황해와 동해의 생물광학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황해에서 1997년 5월과 1998

년 5월 2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 10월 동해에서 수중광학 측정을 비

롯한 현장관측이 이루어졌다.

제 1 절 현장관측 생물광학 자료

1997년 5월과 1998년 5월 황해에서 관측된 조사정점은 Fig. 4-1과 Fig. 4-2에

제시하였다. 황해에서 관측된 현장 관측항목으로 먼저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을 나

타내는 엽록소 농도와 탁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질, 부유사 농도를 Fig. 4-3에서

Fig. 4-6에 제시하였다. 각 정점에서 수심에 따라 얻어진 엽록소 농도와 부유물질의

농도는 Fig. 4-3에서 Fig. 4-6에 제시된 바와 같은 농도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7년과 1998년에 황해에서 조사된 각 정점의 수심별 생물광학 자료의 분석된 결

과를 Fig. 4-7과 Fig. 4-8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현장관측 자료와 생물광학 자료

의 수직 분포는 광학센서에서 얻어지는 파장별 수중 광의 변화를 조사정점의 다른

수질 측정항목과 비교하여 각 정점에서 나타나는 수심별 광학 자료의 변이를 해석

하는데 이용하였다.

또한, 위성자료에 의해 분석된 엽록소 농도와 소광계수 (K490)의 분포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1997년 현장관측 자료를 공간적인 분포에서 비교하여 Fig. 4-9부터

Fig. 4-14에 제시하였다. Fig. 4-9는 표층의 현장관측 엽록소 농도를 바탕으로하여

엽록소 농도의 공간적인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서해 연안과 양자강 수에서

비롯되는 엽록소 농도가 높고 황해 중부해역과 제주도 서쪽 해역에서 낮은 농도로

관측되었다.

Fig. 4-10은 각 조사정점에서 얻어진 수층의 평균 엽록소 농도를 제시한 것으로

Fig. 4-9와 같은 표층에서의 엽록소 농도와 동일한 공간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1997년 5월의 황해에서 표층 엽록소 농도에 의한 수층의 엽록소 농도 분포를

해석할 수 있고, Fig. 4-7에서 제시한 각 조사정점별 수층 수직분포를 비교하여 표

층 이하의 수층구조에서 나타나는 수중 광학적인 특성을 생물광학 자료에 의해 비

교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Fig. 4-11과 같이 각 수층에서의 엽록소 전체 농도를 공간적인 분포로

비교한 그림에서는 평균 엽록소 농도와는 다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서 수심에 따

른 수층별 엽록소의 공간분포가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표층 엽록소 농도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Fig. 4-12는 표층에서 현장관측된 부유사 농도를 공간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부

유사는 수층에서 흡광과 산란 특성에 의해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엽록소를 계산해내

는 알고리듬에 영향을 미치는데 Fig. 4-12에서와 같이 한반도 남서해안의 목포 지

역에서 부유사가 높은 농도로 분포하고 있음을 잘 볼 수 있다. 또한 황해 중부해역

에 까지 4.0 mg/L의 부유사 농도가 분포하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Fig. 4-7에서

제시한 각 정점별 수심별 현장관측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수층의 성층구조와 혼합

구조가 나타나는 정점에서 이러한 부유사의 영향이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Fig. 4-13은 혼합층 (Mixed Layer Depth; MLD)의 깊이를 나타낸 것으로 한반

도 연안해역을 따라 혼합층의 깊이가 20 m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저층에서

부유되는 부유사의 영향이 크고 엽록소의 수직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분

포를 관측할 수 있다.

OSMI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황해의 한반도 연안관측을 실시할 경우 위의 현장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자료의 최종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생물광학 자료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수층의 구조적 특성이 먼저 관측되어야 한

다.

Fig. 4-14는 OCTS로부터 얻어진 1997년 5월 황해의 엽록소 농도에 대한 공간

적인 분포와 현장에서 관측된 엽록소의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위성관측에 의한 표

층 엽록소 분포는 Fig. 4-9와 같이 현장 관측된 엽록소 분포와는 다른 공간분포가

관측되었다. 이는 수층의 평균 엽록소 농도 분포와 유사한 공간 분포를 나타내면,

위성관측 엽록소 농도가 현장관측치 보다 과대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Fig. 4-12의 부유사 분포와 혼합층 깊이에 의한 영향 등이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1998년 5월의 황해 현장관측자료는 MER2040에 부착된 센서인 fluorometer와 수

온센서, 탁도 센서에 의해 Fig. 4-8과 같은 수심별 수중관측 자료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Fig. 4-8에서 각 조사정점에 따른 자연형광 (Natural Fluorescence; NF),

탁도 (Beam Attenuation Coefficient; BAC)를 수심별로 비교하였으며, 수층의 수직

혼합과 수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Sigma-t를 수심별로 비교하였다. 각 정점에서 얻

어진 수중 광학자료는 생물광학 변수를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2. 검증 및 보정

을 위한 생물광학 자료 분석에 기술하였다. Fig. 4-15는 1998년 5월에 관측된 표층

의 엽록소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1997년 5월에 관측된 표층 엽록소 분포와는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4-16과 Fig. 4-17은 수심 10 m와 수심 20 m에서

의 엽록소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표층과 수심 10 m에서의 엽록소 농도 분포

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4-1. Station map in the Yellow Sea (M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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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Station map in the Yellow Sea (Ma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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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oncentration of chlorophyll-a in M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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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oncentration of TSS and SS in M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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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ncentration of chlorophyll-a in May 1998.

Fig. 4-6. Concentration of TSS and SS in Ma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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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Profiles of oceanographic variables (M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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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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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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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ntinued.

Beam Attenuation coefficient
0.0 .5 1.0 1.5 2.0

D
ep

th
 (m

)

0

20

40

60

80

100

BAT

PAR
.001 .01 .1 1 10

PAR

pH

4 5 6 7 8 9 10

D
ep

th
 (m

)

0

20

40

60

80

100
oxMg/L

oxMg/L

8.8 9.0 9.2 9.4 9.6 9.8

pH

Temperature
6 8 10 12 14 16 18

D
ep

th
 (m

)

0

20

40

60

80

100
Temperature

Salinity
31 32 33 34 35

Salinity

Density

22 23 24 25 26

Density

Fluoroscence
0.0 .2 .4 .6 .8 1.0

Fluoroscence

st.B-1



Fig. 4-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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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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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Profiles of BAT, fluorescence, Natural fluorescence and

Sigma-t at each station (Ma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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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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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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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Chloropyll-a distribution in 0m (May 1997)



Fig. 5-10 Mean Chl. per unit water column (May 1997)



Fig. 5-11 Total chlorophyll within water column (May 1997)



Fig. 5-12 Suspended Sediment  in 0m (May 1997)



Fig. 5-13  Mixed Layer Depth by sigma-T (May 1997)



Fig. 5-14 Surface Chl-a on OCTS chl color image (May 1997)



Fig. 5-15 Chloropyll-a distribution in 0m (May 1998)



Fig. 5-16 Chloropyll-a distribution in 10m (May 1998)



Fig. 5-17 Chloropyll-a distribution in 20m (May 1998)



1999년 10월 동해에서 관측된 수중광학 측정은 KOMPSAT-1호의 발사 이후

검증 및 보정을 위한 현장관측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조사 일정으로 계획되었으나,

KOMPSAT-1호의 발사가 12월 20일로 연기됨에 따라 발사 전 현장관측을 위한 자

료 획득으로 계획이 수정되었다.

동해에서 관측된 조사지점은 Fig. 4-18과 같이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맑은 해역

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장조사 기초항목과 생물광학 측정이 이루어졌다. Fig.

4-19은 동해에서 관측된 엽록소와 phaeo-pigment를 각 정점에서 수심별로 얻어진

결과를 제시한 것이며, Fig. 4-20은 총부유물질 (TSS)과 부유사 (SS)를 정점별로

수심에 따라 얻어진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정점에서 얻어진 결과는 1997년과 1998년 5월에 황해에서 현장관측된 결

과에 비해 1 mg/m3 이하의 낮은 엽록소 농도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유사 또

한 10 mg/L 이하의 농도 범위에서 관측되었다. 각각의 정점에서 관측된 결과를 바

탕으로하여 현장에서 얻어진 생물광학 자료와 수중 광학 측정장비 (OCP)에 의해

얻어진 결과를 2.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생물광학 자료분석에서 비교하여 제시하였

다.



Fig. 4-18. Station map of East Sea in Oct 1999 (with the sea surface

temperature image using NOAA/AVHRR)



Fig. 4-19 Concentration of chlorophyll-a and phaeo-pigment at all

depths in Oct 1999.

Fig. 4-20 Concentration of suspended sediment and total suspended

sediments at all depths in O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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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생물광학 자료

OSMI의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생물광학 자료 중 수중광학 측정은 MER2040을

가지고 황해에서 1998년 5월에 9개 정점에서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광계수

(Kd)를 산출하여 MER2040에 의해 계산된 반사치와 비교하였다. 또한, 용존유기물

의 흡광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각 정점별로 공간적인 분포에서 비교하여 소광계수와

산란계수에 의한 값을 비교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Fig. 4-21은 1998년 5월 3304 정점과 3401 정점에서 현장조사된 용존유기물

(CDOM)의 흡광계수를 파장에 따라 제시한 것이며, 440 nm에서의 기울기를 이용하

여 황해에서 관측된 용존유기물의 흡광계수를 각 정점별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용

존유기물에 의한 흡광계수의 산출은 Fig. 4-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00 nm

이상으로 갈수록 3404 정점과 3501 정점에서와 같은 용존유기물의 파장별 스팩트럼

의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용존유기물의 흡광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검정선 작성을 위한 기준용액으로 증류수를 사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 440 nm를 기준으로 한 기울기를 구한다.

용존유기물의 흡광계수 산출을 위한 검정액을 맑은 해수를 필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맑은 해수성분을 정의하기 어렵고,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용존유기물의 영향이 없는 맑은 해수를 채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물광학 자료의 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8년 5월 MER2040에 의해 관측

된 파장별 Ed와 Lu를 가지고 수직 소광계수 (Kd)와 반사치를 비교하였으며, 흡광

계수와 산란계수를 추정하였다.

각각의 관계식을 통하여 추정된 계수를 실측치와 비교하여 생물광학 자료의 검

증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고찰하였다. OSMI의 검증 및 보정을 위

한 생물광학 측정항목과 측정치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계산치의 비교는 각각의 항목

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요구되나, 이는 모든 항목에 대해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최소한의 검증 및 보정 항목을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Fig. 4-21 Absorption spectra of the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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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Absorption spectra of the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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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수직소광계수 (Kd)와 반사치 (Reflectance) 계산

반사치는 수면 바로 아래에서 얻어지는 광량 (downwelling radiance; Ed(-0))와

수중 구성성분의 흡광과 산란의 영향을 받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광량 (upwelling

irradiance; Eu(-0))의 비율에 의해 계산된다. 이러한 값들은 Beer-Lambert 법칙에 의

한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수면 바로 아래의 수면위로 올라오는 광량 (

upwelling irradiance)은 Kirk (1994)가 제안한 5.0을 곱하여 upwelling radiance로

계산된다. Kirk (1994)가 제안한 5.0은 그의 Monte Carlo simulation 결과에 의한

것으로 1.0 에서 5.0의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l 흡광계수의 추정 (Estimation of absorption coefficients)

Morel and Prieur (1975)는 수중 광학 측정으로부터 흡광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였다.

a(λ)=
Kd(λ)[1-R(λ )]cos j

0.6+[0.47+2.5R(λ)] cos j

여기서, Kd (λ)는 파장별 소광계수를 의미하고, R (λ)은 반사치이며, j 는 태양

고도 (solar zenith angle)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점에서의 태양고도가 45°이상

이며 Pope (1993)의 결과로부터 aw를 빼서 흡광계수 a (λ)를 산출하였다.

l 산란계수의 추정 (Estimation of backscattering coefficient)

Gordon et al. (1975)의 연구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반사치와 inherent optical

properties (like a and bb)를 분석하였다 (Sathyendranath and Platt, 1997).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반사치의 일반식이 제안되었다.



R(λ,0)= r
bb(λ,0)

a (λ,0)+bb(λ,0)

비록 Case 1 water에서는 r 값으로 0.33 사용되었지만, 수중 입자성분의 산란이

큰 연안해역에서는 Case 1 water와는 다른 volume scattering function을 가지고

있어서 r 값이 다르다. 이에 관한 해석적 방법의 연구는 Sathyandranath and Platt

(1997)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rk (1984)가 제안한 연안해역의 값을 사용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Pope (1993)가 제안한 산란계수를 이용하여 조사지역의 산

란계수를 산출하였다.

  정점 3501을 포함한 모든 조사정점에서 수직구조가 수층에 형성되어 있었다. 엽

록소의 수직 프로파일은 황해의 모든 정점에서 춘계번성의 중간단계가 진행되고 있

음을 나타내 주었고, 현장에서 관측된 주요한 파라메타를 Table 4-1에 제시하였다.

또한, Fig. 4-23에 MER2040을 통해 계산된 반사치를 제시하였다.

Fig. 4-23에는 3가지의 패턴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535 - 550nm (st. 3501)

의 파장영역에서 평평한 스팩트럼이 나타났다. 이러한 반사치는 부유사의 산란에

의한 영향이 나타난 것이다. 550 nm (st. 3701, 3304)에서 피크를 나타내는 정점들

은 엽록소의 농도가 높은 정점들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Sathyendranath and Prieur (1989)는 엽록소, 부유사, 용존유기물의 효과를 고려

한 수중에서의 반사치를 계산하였다. 순수한 물에서는 각각의 수중성분에 의한 영

향이 적어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부유사의 농도가 높고, 용존유기물의 흡광

이 큰 해역에서는 부유사의 영향이 큰 수체와 용존유기물과 엽록소의 흡광에 의한

영향이 큰 해역으로 구분하여 파장별로 나타나는 반사치의 스팩트럼을 구분할 수

있다.

흡광계수는 태양고도가 45° 이상인 5개 정점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였다. (Fig.

4-24). 흡광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aw(λ)를 빼주었으며, 정점 3701이 가장 높은 엽

록소 농도를 가진 반면에 정점 3501은 가장 낮은 엽록소 농도를 나타낸 정점이다

(Table 4-1), 하지만, 이들 정점의 흡광계수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DOM의 강한 흡광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엽록소 농도와 연관지어 나타낸 역산란계수 (Backscattering coefficients)의 분포

는 Fig. 4-25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값들은 Case 1 water를 고려한 Morel

(1980)의 모델치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한 개의 정점을 제외하고 모든 정점이

Case 1과는 벗어난 분포를 나타냈다.

Fig. 4-26은 표층에서의 aCDOM(440)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육상에서 비롯되는

용존유기물의 영향으로 흡광계수는 연안해역에서 높고, 중부해역에서 낮은 값을 나

타내고 있다. 또한, 양자강 수의 영향에 의해 한반도 남부해역에서 용존유기물의 흡

광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겨울동안 황해 중부해역은 전체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봄에는

일사량의 증가로 인해 수층구조가 안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봄철에 나타나는 식

물플랑크톤의 대번성은 4월에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5월까지 계속되고 있다.

황해 중부해역에서 조석 혼합이 강한 연안해역까지 수층구조가 확산되어 나타나

고, CZCS 엽록소 영상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름철에 황해 중부해

역은 0.5 mg/m3 이하의 엽록소 농도를 나타내며, 이는 현장에서 관측된 결과와 유

사한 값의 분포를 나타낸다. 즉, 여름철 동안 황해 중부해역은 성층구조를 이루어

혼합층 이상의 깊이에 존재하는 해수는 유사 (quasi) Case 1 water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1998년 5월 조사에서도 봄철 식물플랑크톤의 대번성이 일어났고, 수중

광학적인 특성은 성층구조가 이루어진 모든 정점에서 Case 1 water와는 다른 특성

이 관찰되었다. 반사치 (reflectance)와 흡광계수 (absorption coefficient) 곡선에서

해수중에서 주요 구성성분에 의한 복잡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생물광학 성분의 완벽한 자료 구축에 의한 해석이 (optical closure)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탁한 해수역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분석할 수

있었지만, 용존유기물 (CDOM)에 의한 전체 흡광의 영향은 설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정점 3501 (St. 3501)은 항상 조석 혼합에 의한 혼합층의 효과가 나타

나는 지역인데, a(440)이 매우 높고, aCDOM(440)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표층에

존재하는 유기물과 함께 무기입자에 의한 입자상의 흡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보다 효과적으로 이를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입자상 물질에 의한 흡광의 분석

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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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Below-surface reflectance at 9 stations.



Table 4-1. The concentration of CDOM, pigments, and SS

¶  Units m-1

‡ Units ㎍ liter-1

＊ Units ㎎ liter-1

station a*(440)¶ Slope
chlorophyll

a‡
phaeo-pigment

‡ TSS＊ SS＊

3304 0.151 0.006 3.672 1.721 11.2 7.2

3401 0.117 0.005 1.353 0.745 11.2 7.2

3404 0.137 0.006 1.005 0.593 - -

3501 0.124 0.010 1.456 0.781 22.4 19.4

3502 0.096 0.013 3.762 2.031 13.8 9.8

3601 0.100 0.015 2.873 1.232 11.2 7.2

3603 0.027 0.037 0.438 0.161 13.8 8.8

3604 0.082 0.018 0.222 0.002 10.0 9.0

3701 0.084 0.019 5.992 2.698 17.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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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Absorption coefficient after water absorption is
removed.



Fig. 4-25 Chlorophyll-a vs bb(555). bb(555) was compared with

b(550) = bo․C0.62 (Morel, 1980). The ratio of backscatter

to scattering coefficient, b', is assumed to b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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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Contour of a*(440) values in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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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에서 1998년 5월에 얻어진 생물광학자료에 의해 Fig. 4-25에서 분석된 각

정점의 CTD 관측자료와 현장실측치의 수심별 분포를 살펴보면 Fig. 4-27과 같다.

수중광학 측정이 이루어진 9개 정점에서의 반사치를 나타낸 Fig. 4-23에서 정점

3701, 정점 3501, 정점 3304는 연안해역에 위치한 정점으로 조석에 의한 혼합이 강

하여 수층의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부유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정점이다. 하지만,

엽록소 농도에 따른 역산란계수의 분포를 비교한 Fig. 4-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점 3603과 정점 3404를 비롯한 7개 정점은 Fig. 4-27에 나타낸 수심별 수온

분포에서 명확한 수온성층의 수층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엽록소 실측치와 부

유물질의 분포는 이러한 수층구조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생물광학 변수에

의한 황해 조사해역의 수중 광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동해에서 1999년 10월에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OSMI 보정을 위한 생

물광학 관측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수층에서 전체 흡광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용존유기물에 의한 흡광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용존유기물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부식질에 의해 정량적인 농도에

차이를 나타내며, 낮은 파장에서 높은 흡광을 나타낸다. Fig. 4-28은 용존유기물의

흡광 (absorbance)를 나타낸 것으로 각 정점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정점 A5와 정점 A9는 비슷한 파장별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점 A6은 위의

정점보다 용존유기물에 의한 흡광이 낮다. Fig. 4-18의 조사정점 지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점 A6은 육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정점으로 흡광계수가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동해에서 1999년 10월에 관측된 용존유기물에 의한 흡광계수의 분포는 파장에

따라 일정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서 300 - 400 nm에서 급격한 감소 기울기를 나

타내고 있는데 특히 340 nm와 440 nm에서의 기울기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Bukata et al. (1981)은 용존유기물과 입자상 물질의 흡광에 대한 분포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색관측을 위한 알고리듬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SMI를 통해 관측된 결과들이 명확히 해석되기 위한 생물광학

파라메타 가운데 흡광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현장관측자료의 획득방법과 분석기



술을 확보하였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동해와 황해의 생물광학적인 분석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특히 OSMI의 알고리듬 보정과 검증을 위한 자료 구축은 OSMI 발

사 이후 동일 관측지역에서 얻어진 생물광학자료의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

다.

SeaWiFS technical report Vol. 25 (1995)에는 SeaWiFS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

한 기술적 검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CTD 관측자료에 의한 생물광학 자료의 검증

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미 황해의 수층구조와 생물광학 자료의 분석을 위해

황해의 CTD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Fig. 4-7). 본 절에서는 동해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각 조사정점의 수층구조를 분석하였다.

Fig. 4-29은 동해에서 관측된 각 정점별 CTD 관측결과를 수심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정점 A5는 표층에서 엽록소 농도가 높고, 정점 A9와 같이 뚜렷한 성층구조

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정점 A6에서는 수심 40 m에서 최대 엽록소 농도를 나타

내는 층이 나타나고 있으며, 60 m에서 수온성층의 구조가 나타난다. OCP에 의한

수중 광학관측이 이루어진 정점 A11은 60 m에서 수온성층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

며, 엽록소의 형광 또한 50 m와 60 m에서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다.

정점 A13, 정점 A14, 정점 A21은 수온성층이 다른 정점에 비해 얕고, 표층에서

의 엽록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Fig. 4-27. Profiles of TSS, chlorophyll-a, salinity and temperature (Ma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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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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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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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absorbance

at station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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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Continued (station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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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Continued (station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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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Continued (station A10).

0

0.01

0.02

0.03

0.04

0.05

300 400 500 600 700

wavelength(nm)

a
b
so

rb
a
n
ce



Fig. 4-28 Continued (station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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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Continued (station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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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Continued (station 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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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Continued (station 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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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Continued (station 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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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Continued (station 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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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TD profiles at station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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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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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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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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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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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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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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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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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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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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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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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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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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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E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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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Continued (station E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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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황해의 광학적 특성

황해의 광학적인 특성을 규명하여 OSMI 해색원격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 6월과 10월에 연안해역에서 먼바다 쪽으로 해수의 총 부유물(TSS)

농도, 클로로필(Chl), 해수의 입자에 의한 총 흡수계수(ap), 해수의 반사도(R) 등을

측정하였다. 관측 line 및 관측 점은 국립수산진흥원(NFRDI)의 관측 점을 이용하였

다.

1. 황해의 광 특성 규명

해양원격탐사에서 해수의 형태는 크게 2가지, CASE-I과 CASE-II water로 분류

하였다 (Morel & Prieur, 1976). CASE-I water는 해수의 광학적인 특성이 식물성

플랑크톤 등과 같은 생물학적인 입자에 의하여 광학적 특성이 좌우되는 해수를 말

한다. 반면에 CASE-II 해수는 부유 무기입자, 용해유기물 등과 같은 광합성 색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 등에 의하여 해수의 광 특성이 좌우되는 해역이며 일반적으로

연안의 탁한 해역이 해당된다. 여기서 이들 물질의 절대량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광학적으로 우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황해가 CASE-I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OSMI와 같은 해색 원격탐사에서는 상

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CASE-I 해수이면 현재까지 NASA의 개발된 해

수의 클로로필 농도 알고리듬은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면 기존의 알고리듬

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OSMI의 해양 원격탐사 기술개발에서 가장 먼저 파악

되어야 할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황해는 명칭 그대로 황색의 띠고 있다고 생각되나 중국의 연안역이

나 양쯔강 하구, 한반도 서해, 진도-완도 근해역, 남해일부 연안을 제외하고는 실제

로 탁한 해수를 보기 힘들다. 황해의 중앙은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open

해양의 해수와 같이 상당히 투명한 해수를 보여준다. 실제 황해의 광 특성이



CASE-II인지 아닌지는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된 적이 없으며 명확하게 규명된 적은 없다. Gordon & Morel(1983)은 총 부유

물량과 클로로필 농도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CASE-I 해수를 정의하였다.

<SS> = b C0.62

위 식에서 <SS>는 총부유물 농도, C는 클로로필농도이다. 통계적인 상관관계에

서 CASE-I 해수는 b 값이 0.3 ± 0.15임을 보였다. 그러나 황해의 경우 b의 값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 b = 1.30 ± 0.51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보아서 황해는

설사 부유물 농도가 낮다하더라도 거의 모든 해역에서 Case-II 해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Fig. 4-30). 상기 결과로 보아서 황해는 기존의 CASE-I water 클로로

필 알고리듬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OSMI의 경우 CASE-II

해수 알고리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Fig. 4-30 Suspended particulate concentration SS from Yellow sea,

plotted vs. pigment concentration <Chl>. The upper line separates

the CASE-I water from CASE-II water and the lower line

corresponds to the actual limit of CASE-I waters. The scattered

points show the optical property of Yellow Sea is clearly outside of

CASE-I water.



2. 황해의 해수의 광 흡수 특성

해수 중의 총 입자 광 흡수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filter technique"를 사용하

였다 (Kiefer and SooHoo, 1982). 이 방법은 해수중의 입자에 의한 광 흡수 스펙트

럼을 얻을 수 있으며 색소를 갖는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흡수와 색소를 갖지 않

는 입자의 흡수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측정방법은 표층 해수 100 - 500ml를

현장에서 직경 25mm의 GF/F 필터에 거른다. 이 필터는 알미늄으로 밀폐된 바이얼

병에 넣은 후 액체 질소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갖고 온다. 냉동된 필터는 상온에서

해동한 후 dual beam spectrophotometer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ilter technique

의 가장 큰 문제점인 광 path length의 증폭 문제인 일명 “βfactor”(Kiefer and

SooHoo, 1982)의 값은 2로 고정하였다. Fig. 4-31는 연안해역에서 광 흡수 스펙트

럼으로 예를 나타낸 것이다.

Detritus absorption은 total 흡수에서 광합성 색소에 의한 흡수를 제외한 것으로

non-pigmented particles의 흡수를 의미한다. 2개의 스펙트럼이 유사한 것은 이곳

연안해역에서는 광합성 색소의 광 흡수는 거의 무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non-클

로로필 입자임에 의한 것임을 보여 준다. 550nm에서의 약 10배가 scattering

coefficient 이고 scattering coefficient (m-1)는 SS의 농도(g/m3) 값과 같은 값을 주

는 것을 고려하면 이곳 해역의 총 SS 농도는 약 4g/m3 정도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CASE-II water의 성격은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07 line에서는 정점 8에서

도 마찬가지로 연안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이 관측 결과로 보아서 황해는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 해양의 표면에서 시각

적으로는 맑게 보였으나 스펙트럼의 모양은 순수 황토입자의 광 흡수 스펙트럼

(Ahn, 1990)과 일치하며 해수의 filtration에서 짙은 황색을 띠는 것으로 보아서 이

들 부유입자의 근원은 연안의 재 부상된 침전물 (필터에서 짙은 회색으로 보임)이

아니는 것을 증명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입자는 중국 대륙 기원으로 대기를 통하

여 상당량의 무기입자들이 황해 중앙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것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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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Total (upper) and detritus (lower) absorption coefficients for
the suspended particles in the coastal Yellow Sea (YS; 307 line, ST.
3). The absorption values is decreased with the increasing wavelength.
Note the total absorption spectrum is very similar with detritus
absorption and the filtered particles color was gray.



해의 광학적인 특성을 좌우하는 근원임을 보였다. 308 line의 ST. 10에서도 마찬가

지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20m의 수심에서는 생물학적 입자의 광 특성이 우

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으로 투명도가 높으며, 해수의 색깔이 청색을 띠는 150km 군산 앞 바다의

정점(309 -07점)의 광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Fig. 4-32와 같다. 440nm에서 Fig.

4-31과 비교하여 보자. 입자에 의한 총 광 흡수계수가 1.4m-1와 0.16m-1로 약 8배

이상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 맑은 해역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색소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의 모양이 뚜렸하게 나타난다. 적어도 생물학적

인 입자 (광합성 색소)가 detritus 보다는 흡광도에서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CASE-I water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광 산란의 영향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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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Total (upper) and detritus (lower) absorption coefficients for
the suspended particles in the Yellow Sea (309 line, ST 07). The peak
absorption values in the spectrum at 440nm and 678nm are by the
photosynthetic pigments (chlorophyll-a,... etc) in the phytoplanktonic
cells.



제 5 장 OSMI 대기보정에 관한 표준

알고리듬

한국다목적과학위성 (KOMPSAT)에 탑재될 OSMI의 각 밴드에서 측정된 복사

휘도 (LT)로부터 해수면상에서의 복사휘도 (LW)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수면과 인

공위성 사이에 존재하는 대기의 간섭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인공위성에서 관측된

복사휘도 중 대기 간섭효과로 기인한 밝기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LW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10 % 정도 오차범위의 LW 측정을 위해서는 1 %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대

기효과의 관측과 이의 보정이 요구된다.

1978년 Nimbus-7 인공위성에 탑재된 CZCS (Coastal Zone Color Scanner)에서

측정된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해색관측을 위한 대기보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다 (Gordon et al., 1983; Gordon et al., 1988). 1980년대에 얻어진 대기보정에 관

한 기본적 이론을 바탕으로 1997년 발사된 SeaWiFS (Sea-Viewing

Wide-Field-of-view Sensor), 1996년 발사된 일본 ADEOS위성에 탑재된 OCTS

(Ocean Color Temperature Scanner)를 이용한 해색의 정확한 관측에 초점을 두고

근간에는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대기보정 알고리듬의 수정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ordon and Wang, 1994; Fukushima and Ishizaka, 1993).

그러나, 국내에서 Landsat, NOAA AVHRR 자료를 이용한 육지상태의 원격탐사

를 위한 대기보정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색에 관한 대기보정의 연

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OSMI의 자료처리를 위한 대기보정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며,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을 기술할 수 있는 대기보정 알고리듬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공기의 이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되

는 편서풍계에 속해 있다. 따라서 한반도 부근 해역에서 나타나는 에어로졸의 분포

특성은 중국대륙에서 발생하여 동쪽으로 이동하는 에어로졸의 성격에 크게 영향받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봄철 자주 나타나는 황사는 기존의 대기보정 알고리듬

으로는 보정할 수 없는 국지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Fukushima and Ishizaka,

1993). 또한 중국 북동부 지역은 공업화에 따라 대기오염과 산성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황산염 에어로졸의 세계 최대의 방출지이다 (Langner and Rodhe, 1991). 그러

므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OSMI 관측을 이용한 정확한 해색의 추정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대기보정 알고리듬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SMI 관측으로부터 한반도 주변 해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추

출하기 위한 대기보정, 특히 황사 발생시의 에어로졸 보정 알고리듬 개량 및 개발

에 목적을 두고 황사의 광학적 성질을 규명하며 황사가 대기보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얻어진 결과는 기존의 대기보정 알고리듬 (예를 들어 NASA의 표준대기

보정 알고리듬, Gordon et al., 1983)을 수정 보완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OSMI 각 밴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한반도 표준대기를 정의하며,

이를 입력자료로 한 대기복사전달 모델을 수행하여 OSMI 각 밴드를 시뮬레이션한

다. 이 과정에서 대기의 광학적 성질과 대기상태가 OSMI 각 파장대에서 시뮬레이

션된 복사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하며 기존의 알고리듬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한다. 조사대상의 기본요소로는 공기중 수증기, 오존 등 각각의

기체에 의한 파장에 따른 대기투과도, Rayleigh 산란 등이며, 각 성분에 의한 OSMI

밴드 복사휘도 값의 민감도를 조사한다.

또한, SeaWiFS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실제 해색을 산출하고 동아시아 에어로졸

이 해색관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봄철 황사현상이 해양

색 추정을 위한 대기보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동아시아 에어로졸 발생시 해색

의 정확한 관측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일본 근해에서 관측된 CZCS 자료의 분

석결과는 이러한 사막성 먼지가 해색의 판독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동아시아 지역

고유의 대기보정 알고리듬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어 (Fukushima and Ishizaka,

1993) 이러한 우려를 가시화하고 있다. 연구의 시점에서 OSMI 자료가 존재하지 않

으므로 대기보정 알고리듬의 검증을 위해 봄철 황사현상이 나타났던 시기에 한반도

부근 해역에서 이루어진 SeaWiFS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해색을 산출하며, 분석지역

에서 예측되는 범위이내에 존재하는지 살피고 SeaWiFS 채널을 시뮬레이션하여 황

사가 해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제 1 절 동아시아 표준대기

해색 원격탐사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대기의 상태에 따라 가변적

인 대기보정이다. 대기보정 알고리듬의 개량 및 개발을 목표로 OSMI 센서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의 대기상태를 기술할 수 있는 대기 (이를 동아시아 평

균대기라 칭함)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태양복사가 인공위성 고도에 다다르기

전 대기주에 포함된 복사적으로 활발한 기체와 에어로졸에 의하여 흡수 또는 산란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목표하는 내용은 대기복사 전달 모델을 사용하여

OSMI 채널 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대기의 간섭효과를 기술할 수 있는 대기의 상

태에 대해 기술하는 일이다. 일 변화를 기술할 수 있는 라디오존데 관측자료나 수

치예보 자료가 해색자료의 처리에서 사용되어야 하나 센서의 성질과 대기보정에 관

한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는 평균대기 상태를 잘 기술할 수 있는 모델로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기관측자료를 재구성하여 동아시아 평균대기를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여 OSMI 센서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1980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12년 동안의 기상자료 및 미량기체의 월평균 값을 한반도, 일본,

중국 동부를 포함하는 Fig. 5-1의 30o～46oN, 114o～150oE의 영역에서 0～100km까

지 33개의 층에 대해서 격자화하여 구하였으며, 이를 평균하여 동아시아 표준대기

로 정의하였다.

1. 자료 및 방법

동아시아 표준대기의 기술을 위해 NASA/MSFC Global Reference

Atmospheric Model (GRAM)을 사용하였다. GRAM은 전지구 규모의 열역학 변수

와 바람장의 월평균과 계절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Justus et al. (1991)에 의해 개발

되었다. 이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GUACA(Global Upper Air Climatic Atlas) 자료: 대류권과 성층권 하부에 해

당하는 0～27 km 층의 온도, 습도, 지위고도 (geopotential height) 등을 2.5도 격자

간격으로 나타낸 자료로 US Navy Naval Oceanography Command Detachment와



NOAA National Climatic Data Center가 생산하였다. 일 2회 (00Z와 12Z)의 라디오

존데 관측자료를 기초로 유럽 중기 예보소 (ECMWF) 모델 초기치 자료를 더한 자

료이다.

2) MAP (Middle Atmosphere) 자료 : 성층권 하부의 20 km 고도에서 중간권에

해당하는 120 km 고도 사이의 자료로서 기압과 밀도, 온도, 동서 방향의 바람 성분

을 포함하며 위도 평균값과 월평균 정상파 형태(stationary wave pattern)의 격자화

된 자료로부터 계산된다. 위도별 평균값은 6개의 다른 자료로부터 20～120 km 까지

의 위도 평균값을 위도 10o, 고도 5 km 간격으로 격자화한 자료이다 (Justus et al.,

1991). 격자 사이의 값은 수평방향으로는 2 차원 내삽법으로, 수직으로는 정역학 평

형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통해 내삽하였다.

3) Jacchia 모델 자료: Jacchia (1970) 모델은 위성 고도의 대기 밀도와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로, 모델화된 N2, O2, O, Ar, He, H의 6개의 원소들의

밀도의 합으로 대기의 밀도를 계산한다. Jacchia 모델은 105 km의 아래쪽은 균일하

게 혼합된 기체로, 그 상층은 확산 평형 (diffusive equilibrium) 상태에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모델이다. 이 모델은 90 km 고도 이상의 층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델

이다.

이상의 3가지 자료에서 20～27 km는 GUACA 자료와 MAP 자료가, 90～120

km는 MAP 자료와 Jacchia 자료가 서로 중첩된다. 중첩하는 두 자료가 이들 고도

에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Fair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들을 유연하게 연

결시킨다 (Justus et al., 1995). 각 고도에 따른 사용자료의 분포를 Fig. 5-2에 도해

화하여 나타내었다.



Fig. 5-1 Geographical region for constructing East Asian

reference atmosphere.



2. 동아시아 표준대기의 특징

GRAM에 사용된 각 기체의 연직 구조에 대한 자료출처는 다음과 같다.

1) H2O : GUACA자료는 표면에서 300 hPa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NASA

LaRC (Langley Research Center) 수증기 기후치를 사용하여 6.5～40.5 km 사이의

층에 대한 수증기 분포를, 그리고 MAP 자료를 사용하여 100 hPa～0.01 hPa 사이

의 수증기 분포자료를 구한다. 이들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은 Fairing method를 이

용하여 수증기의 수직 수평 구조를 도출한다.

2) O3 : 표면에서 20 hPa까지와 0.003 hPa부터 120 km까지의 층에서는 AFGL

(Air Force Geophysics Laboratory) 자료를, 15～0.004 hPa 사이는 MAP자료를 이

용하여 구한다. 15～20 hPa과 0.003～0.004 hPa 층은 역시 Fairing method를 사용

하여 유연한 분포를 갖게 한다.

3) N2O, CH4 : 표면에서 20 hPa까지와 0.1 hPa에서 120 km까지는 AFGL 자료

를, 15～0.125 hPa은 MAP자료를 이용하여 구한다. 15～20 hPa과 0.1～0.125 hPa은

Fairing method를 이용한다.

4) O : 40～90 km까지의 AFGL 자료와 100 km이상의 Jacchia 모델 자료가 이

용된다. 40 km 이하의 고도는 0.0으로 둔다.

5) N2, O2, A, He : H의 경우 90 km 이하는 0.0으로 두고, 나머지 기체들은 0～

90 km는 AFGL 자료의 값이 이용된다. 120 km 이상은 Jaccia 모델의 자료가 이용

된다.

6) CO, CO2 : 표면에서부터 120 km까지 AFGL 자료가 사용된다.

고도에 따른 기압, 온도, 밀도, H2O, O3, N2O, CO, CH4, CO2, N2, O2, O, Ar, He,

H를 4계절에 대해 Table 5-1에 나타내었다. 이 중 동계 (12월, 1월, 2월: DJF)와



하계 (6월, 7월, 8월: JJA)의 고도에 따른 온도, 밀도, 수증기, 오존의 분포를

McCltachey et al. (1971)의 중위도 평균대기 구조와 함께 비교를 위해 Figs. 5-3부

터 5-5에 제시하였다. 온도분포에서 동아시아 표준대기는 중위도 표준대기에 비하

여 동계에는 성층권과 중간권, 하계에는 중간권과 성층권하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기의 태양복사 흡수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수증기의 연직분포는 동계에 동아

시아 표준대기가 중위도 평균대기에 비하여 대기 경계층에서는 큰 값을 상층에서는

비교적 건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아시아가 동계동안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하

에 있고 동시에 해양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특징적인 분포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

다. 한편 하계에는 전 대류권을 통하여 동아시아 표준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포

함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가 몬순의 영향을 받아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에 따

른 수증기의 증가에 기인된다.

가시광선 영역의 600 nm 파장에 중심을 두고 약한 흡수를 일으키는 오존의 분

포는 겨울철 성층권하부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비교적 유

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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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Vertical profiles of thermodynamic variables and

atmospheric constituents of the East Asian reference

atmosphere.

  (a) Spring season.

Height Pressure Temp Density H2O O3 N2O CO CH4
(km) (hPa) (K) (g/m3) (g/m3) (g/m3) (g/m3) (g/m3) (g/m3)

0 1.02E+03 281.7 1.25E+03 7.17E+00 6.88E-05 7.10E-04 2.29E-04 1.55E-03

1 8.99E+02 278.6 1.12E+03 4.72E+00 6.57E-05 6.36E-04 1.99E-04 1.39E-03

2 7.95E+02 274.3 1.01E+03 2.97E+00 6.26E-05 5.71E-04 1.72E-04 1.25E-03

3 7.02E+02 269.1 9.08E+02 1.83E+00 6.25E-05 5.13E-04 1.49E-04 1.12E-03

4 6.17E+02 263.3 8.16E+02 1.17E+00 6.18E-05 4.62E-04 1.30E-04 1.01E-03

5 5.42E+02 257.5 7.33E+02 7.31E-01 6.53E-05 4.14E-04 1.16E-04 8.99E-04

6 4.74E+02 251.4 6.57E+02 4.47E-01 6.80E-05 3.71E-04 1.03E-04 8.00E-04

7 4.13E+02 244.6 5.88E+02 2.68E-01 7.44E-05 3.32E-04 8.96E-05 7.09E-04

8 3.59E+02 237.9 5.26E+02 1.43E-01 7.98E-05 2.97E-04 7.61E-05 6.27E-04

9 3.10E+02 231.2 4.68E+02 7.00E-02 9.33E-05 2.62E-04 6.20E-05 5.54E-04

10 2.68E+02 225.6 4.13E+02 2.51E-02 1.08E-04 2.28E-04 5.00E-05 4.81E-04

11 2.30E+02 221.8 3.61E+02 5.97E-03 1.32E-04 1.93E-04 3.94E-05 4.11E-04

12 1.97E+02 219.1 3.13E+02 2.55E-03 1.53E-04 1.64E-04 2.98E-05 3.51E-04

13 1.69E+02 217.6 2.70E+02 1.25E-03 1.73E-04 1.38E-04 2.09E-05 2.97E-04

14 1.44E+02 216.1 2.33E+02 7.09E-04 1.80E-04 1.17E-04 1.42E-05 2.51E-04

15 1.23E+02 214.9 2.00E+02 4.90E-04 1.77E-04 9.75E-05 9.57E-06 2.12E-04

16 1.05E+02 213.6 1.71E+02 4.09E-04 1.82E-04 8.07E-05 6.39E-06 1.78E-04

17 8.96E+01 213.2 1.47E+02 3.68E-04 2.05E-04 6.46E-05 4.43E-06 1.49E-04

18 7.64E+01 213.4 1.25E+02 3.43E-04 2.53E-04 5.02E-05 2.99E-06 1.23E-04

19 6.51E+01 213.9 1.06E+02 3.19E-04 3.13E-04 3.71E-05 2.00E-06 1.02E-04

20 5.56E+01 215.2 9.00E+01 2.89E-04 3.52E-04 2.81E-05 1.46E-06 8.24E-05

21 4.74E+01 216.5 7.63E+01 2.60E-04 3.65E-04 2.03E-05 1.14E-06 6.61E-05

22 4.05E+01 218.0 6.48E+01 2.31E-04 3.69E-04 1.55E-05 9.69E-07 5.22E-05

23 3.47E+01 219.4 5.51E+01 2.04E-04 3.73E-04 1.21E-05 8.77E-07 4.07E-05

24 2.97E+01 220.5 4.69E+01 1.79E-04 3.69E-04 9.69E-06 7.98E-07 3.17E-05

25 2.54E+01 221.4 4.00E+01 1.56E-04 3.66E-04 7.66E-06 7.36E-07 2.46E-05

30 1.20E+01 229.6 1.81E+01 7.47E-05 2.25E-04 2.61E-06 4.17E-07 1.06E-05

35 5.84E+00 243.4 8.36E+00 3.58E-05 1.14E-04 6.11E-07 2.34E-07 3.54E-06

40 2.98E+00 257.6 4.03E+00 1.51E-05 4.41E-05 1.14E-07 1.35E-07 1.26E-06

45 1.57E+00 267.7 2.05E+00 6.72E-06 1.39E-05 2.82E-08 8.43E-08 4.84E-07

50 8.42E-01 267.8 1.10E+00 3.60E-06 4.60E-06 7.89E-09 6.68E-08 1.97E-07

70 5.39E-02 220.6 8.51E-02 1.83E-07 4.06E-08 1.42E-10 4.75E-08 9.26E-09

100 3.02E-04 189.2 5.44E-04 1.52E-10 3.94E-10 3.01E-13 9.74E-09 4.84E-11

    



  (a) Spring season (continued)

Height CO2 N2 O2 O Ar He H
(km) (g/m3) (g/m3) (g/m3) (g/m3) (g/m3) (g/m3) (g/m3)

0 6.97E-01 9.50E+02 2.90E+02 0.00E+00 1.62E+01 9.03E-04 0.00E+00

1 6.24E-01 8.50E+02 2.60E+02 0.00E+00 1.45E+01 8.09E-04 0.00E+00

2 5.60E-01 7.63E+02 2.33E+02 0.00E+00 1.30E+01 7.26E-04 0.00E+00

3 5.04E-01 6.86E+02 2.10E+02 0.00E+00 1.17E+01 6.53E-04 0.00E+00

4 4.53E-01 6.17E+02 1.89E+02 0.00E+00 1.05E+01 5.87E-04 0.00E+00

5 4.06E-01 5.54E+02 1.69E+02 0.00E+00 9.44E+00 5.27E-04 0.00E+00

6 3.64E-01 4.97E+02 1.52E+02 0.00E+00 8.47E+00 4.72E-04 0.00E+00

7 3.26E-01 4.45E+02 1.36E+02 0.00E+00 7.58E+00 4.23E-04 0.00E+00

8 2.92E-01 3.97E+02 1.21E+02 0.00E+00 6.77E+00 3.78E-04 0.00E+00

9 2.59E-01 3.53E+02 1.08E+02 0.00E+00 6.03E+00 3.36E-04 0.00E+00

10 2.29E-01 3.12E+02 9.54E+01 0.00E+00 5.32E+00 2.97E-04 0.00E+00

11 2.00E-01 2.73E+02 8.33E+01 0.00E+00 4.65E+00 2.59E-04 0.00E+00

12 1.74E-01 2.37E+02 7.23E+01 0.00E+00 4.03E+00 2.25E-04 0.00E+00

13 1.50E-01 2.04E+02 6.23E+01 0.00E+00 3.48E+00 1.94E-04 0.00E+00

14 1.29E-01 1.76E+02 5.36E+01 0.00E+00 2.99E+00 1.67E-04 0.00E+00

15 1.11E-01 1.51E+02 4.61E+01 0.00E+00 2.57E+00 1.43E-04 0.00E+00

16 9.50E-02 1.29E+02 3.95E+01 0.00E+00 2.21E+00 1.23E-04 0.00E+00

17 8.12E-02 1.11E+02 3.38E+01 0.00E+00 1.89E+00 1.05E-04 0.00E+00

18 6.92E-02 9.42E+01 2.88E+01 0.00E+00 1.61E+00 8.96E-05 0.00E+00

19 5.88E-02 8.01E+01 2.45E+01 0.00E+00 1.37E+00 7.62E-05 0.00E+00

20 4.99E-02 6.80E+01 2.08E+01 0.00E+00 1.16E+00 6.47E-05 0.00E+00

21 4.23E-02 5.76E+01 1.76E+01 0.00E+00 9.83E-01 5.48E-05 0.00E+00

22 3.59E-02 4.89E+01 1.50E+01 0.00E+00 8.34E-01 4.65E-05 0.00E+00

23 3.05E-02 4.16E+01 1.27E+01 0.00E+00 7.09E-01 3.96E-05 0.00E+00

24 2.60E-02 3.54E+01 1.08E+01 0.00E+00 6.04E-01 3.37E-05 0.00E+00

25 2.22E-02 3.02E+01 9.23E+00 0.00E+00 5.15E-01 2.87E-05 0.00E+00

30 1.01E-02 1.37E+01 4.19E+00 0.00E+00 2.34E-01 1.30E-05 0.00E+00

35 4.64E-03 6.32E+00 1.93E+00 0.00E+00 1.08E-01 6.01E-06 0.00E+00

40 2.23E-03 3.04E+00 9.30E-01 1.46E-08 5.19E-02 2.90E-06 0.00E+00

45 1.14E-03 1.55E+00 4.73E-01 5.61E-08 2.64E-02 1.47E-06 0.00E+00

50 6.08E-04 8.28E-01 2.53E-01 1.19E-07 1.41E-02 7.87E-07 0.00E+00

70 4.72E-05 6.44E-02 1.97E-02 1.57E-07 1.10E-03 6.12E-08 0.00E+00

100 1.82E-07 4.16E-04 1.02E-04 1.73E-05 7.01E-06 9.69E-10 1.67E-18



  (b) Summer season

Height Pressure Temp Density H2O O3 N2O CO CH4
(km) (hPa) (K) (g/m3) (g/m3) (g/m3) (g/m3) (g/m3) (g/m3)

0 1.01E+03 293.6 1.19E+03 1.54E+01 6.78E-05 6.77E-04 2.19E-04 1.48E-03

1 8.99E+02 291.1 1.07E+03 1.17E+01 6.70E-05 6.08E-04 1.90E-04 1.33E-03

2 7.99E+02 286.6 9.66E+02 7.85E+00 6.60E-05 5.49E-04 1.65E-04 1.20E-03

3 7.09E+02 281.1 8.75E+02 4.91E+00 6.67E-05 4.96E-04 1.44E-04 1.08E-03

4 6.27E+02 275.7 7.91E+02 3.09E+00 6.68E-05 4.48E-04 1.26E-04 9.77E-04

5 5.54E+02 270.2 7.13E+02 1.91E+00 6.74E-05 4.03E-04 1.13E-04 8.76E-04

6 4.88E+02 264.5 6.42E+02 1.17E+00 6.89E-05 3.63E-04 1.01E-04 7.82E-04

7 4.28E+02 258.0 5.78E+02 7.48E-01 7.27E-05 3.26E-04 8.80E-05 6.97E-04

8 3.75E+02 251.4 5.19E+02 4.45E-01 7.48E-05 2.93E-04 7.52E-05 6.20E-04

9 3.27E+02 244.4 4.66E+02 2.40E-01 8.01E-05 2.60E-04 6.17E-05 5.52E-04

10 2.84E+02 237.4 4.16E+02 1.00E-01 8.30E-05 2.29E-04 5.04E-05 4.85E-04

11 2.46E+02 230.7 3.71E+02 1.70E-02 9.83E-05 1.98E-04 4.04E-05 4.23E-04

12 2.11E+02 224.5 3.28E+02 7.07E-03 1.07E-04 1.72E-04 3.12E-05 3.67E-04

13 1.81E+02 219.6 2.88E+02 3.13E-03 1.23E-04 1.48E-04 2.23E-05 3.17E-04

14 1.55E+02 215.4 2.51E+02 1.51E-03 1.48E-04 1.26E-04 1.54E-05 2.71E-04

15 1.32E+02 212.6 2.17E+02 8.57E-04 1.47E-04 1.06E-04 1.04E-05 2.30E-04

16 1.13E+02 210.4 1.87E+02 5.77E-04 1.50E-04 8.80E-05 6.97E-06 1.94E-04

17 9.57E+01 209.1 1.60E+02 4.41E-04 1.62E-04 7.04E-05 4.83E-06 1.62E-04

18 8.14E+01 210.4 1.35E+02 3.69E-04 2.10E-04 5.42E-05 3.23E-06 1.33E-04

19 6.93E+01 211.8 1.14E+02 3.24E-04 2.80E-04 3.99E-05 2.15E-06 1.09E-04

20 5.91E+01 213.6 9.63E+01 2.88E-04 3.22E-04 3.00E-05 1.56E-06 8.82E-05

21 5.04E+01 215.6 8.14E+01 2.57E-04 3.32E-04 2.14E-05 1.22E-06 7.06E-05

22 4.30E+01 217.7 6.87E+01 2.28E-04 3.46E-04 1.61E-05 1.03E-06 5.55E-05

23 3.67E+01 219.8 5.82E+01 2.02E-04 3.59E-04 1.25E-05 9.28E-07 4.30E-05

24 3.14E+01 221.6 4.94E+01 1.78E-04 3.65E-04 9.87E-06 8.42E-07 3.34E-05

25 2.69E+01 223.0 4.21E+01 1.56E-04 3.76E-04 7.83E-06 7.78E-07 2.58E-05

30 1.28E+01 231.9 1.92E+01 7.68E-05 2.32E-04 3.16E-06 4.66E-07 1.11E-05

35 6.26E+00 243.7 8.95E+00 3.80E-05 1.22E-04 7.44E-07 2.71E-07 4.12E-06

40 3.19E+00 256.9 4.33E+00 1.65E-05 4.64E-05 1.29E-07 1.57E-07 1.40E-06

45 1.68E+00 266.8 2.20E+00 7.62E-06 1.49E-05 3.36E-08 9.23E-08 5.57E-07

50 8.99E-01 267.6 1.17E+00 3.80E-06 5.12E-06 9.80E-09 5.61E-08 2.31E-07

70 5.61E-02 212.2 9.21E-02 2.03E-07 4.30E-08 1.39E-10 1.47E-08 1.00E-08

100 2.82E-04 190.0 5.07E-04 1.41E-10 3.66E-10 2.69E-13 7.21E-09 4.50E-11



  (b) Summer season (continued)

Height CO2 N2 O2 O Ar He H
(km) (g/m3) (g/m3) (g/m3) (g/m3) (g/m3) (g/m3) (g/m3)

0 6.64E-01 9.05E+02 2.77E+02 0.00E+00 1.54E+01 8.61E-04 0.00E+00

1 5.97E-01 8.13E+02 2.48E+02 0.00E+00 1.39E+01 7.73E-04 0.00E+00

2 5.39E-01 7.34E+02 2.24E+02 0.00E+00 1.25E+01 6.98E-04 0.00E+00

3 4.87E-01 6.63E+02 2.03E+02 0.00E+00 1.13E+01 6.31E-04 0.00E+00

4 4.40E-01 5.99E+02 1.83E+02 0.00E+00 1.02E+01 5.70E-04 0.00E+00

5 3.96E-01 5.39E+02 1.65E+02 0.00E+00 9.20E+00 5.13E-04 0.00E+00

6 3.56E-01 4.85E+02 1.48E+02 0.00E+00 8.28E+00 4.62E-04 0.00E+00

7 3.21E-01 4.37E+02 1.34E+02 0.00E+00 7.45E+00 4.15E-04 0.00E+00

8 2.88E-01 3.92E+02 1.20E+02 0.00E+00 6.69E+00 3.73E-04 0.00E+00

9 2.58E-01 3.52E+02 1.08E+02 0.00E+00 6.00E+00 3.35E-04 0.00E+00

10 2.31E-01 3.15E+02 9.62E+01 0.00E+00 5.37E+00 2.99E-04 0.00E+00

11 2.06E-01 2.80E+02 8.56E+01 0.00E+00 4.78E+00 2.66E-04 0.00E+00

12 1.82E-01 2.48E+02 7.58E+01 0.00E+00 4.23E+00 2.36E-04 0.00E+00

13 1.60E-01 2.18E+02 6.65E+01 0.00E+00 3.71E+00 2.07E-04 0.00E+00

14 1.39E-01 1.90E+02 5.80E+01 0.00E+00 3.23E+00 1.80E-04 0.00E+00

15 1.20E-01 1.64E+02 5.01E+01 0.00E+00 2.80E+00 1.56E-04 0.00E+00

16 1.04E-01 1.41E+02 4.31E+01 0.00E+00 2.40E+00 1.34E-04 0.00E+00

17 8.85E-02 1.21E+02 3.68E+01 0.00E+00 2.06E+00 1.15E-04 0.00E+00

18 7.48E-02 1.02E+02 3.11E+01 0.00E+00 1.74E+00 9.69E-05 0.00E+00

19 6.32E-02 8.61E+01 2.63E+01 0.00E+00 1.47E+00 8.19E-05 0.00E+00

20 5.34E-02 7.28E+01 2.22E+01 0.00E+00 1.24E+00 6.92E-05 0.00E+00

21 4.51E-02 6.15E+01 1.88E+01 0.00E+00 1.05E+00 5.85E-05 0.00E+00

22 3.81E-02 5.19E+01 1.59E+01 0.00E+00 8.86E-01 4.94E-05 0.00E+00

23 3.23E-02 4.40E+01 1.34E+01 0.00E+00 7.50E-01 4.18E-05 0.00E+00

24 2.74E-02 3.73E+01 1.14E+01 0.00E+00 6.37E-01 3.55E-05 0.00E+00

25 2.33E-02 3.18E+01 9.71E+00 0.00E+00 5.42E-01 3.02E-05 0.00E+00

30 1.06E-02 1.45E+01 4.43E+00 0.00E+00 2.47E-01 1.38E-05 0.00E+00

35 4.96E-03 6.76E+00 2.07E+00 0.00E+00 1.15E-01 6.43E-06 0.00E+00

40 2.40E-03 3.27E+00 1.00E+00 1.43E-08 5.58E-02 3.11E-06 0.00E+00

45 1.22E-03 1.66E+00 5.07E-01 5.45E-08 2.83E-02 1.58E-06 0.00E+00

50 6.49E-04 8.84E-01 2.70E-01 1.17E-07 1.51E-02 8.41E-07 0.00E+00

70 5.11E-05 6.96E-02 2.13E-02 1.28E-07 1.19E-03 6.62E-08 0.00E+00

100 1.69E-07 3.96E-04 9.72E-05 1.73E-05 7.02E-06 9.71E-10 1.68E-18



  (c) Autumn season

Height Pressure Temp Density H2O O3 N2O CO CH4
(km) (hPa) (K) (g/m3) (g/m3) (g/m3) (g/m3) (g/m3) (g/m3)

0 1.02E+03 286.9 1.23E+03 1.04E+01 6.78E-05 6.99E-04 2.26E-04 1.53E-03

1 9.03E+02 282.0 1.11E+03 6.49E+00 6.51E-05 6.31E-04 1.97E-04 1.38E-03

2 8.00E+02 277.3 1.00E+03 3.92E+00 6.22E-05 5.68E-04 1.71E-04 1.24E-03

3 7.06E+02 272.6 9.02E+02 2.35E+00 6.21E-05 5.10E-04 1.48E-04 1.11E-03

4 6.23E+02 267.1 8.12E+02 1.49E+00 6.15E-05 4.59E-04 1.30E-04 1.00E-03

5 5.47E+02 261.3 7.29E+02 9.40E-01 6.50E-05 4.12E-04 1.15E-04 8.96E-04

6 4.80E+02 255.4 6.55E+02 5.84E-01 6.77E-05 3.70E-04 1.03E-04 7.97E-04

7 4.19E+02 248.7 5.87E+02 3.61E-01 7.43E-05 3.32E-04 8.94E-05 7.08E-04

8 3.65E+02 242.2 5.25E+02 2.06E-01 7.98E-05 2.97E-04 7.60E-05 6.27E-04

9 3.17E+02 235.7 4.68E+02 1.09E-01 9.34E-05 2.62E-04 6.20E-05 5.55E-04

10 2.74E+02 230.1 4.14E+02 4.52E-02 1.08E-04 2.28E-04 5.01E-05 4.82E-04

11 2.36E+02 225.5 3.64E+02 9.50E-03 1.34E-04 1.94E-04 3.97E-05 4.15E-04

12 2.03E+02 221.5 3.18E+02 4.20E-03 1.55E-04 1.67E-04 3.03E-05 3.56E-04

13 1.74E+02 218.2 2.77E+02 2.03E-03 1.77E-04 1.42E-04 2.15E-05 3.05E-04

14 1.48E+02 215.1 2.40E+02 1.10E-03 1.87E-04 1.21E-04 1.47E-05 2.59E-04

15 1.27E+02 213.1 2.07E+02 7.09E-04 1.83E-04 1.01E-04 9.93E-06 2.20E-04

16 1.08E+02 211.3 1.78E+02 5.39E-04 1.89E-04 8.39E-05 6.64E-06 1.85E-04

17 9.17E+01 210.7 1.52E+02 4.41E-04 2.12E-04 6.69E-05 4.59E-06 1.54E-04

18 7.81E+01 211.8 1.29E+02 3.73E-04 2.60E-04 5.16E-05 3.08E-06 1.27E-04

19 6.65E+01 213.0 1.09E+02 3.22E-04 3.21E-04 3.81E-05 2.05E-06 1.04E-04

20 5.67E+01 214.3 9.23E+01 2.83E-04 3.61E-04 2.88E-05 1.49E-06 8.44E-05

21 4.84E+01 215.7 7.81E+01 2.50E-04 3.73E-04 2.08E-05 1.17E-06 6.77E-05

22 4.13E+01 217.3 6.62E+01 2.21E-04 3.77E-04 1.59E-05 9.90E-07 5.34E-05

23 3.53E+01 218.7 5.62E+01 1.96E-04 3.81E-04 1.24E-05 8.95E-07 4.15E-05

24 3.01E+01 219.9 4.78E+01 1.73E-04 3.76E-04 9.87E-06 8.13E-07 3.23E-05

25 2.58E+01 220.8 4.07E+01 1.52E-04 3.72E-04 7.79E-06 7.49E-07 2.50E-05

30 1.21E+01 227.4 1.85E+01 7.37E-05 2.11E-04 3.48E-06 4.25E-07 1.16E-05

35 5.83E+00 237.5 8.56E+00 3.55E-05 1.10E-04 7.53E-07 2.40E-07 4.13E-06

40 2.92E+00 249.7 4.07E+00 1.51E-05 4.51E-05 1.32E-07 1.37E-07 1.47E-06

45 1.51E+00 260.4 2.02E+00 6.74E-06 1.51E-05 3.26E-08 8.31E-08 5.86E-07

50 7.97E-01 262.7 1.06E+00 3.52E-06 4.51E-06 9.81E-09 6.44E-08 2.57E-07

70 4.85E-02 218.0 7.75E-02 1.54E-07 3.07E-08 1.29E-10 4.34E-08 8.43E-09

100 3.21E-04 188.0 5.82E-04 1.62E-10 4.21E-10 3.22E-13 1.04E-08 5.18E-11



    (c) Autumn season (continued)

Height CO2 N2 O2 O Ar He H
(km) (g/m3) (g/m3) (g/m3) (g/m3) (g/m3) (g/m3) (g/m3)

0 6.86E-01 9.35E+02 2.86E+02 0.00E+00 1.59E+01 8.89E-04 0.00E+00

1 6.19E-01 8.43E+02 2.58E+02 0.00E+00 1.44E+01 8.02E-04 0.00E+00

2 5.57E-01 7.59E+02 2.32E+02 0.00E+00 1.29E+01 7.22E-04 0.00E+00

3 5.01E-01 6.82E+02 2.08E+02 0.00E+00 1.16E+01 6.49E-04 0.00E+00

4 4.51E-01 6.14E+02 1.88E+02 0.00E+00 1.05E+01 5.84E-04 0.00E+00

5 4.05E-01 5.51E+02 1.69E+02 0.00E+00 9.40E+00 5.24E-04 0.00E+00

6 3.63E-01 4.95E+02 1.51E+02 0.00E+00 8.44E+00 4.71E-04 0.00E+00

7 3.26E-01 4.44E+02 1.36E+02 0.00E+00 7.57E+00 4.22E-04 0.00E+00

8 2.91E-01 3.97E+02 1.21E+02 0.00E+00 6.77E+00 3.77E-04 0.00E+00

9 2.60E-01 3.54E+02 1.08E+02 0.00E+00 6.03E+00 3.36E-04 0.00E+00

10 2.30E-01 3.13E+02 9.57E+01 0.00E+00 5.34E+00 2.98E-04 0.00E+00

11 2.02E-01 2.75E+02 8.41E+01 0.00E+00 4.69E+00 2.62E-04 0.00E+00

12 1.77E-01 2.41E+02 7.35E+01 0.00E+00 4.10E+00 2.29E-04 0.00E+00

13 1.54E-01 2.09E+02 6.40E+01 0.00E+00 3.57E+00 1.99E-04 0.00E+00

14 1.33E-01 1.82E+02 5.55E+01 0.00E+00 3.10E+00 1.73E-04 0.00E+00

15 1.15E-01 1.56E+02 4.78E+01 0.00E+00 2.67E+00 1.49E-04 0.00E+00

16 9.86E-02 1.34E+02 4.11E+01 0.00E+00 2.29E+00 1.28E-04 0.00E+00

17 8.41E-02 1.15E+02 3.50E+01 0.00E+00 1.95E+00 1.09E-04 0.00E+00

18 7.12E-02 9.70E+01 2.97E+01 0.00E+00 1.65E+00 9.23E-05 0.00E+00

19 6.03E-02 8.22E+01 2.51E+01 0.00E+00 1.40E+00 7.82E-05 0.00E+00

20 5.11E-02 6.97E+01 2.13E+01 0.00E+00 1.19E+00 6.63E-05 0.00E+00

21 4.33E-02 5.90E+01 1.80E+01 0.00E+00 1.01E+00 5.61E-05 0.00E+00

22 3.67E-02 5.00E+01 1.53E+01 0.00E+00 8.53E-01 4.76E-05 0.00E+00

23 3.12E-02 4.25E+01 1.30E+01 0.00E+00 7.24E-01 4.04E-05 0.00E+00

24 2.65E-02 3.61E+01 1.10E+01 0.00E+00 6.15E-01 3.43E-05 0.00E+00

25 2.26E-02 3.07E+01 9.39E+00 0.00E+00 5.24E-01 2.92E-05 0.00E+00

30 1.03E-02 1.40E+01 4.27E+00 0.00E+00 2.38E-01 1.33E-05 0.00E+00

35 4.74E-03 6.46E+00 1.98E+00 0.00E+00 1.10E-01 6.15E-06 0.00E+00

40 2.26E-03 3.08E+00 9.40E-01 1.21E-08 5.24E-02 2.93E-06 0.00E+00

45 1.12E-03 1.53E+00 4.66E-01 5.30E-08 2.60E-02 1.45E-06 0.00E+00

50 5.86E-04 7.98E-01 2.44E-01 1.22E-07 1.36E-02 7.59E-07 0.00E+00

70 4.30E-05 5.86E-02 1.79E-02 1.40E-07 9.98E-04 5.57E-08 0.00E+00

100 1.95E-07 4.36E-04 1.06E-04 1.73E-05 7.01E-06 9.69E-10 1.67E-18



  (d) winter season

Height Pressure Temp Density H2O O3 N2O CO CH4
(km) (hPa) (K) (g/m3) (g/m3) (g/m3) (g/m3) (g/m3) (g/m3)

0 1.02E+03 273.6 1.30E+03 4.78E+00 6.90E-05 7.36E-04 2.38E-04 1.60E-03

1 9.01E+02 268.2 1.17E+03 2.67E+00 6.36E-05 6.61E-04 2.07E-04 1.44E-03

2 7.92E+02 264.0 1.05E+03 1.51E+00 5.83E-05 5.91E-04 1.78E-04 1.29E-03

3 6.96E+02 259.8 9.32E+02 8.66E-01 5.73E-05 5.27E-04 1.53E-04 1.15E-03

4 6.09E+02 254.4 8.34E+02 5.41E-01 5.58E-05 4.72E-04 1.33E-04 1.03E-03

5 5.32E+02 248.9 7.45E+02 3.36E-01 6.23E-05 4.21E-04 1.18E-04 9.14E-04

6 4.64E+02 243.0 6.65E+02 2.02E-01 6.62E-05 3.76E-04 1.04E-04 8.09E-04

7 4.02E+02 236.8 5.92E+02 1.16E-01 7.53E-05 3.34E-04 9.01E-05 7.13E-04

8 3.48E+02 231.6 5.23E+02 6.26E-02 8.35E-05 2.96E-04 7.57E-05 6.24E-04

9 3.00E+02 226.8 4.60E+02 3.39E-02 1.04E-04 2.58E-04 6.10E-05 5.46E-04

10 2.58E+02 224.0 4.01E+02 1.50E-02 1.29E-04 2.21E-04 4.85E-05 4.66E-04

11 2.21E+02 222.7 3.46E+02 4.91E-03 1.61E-04 1.85E-04 3.78E-05 3.95E-04

12 1.90E+02 221.3 2.99E+02 2.16E-03 1.92E-04 1.57E-04 2.84E-05 3.35E-04

13 1.63E+02 219.6 2.58E+02 1.09E-03 2.18E-04 1.32E-04 2.00E-05 2.84E-04

14 1.39E+02 218.0 2.23E+02 6.35E-04 2.14E-04 1.12E-04 1.36E-05 2.41E-04

15 1.19E+02 216.9 1.92E+02 4.57E-04 2.09E-04 9.37E-05 9.19E-06 2.03E-04

16 1.02E+02 215.7 1.65E+02 3.91E-04 2.17E-04 7.77E-05 6.14E-06 1.71E-04

17 8.70E+01 215.3 1.41E+02 3.55E-04 2.50E-04 6.21E-05 4.27E-06 1.43E-04

18 7.43E+01 215.2 1.20E+02 3.31E-04 2.98E-04 4.84E-05 2.88E-06 1.19E-04

19 6.34E+01 215.8 1.03E+02 3.05E-04 3.52E-04 3.59E-05 1.93E-06 9.82E-05

20 5.42E+01 216.9 8.71E+01 2.75E-04 3.90E-04 2.73E-05 1.41E-06 7.97E-05

21 4.63E+01 218.0 7.41E+01 2.47E-04 4.05E-04 1.99E-05 1.11E-06 6.42E-05

22 3.96E+01 219.1 6.30E+01 2.20E-04 3.99E-04 1.55E-05 9.43E-07 5.08E-05

23 3.39E+01 220.1 5.37E+01 1.96E-04 3.97E-04 1.22E-05 8.55E-07 3.97E-05

24 2.90E+01 221.0 4.57E+01 1.72E-04 3.82E-04 9.75E-06 7.79E-07 3.09E-05

25 2.48E+01 221.9 3.90E+01 1.50E-04 3.65E-04 7.70E-06 7.14E-07 2.40E-05

30 1.17E+01 228.2 1.78E+01 7.18E-05 1.92E-04 2.95E-06 3.86E-07 1.12E-05

35 5.65E+00 237.5 8.30E+00 3.60E-05 9.80E-05 5.48E-07 2.13E-07 3.57E-06

40 2.82E+00 248.8 3.96E+00 1.48E-05 4.28E-05 8.17E-08 1.21E-07 1.15E-06

45 1.46E+00 258.5 1.96E+00 6.03E-06 1.48E-05 1.84E-08 7.87E-08 4.23E-07

50 7.64E-01 259.0 1.03E+00 3.45E-06 4.43E-06 5.47E-09 7.55E-08 1.76E-07

70 4.50E-02 219.7 7.14E-02 1.32E-07 3.24E-08 1.31E-10 6.56E-08 7.76E-09

100 3.38E-04 190.1 6.06E-04 1.69E-10 4.38E-10 3.48E-13 1.29E-08 5.39E-11



    (d) winter season (continued)

Height CO2 N2 O2 O Ar He H
(km) (g/m3) (g/m3) (g/m3) (g/m3) (g/m3) (g/m3) (g/m3)

0 7.22E-01 9.83E+02 3.01E+02 0.00E+00 1.68E+01 9.35E-04 0.00E+00

1 6.49E-01 8.84E+02 2.70E+02 0.00E+00 1.51E+01 8.41E-04 0.00E+00

2 5.80E-01 7.90E+02 2.41E+02 0.00E+00 1.35E+01 7.52E-04 0.00E+00

3 5.17E-01 7.05E+02 2.15E+02 0.00E+00 1.20E+01 6.70E-04 0.00E+00

4 4.63E-01 6.30E+02 1.93E+02 0.00E+00 1.08E+01 6.00E-04 0.00E+00

5 4.13E-01 5.63E+02 1.72E+02 0.00E+00 9.59E+00 5.35E-04 0.00E+00

6 3.69E-01 5.02E+02 1.54E+02 0.00E+00 8.56E+00 4.78E-04 0.00E+00

7 3.28E-01 4.47E+02 1.37E+02 0.00E+00 7.62E+00 4.25E-04 0.00E+00

8 2.90E-01 3.95E+02 1.21E+02 0.00E+00 6.74E+00 3.76E-04 0.00E+00

9 2.55E-01 3.48E+02 1.06E+02 0.00E+00 5.93E+00 3.31E-04 0.00E+00

10 2.22E-01 3.03E+02 9.26E+01 0.00E+00 5.16E+00 2.88E-04 0.00E+00

11 1.92E-01 2.62E+02 7.99E+01 0.00E+00 4.46E+00 2.49E-04 0.00E+00

12 1.66E-01 2.26E+02 6.90E+01 0.00E+00 3.85E+00 2.15E-04 0.00E+00

13 1.43E-01 1.95E+02 5.96E+01 0.00E+00 3.33E+00 1.86E-04 0.00E+00

14 1.24E-01 1.68E+02 5.15E+01 0.00E+00 2.87E+00 1.60E-04 0.00E+00

15 1.06E-01 1.45E+02 4.42E+01 0.00E+00 2.47E+00 1.38E-04 0.00E+00

16 9.13E-02 1.24E+02 3.80E+01 0.00E+00 2.12E+00 1.18E-04 0.00E+00

17 7.81E-02 1.06E+02 3.25E+01 0.00E+00 1.81E+00 1.01E-04 0.00E+00

18 6.67E-02 9.09E+01 2.78E+01 0.00E+00 1.55E+00 8.64E-05 0.00E+00

19 5.68E-02 7.73E+01 2.36E+01 0.00E+00 1.32E+00 7.36E-05 0.00E+00

20 4.83E-02 6.58E+01 2.01E+01 0.00E+00 1.12E+00 6.26E-05 0.00E+00

21 4.11E-02 5.59E+01 1.71E+01 0.00E+00 9.54E-01 5.32E-05 0.00E+00

22 3.50E-02 4.76E+01 1.46E+01 0.00E+00 8.12E-01 4.53E-05 0.00E+00

23 2.98E-02 4.06E+01 1.24E+01 0.00E+00 6.91E-01 3.86E-05 0.00E+00

24 2.54E-02 3.45E+01 1.06E+01 0.00E+00 5.89E-01 3.28E-05 0.00E+00

25 2.16E-02 2.95E+01 9.01E+00 0.00E+00 5.03E-01 2.80E-05 0.00E+00

30 9.90E-03 1.35E+01 4.12E+00 0.00E+00 2.30E-01 1.28E-05 0.00E+00

35 4.60E-03 6.27E+00 1.92E+00 0.00E+00 1.07E-01 5.96E-06 0.00E+00

40 2.19E-03 2.99E+00 9.13E-01 9.15E-09 5.09E-02 2.84E-06 0.00E+00

45 1.09E-03 1.48E+00 4.53E-01 4.00E-08 2.53E-02 1.41E-06 0.00E+00

50 5.70E-04 7.76E-01 2.37E-01 1.03E-07 1.32E-02 7.38E-07 0.00E+00

70 3.96E-05 5.39E-02 1.65E-02 1.75E-07 9.19E-04 5.13E-08 0.00E+00

100 2.02E-07 4.48E-04 1.09E-04 1.73E-05 7.02E-06 9.70E-10 1.67E-18



3. 동아시아 표준대기의 광학적 성질

대기 구성 성분 중 가시광선 영역에서 복사의 흡수를 주로 일으키는 기체로서

산소, 오존, 수증기를 들 수 있다. 기후적으로 고유한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동아시

아 표준대기에서 이들 기체에 의하여 대기 복사전달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ODTRAN (Moderate Resolution Transmittance Code) 모델을 이용하여 대기의

투과도를 계산하였다. MODTRAN은 AFGL (U.S. Air Force Geophysics

Laboratory)에서 개발된 대기 복사 전달 모델이다. 이 모델을 사용하여 대기중의 특

정기체에 대한 복사전달 실험실 관측 자료를 이들 기체의 대기내 연직분포에 연결

시켜 대기의 투과도를 계산할 수 있다 (Anderson et al., 1995).

Fig. 5-6은 여름철 투과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분자와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

효과, 기체의 흡수효과를 포함한 대기의 총 투과도를 나타낸다. 그림에 음영으로 표

시한 부분은 OSMI의 각 채널 밴드 폭을 표시한다. 투과도가 낮게 나타나는 686

nm 와 759 nm 부근은 O2의 흡수에 의한 결과이다. 오존에 의한 효과는 후에 제시

한 바처럼 가시광선 영역의 대부분에서 약한 흡수를 유발하고 그림에서 이들을 제

외한 720 nm 와 900 nm 부근의 흡수는 H2O에 의한 효과이다.

H2O와 O2, O3 각각에 의한 흡수효과 분포를 Figs. 5-7부터 5-9에 제시하였다.

OSMI의 각 채널은 대기 중에서 변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H2O의 흡수 영역을

피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O2에 의한 오염의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3에 의한 흡수는 가시광선 전 영역에 걸쳐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양색 관측 알고리듬의 개발 시 O3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Fig. 5-6의 총 투과도는 또한 공기 분자의 산란효과(Rayleigh 산란)를 포함하고

있다. Rayleigh 산란에 의한 체적 산란 함수(volume scattering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βR (θ ) = bR
3
8π ( 1 + δ

2 + δ ) ( 1 + 1 - δ
1 + δ

cos 2θ ) (5-1)

식 (5-1)에서 bR은 공기의 밀도에 비례하는 총 산란계수이며, δ는 depolarization

율, θ는 산란각을 나타낸다. Hansen and Travis (1974)는 δ값으로 0.031을 취하였

다. 대기의 Rayleigh 산란에 의한 광학 두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τR = ⌠
⌡

∞

0
bR (h )dh (5-2)

식 (5-2)에서 h는 고도를 나타낸다.

Hansen and Travis (1974)는 표면기압 1013.25 mb의 표준 대기에서 Rayleigh 산란

에 의한 광학 두께 (τ R 0
)를 파장으로 매개 변수화 하였다. 즉,

τ R 0
= 0.00856 9 λ-4 ( 1 + 0.0113 λ-2 + 0.00013 λ-4 ) (5-3)

총 산란계수 bR은 공기의 밀도에 비례하므로, 임의의 표면기압 p를 갖는 대기주에

의한 광학 두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τ R = p
p0
τR 0

(5-4)

p 0 = 1013.25 mb

Fig. 5-10은 식 (5-4)에 의해 계산된 광학 두께를 이용하여 얻은 투과도를 나타낸

다. 400 nm 부근에서 0.7의 투과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크기는 파장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작아지고 있어 식 (5-3)에 나타낸 파장의 4제곱에 역 비례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해양색 관측 센서의 전 파장대에서 Rayleigh 산란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MODTRAN 모델의 에어로졸 유형

인 해양성 에어로졸(가시거리 23 km)의 경우에 대해 투과도를 모의하여 Fig. 5-11

에 제시하였다. Rayleigh 산란과 다르게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효과는 가시광선 전

파장 범위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이 에어로졸의 모

델링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므로 해색 관측의 성공 여부는 에어로졸의 보정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OSMI 채널 시뮬레이션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

역의 대기복사나 원격탐사에 관련된 문제에 적극 이용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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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Vertical path transmittance of the East

Asian summer reference atmosphere

including the contributions of air, water

vapor, ozone, and oxygen.



H2O Transmit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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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Contribution to the vertical path

transmittance of the atmosphere by water

vapor alone.



O2 Transmit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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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Same as in Fig. 5-7 except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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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Same as in Fig. 5-7 except ozone.



제 2 절 황사의 대기보정

1. 자료 및 방법

SeaWiFS는 1997년 8월 1일 발사된 SeaStar 위성에 탑재된 해색을 위한 센서이

다. SeaStar는 705 km 고도와 정오에 하강 모드를 가지는 극궤도 위성이다.

SeaStar의 재방문 주기는 하루이다. SeaWiFS 센서는 20nm의 좁은 밴드폭을 가지

는 6개의 가시광선영역의 채널과 40nm의 밴드폭을 가지는 2개의 근적외선 영역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Table 5-2). 가시광선 영역의 채널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과

같은 해양의 정보를 얻는데 이용되고, 근적외선 영역의 채널은 해색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대기 보정의 과정에서 필요하다.

해색 센서가 가지는 좁은 영역의 밴드폭은 대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영역을 밴

드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기 보정에 있어서 수증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도 된다. 그러나 오존은 가시광선 전영역에 걸쳐 영향이 나타나므로 모든 채널에서

고려되어야만 하고, 765 nm에서는 산소에 의한 흡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SeaWiFS는 기본적으로 직하점에서 약 1 km의 해상도를 가지는 LAC (Local

Area Coverage) 자료를 생산하고, LAC 자료를 4개의 픽셀당 하나만을 선택하고

넓은 영역을 묶어 직하점에서 약 4 km의 해상도를 갖는 GAC (Global Area

Coverage) 자료를 생산한다. 이 때 GAC 자료는 248개의 픽셀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봄철 동아시아 지역의 에어로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황사 현

상이 일어났던 1998년 4월 18일과 4월 20일 GAC 자료와 황사 현상과 비교를 위해

맑은 날로 대표될 수 있는 4월 25일 GAC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각각의 자료는 날짜별로 GMT (Greenwich Mean Time) 3시 53분, 3시 44분, 그

리고 4시 10분의 시간에 관측된 자료이다.

Fig. 5-12의 (a), (b)와 (c)는 각각 4월 18일, 4월 20일 그리고 4월 25일의

SeaWiFS 채널 1, 5와 6을 합성한 영상이다. 4월 18일의 경우 동지나해 부근에 흐

린 회색의 띠가 일본까지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황사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추측되는 곳이다. 4월 20일의 경우 동해 부근에 역시 흐린 회색의 영역이

보이는데 이 지역 역시 황사가 있는 영역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4월 25일의 경우는



황해 부근에 어두운 색으로 진하게 나타나는 맑은 구역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SeaWiFS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SeaDAS (SeaWiFS Data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은 SeaWiFS 알고리듬, 즉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aDAS 3.2 버전을 이용하여 대기 보정을 수행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해 원하는 변수를 얻어내었다.

2. 대기보정 알고리듬

센서에 도달하는 가시 광선 영역의 빛은 Fig. 5-13에서와 같이 여러 경로를 가진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간략화한 대기 복사 전달 방정식을 도입할 수 있다.

L t=L r+L a+L r a+TLg+tLw (5-5)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물 속으로부터 나오는 복사휘도 Lw로, 위성의 센서

에서 감지되는 총 복사휘도 L t로부터 나머지 항들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L r 와 L a는 각각 대기 분자에 의한 Rayleigh 다중 산란과 에어로졸에 의한 다중

산란에 의한 복사휘도를 말한다. L r a는 대기 분자와 에어로졸 입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복사휘도로 먼저 대기 분자에 의해 산란된 후 에어로졸 입자에 의해

다시 산란되거나, 반대로 에어로졸 입자에 의해 먼저 산란된 후 다시 대기 분자에

의해 산란되어 센서까지 올라오는 복사휘도를 말한다. Lg는 태양광이 해수 표면에

직접 반사되어 올라오는 복사휘도를, T 와 t는 각각 직선광의 투과도와 산란광의

투과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ordon, 1993; Gordon., 1997).

T(λ)= exp [-(τ r (λ)+τ oz(λ)+τ a(λ ))/cosθ] (5-6)

t(λ)= exp [-( τ r (λ)/ 2+τ oz(λ) )/cosθ]ta(λ) (5-7)



여기서 τ r , τ oz , τ a는 각각 공기 분자, 오존과 에어로졸의 광학적 두께를 의미

하며, θ는 센서의 천정각을 말한다.

ta= exp {-[1-ω a(λ)F(λ)]τ a(λ)/cosθ}이다. 여기서 F는 광자가 에어로졸에 의

해 90°이하로 산란될 확률로 [1-ω a (λ)F(λ)]은 보통 1보다 훨씬 적으므로 에어로

졸의 광학적 두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Gordon et al., 1983; Gordon, 1997).

ωa는 단산란 알베도로 분산 계수 (extinction coefficient)에 대한 산란 계수

(scattering coefficient)의 비를 의미한다. 산란광의 투과도에서 공기 분자에 의한

Rayleigh 광학적 두께를 2로 나눈 것은 Rayleigh 산란의 전방 산란은 결국 투과율

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대기 복사 전달 방정식에서 복사휘도 ( L )를 단위가 없는 반사도 ( ρ )로 표

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또한 앞으로 복사 휘도 대신 반사도를 이

용하여 해색을 보정 (calibration)을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반사도를 도입하도록

하자 (Gordon et al., 1994).

ρ(λ)= πL(λ)/F 0(λ) cosθ 0

(5-8)

여기서 F 0는 대기권 밖에 도달하는 파장 λ의 태양 복사량이고, θ 0는 태양의

천정각을 말한다. 즉, 반사도는 L 이 등방형으로 퍼져 나갈 때 대기권 최상부에서

의 반사도를 말한다. L g는 센서가 바라보는 방향을 고려함으로써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식 (5-8)의 관계를 식 (5-5)에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ρ t(λ)= ρ r (λ)+ρ a(λ)+ρ r a(λ)+tρw(λ) (5-9)

따라서 우리의 목적이 정확한 해색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식 (5.9)에서 ρw를 정확

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다중 산란 효과 ( ρ r (λ)+ρ a(λ)+ρ r a (λ) )를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때 에어로졸의 농도나 광학적 성질을 알고 있다면 이 값을 구



할 수 있다.

1978년 발사된 Nimbus-7에 실린 CZCS에서 측정된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해색을

얻기 위한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Gordon, 1978;

Gordon et al., 1980; Gordon et al., 1981).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1997년 발사된

SeaWiFS는 보다 나은 대기 보정 알고리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보다 먼저 발사

된 OCTS 역시 SeaWiFS와 비슷한 알고리듬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이 세 가지의

대기 보정 알고리듬은 모두 에어로졸 산란에 의한 효과를 보정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SeaWiFS와 OCTS에서는 에어로졸 모델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고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대기보정 알고리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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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Same as in Fig. 5.7 except Rayleigh scattering.



Aer-Hyd Transmit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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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Same as in Fig. 5.7 except maritime aerosol scattering.



Table 5-2. Characteristics of SeaWiFS


Channel Wavelength(nm) Band Width(nm)

═══════════════════════════════
1 412 20
2 443 20
3 490 20
4 510 20
5 555 20
6 670 20
7 765 40
8 865 40

───────────────────────────────



(a) (b)

(c)

Fig. 5-12 Combined images of SeaWiFS channel 1, 5, 6

measurements for (a) April 18, (b) April 20 and (c) Apri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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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A schematic diagram of the ocean color remote sensing



2.1 CZCS 알고리듬

CZCS는 해색을 위한 4개의 가시광선 영역의 채널 (443, 520, 550, 670 nm)과 1

개의 근적외선 채널 (750 nm)을 가지고 있으며, 해수면 온도를 위한 하나의 열적외

선 채널 (10.5 ～ 12.5 ㎛)을 가지고 있는 센서이다.

CZCS가 발사된 후 대기 보정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해색을 위한 대기 보정 알고리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처음 개발된 CZCS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서는 다중 산란을 고려하지 않고, 단산란 효과만을 고려하였

다. 따라서 식 (5-10)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된다.

ρ t(λ)= ρ r s(λ)+ρ as(λ)+tρw(λ) (5-10)

여기서 아래 첨자 s는 단산란 (single scattering)을 의미한다. 대기 분자에 의한

Rayleigh 산란은 표준 대기 기체의 연직 분포로부터 대기 복사 전달 모델을 통해

계산이 가능하다. 에어로졸에 의한 단산란은 에어로졸의 광학적 두께가 작은 경우

대기 복사 전달 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ρ as(λ)=ω a(λ)τ a(λ)Pa(θ v,φ v;θ 0,φ 0 ;λ)/4cosθ vcosθ 0 (5-11)

여기서

Pa(θ v,φ v;θ 0,φ 0 ;λ)=Pa(θ-,λ)+(r (θ v)+r (θ 0))Pa(θ+,λ)

cosθ ±=±cosθ 0cosθ v- sinθ 0sinθ vcos(φv-φ 0)

이다. Pa(α,λ)는 산란각 α에 대한 에어로졸 산란 위상 함수 (phase function)이고,

ωa는 에어로졸 단산란 알베도이다. r (α)는 입사각 α에 대한 해수면의 정반사율

(Fresnel reflectance)을 말하고, θ 0 , θ v는 각각 태양과 센서의 천정각, φ 0 , φv는

태양과 센서의 방위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어로졸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매우 다

른 양상을 보이므로 식 (5-11)로부터 에어로졸의 단산란 반사율을 구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CZCS 대기보정 알고리듬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선 충분히 낮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 (이하 C로 표기함)를 가진 맑은 해양

(0.25 mg/m3)에 대해서 CZCS 밴드 2, 3과 4에 대한 ρw가 알려져 있고 ρw(670) 은

0으로 둘 수 있다. 따라서 식 (5-10)으로부터 ρ as(670) 의 값을 구해 낼 수 있다. 여

기에 새로운 대기 보정 변수 ε(λ 1,λ 2)과 [ρw(λ) ]N을 다음과 같이 도입한다.

ε(λ 1,λ 2)≡
ρ as(λ 1 )
ρ as(λ 2 )

=
ω a (λ 1 )τ a(λ 1 )Pa(θ v,φ v;θ 0,φ 0 ;λ 1)
ω a (λ 2 )τ a(λ 2 )Pa(θ v,φ v;θ 0,φ 0 ;λ 2)

(5-12)

[ρw(λ) ]N≡ρw(λ)/t (θ 0,λ) (5-13)

[ρw(λ) ]N는 결과적으로 태양이 천정에 있고, 대기의 효과가 제거되었을 때의

ρw(λ) 를 의미한다. ε(λ 1,λ 2) 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장 λ i에 대해

서 ρw(λ i )는 식 (5-10)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ρw(λ i )=
1
t [ρ t(λ i )-ρ r s(λ i )-ε(λ i,670)ρ as(670)]

(5-14)

ε(λ i,670)은 충분히 낮은 C에 대해서 [ρw(550) ]N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으로부

터 다음의 식 (5-15) 관계식을 이용하여 n 을 구해내고, 이를 통해 나머지 파장에

대한 ε(λ i,670)를 구해 낸다 (Gordon et al., 1988).

ε(λ i,670)= ( 670λ i
) n (5-15)

이 때 n은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

CZCS 대기 보정 알고리듬은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해색을 구해내게 된다. 그러

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알고리듬은 우선 C가 충분히 작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

로, 만약 센서가 보게 되는 이미지가 맑은 해양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확한 해색을

얻을 수가 없게된다. 또한 [ρw(550) ]N이 일정하다는 가정과 식 (5-15)을 통한 다른



파장으로의 외삽은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

이 있다. 그리고, CZCS 알고리듬은 기본적으로 대기의 단산란만을 고려하였으므로,

대기와 에어로졸의 다중 산란 효과가 무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CZCS 알고리듬의 문제는 보다 좋은 감지도를 가지고, 더 많은 채널을 보유

한 OCTS, SeaWiFS가 올라가면서 에어로졸 모델을 이용한 알고리듬으로 한층 더

나아지게 된다.

2.2 SeaWiFS 알고리듬

SeaWiFS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1997년에 발사되었으며 해색을 위하여 총 8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즉, 가시광선 영역에 6개의 채널 (412, 443, 490, 510, 555,

670 nm)과 대기 보정을 위하여 근적외선 영역에 2개의 채널 (765, 865 nm)을 가지

고 있다.

SeaWiFS는 Gordon et al. (1994)이 제시한 알고리듬을 기본으로 해색을 위한 대

기 보정을 하고 있다. SeaWiFS 알고리듬은 CZCS 알고리듬과는 달리 다중 산란 효

과를 고려하고 있다. 다중 산란 효과가 고려될 때, 대기 보정은 2개의 근적외선 채

널에서 미지수인 ρ a (λ)+ρ r a(λ)값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이것은 두 채널에서

ρw=0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Wang (1991)은 ρ a (λ)+ρ r a(λ)과 ρ as(λ) 사이의

관계가 거의 선형임을 보였다. 따라서 구해진 ρ as(λ)는 에어로졸 다중 산란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SeaWiFS 알고리듬은 에어로졸 효과의 보정을 위해 에어로졸 모델을 사용

하고 있다. Gordon et al.(1994)은 에어로졸 유형을 대류권 (Tropospheric) 에어로졸

모델, 해양성 (Maritime) 에어로졸 모델 (Shettle and Fenn, 1979), 해안형 (Coastal)

에어로졸 모델이 상대 습도 50%, 70%, 90%와 99%에 따라 변하는 총 12가지로 구

분하여 사용하였다. SeaWiFS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서는 해안형 모델 상대습도

50%, 대류권 모델 상대습도 70%를 각각 oceanic 모델 상대습도 90%, 99%로 대체

하여 사용하고 있다. Oceanic 에어로졸은 대양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해염 입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모델은 근적외선 밴드보다 가시영역에서 에어로졸 기여도가 작

게 나타난다. SeaWiFS 대기 보정 알고리듬을 도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ordon et al., 1994).

ε(765,865)=
1
N ∑

N

i= 1
ε i (765, 865)

tρw(λ)= ρ t(λ)-ρ r (λ)-[ρ a(λ)+ρ r a(λ) ]

ρ t(765)-ρ r (765) , ρ t(865)-ρ r (865)

══════⇒N Models
ε(765,865) → 2개의 모델을 선택

ε(765,865) ══════⇒
2Models

ε(λ,865)

ρ as(865) ═════⇒ε(λ,865)
ρ as(λ)

ρ as(λ) ═════⇒2Models
ρ a(λ)+ρ r a(λ)

여기서 N은 사용된 에어로졸 모델의 개수이고,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

에서는 12개의 모델이 사용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우선 근적외선 영역 (765, 865

nm)에서의 ρw는 0이라 가정하고, 에어로졸의 단산란 ( ρ as )을 이용하여 12개의 모

델에 대해서 ε(765,865)을 구하여 이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값을 가지는 2개의 에

어로졸 모델을 선택한다. 이러한 방법은 765와 865 nm에서 주어진 에어로졸 모델

에 대하여 다중 산란 효과가 거의 비슷하고 Rayleigh 산란의 효과가 매우 약하므로

ρ r a가 매우 작게 되어 ε(765,865)는 에어로졸 모델에 관계없이 구하고자 하는 올

바른 값에 가깝다 (Gordon et al., 1994). 이렇게 구한 2개의 모델 사이의 내분 비율

을 구하여 다른 파장에 대한 ε(λ,865)를 구해낸다. ε(λ,865)의 정의로부터 ρ as(λ)

를 구하고, ρ as(λ) 와 ρ a(λ)+ρ r a (λ) 의 선형적인 관계로부터 에어로졸의 다중 산란

효과를 구해내어 해색을 구하게 된다 (Wang, 1991; Gordon, 1997).

SeaWiFS 알고리듬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기

보정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알고리듬은 765 nm에

서 산소 분자에 의한 흡수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3 OCTS 알고리듬



OCTS는 1996년에 발사되어 1997년까지 짧은 기간동안 운행되었으나 많은 자료

를 관측하였고 ADEOS (Advanced Earth Observing Satellite)Ⅱ에서는 후속 센서

를 탑재할 예정이다. OCTS는 시기적으로 SeaWiFS보다 먼저 올라갔으나 SeaWiFS

에서 사용되기 위해 제시된 알고리듬을 기본적으로 채용하였다. OCTS는 SeaWiFS

와 비슷하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20nm의 밴드폭을 가지는 6개 채널 (412, 443, 490,

520, 565, 670 nm)과 근적외선 영역에서 40nm의 밴드폭을 가지는 2개의 채널 (765,

865 nm)을 가지고 있다.

OCTS 대기 보정 알고리듬은 근본적으로 SeaWiFS의 알고리듬과 동일하다. 하지

만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OCTS에서는 SeaWiFS와는 다른 황사를

포함하는 10 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즉, 대류권 에어로졸 모델, 해안형 에어로

졸 모델 50, 80, 90%와 해양성 에어로졸 모델 각각 50, 80, 99% 그리고 황사 모델

의 총 10개 모델을 가지고 있다. SeaWiFS에서는 ρ as(λ) 와 ρ a(λ)+ρ r a (λ) 에 대한

LUT를 사용하고 있으나 OCTS에서는 ρ a (λ)+ρ r a(λ) 와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의

관계에 대한 LUT를 사용하였다. 또한 OCTS에서는 가장 근접한 2개의 에어로졸

모델을 택하기 위해 ε(λ,865)이 아니라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를 이용한 새로운 변

수 γ' ave(670,865) 와 γ( i,λ,865)를 다음과 같이 도입하였다.

γ' ave(670, 865)=
1
N ∑

N

i= 1
γ'( i,670,865) (5-16)

γ( i,λ,865)≡Kext(i,λ)/Kext(i, 865) (5-17)

여기서, γ'( i,670,865)= τ a (i, 670)/τ a(i,865)이다. i는 에어로졸 모델을 의미하고

N은 에어로졸의 개수를 의미한다. Kext(i,λ) 는 에어로졸 모델과 파장에 따른 분산

계수(extinction coefficient)이다. 여기서 τ a는 K ext에 비례한다. 따라서 OCTS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서는 10개의 에어로졸 모델에 대하여 γ' ave(670,865) 을 구하여 에

어로졸 모델에 따라 미리 계산된 γ( i,λ,865)에서 가장 근접한 2개의 모델을 택하

고, 그 내분 비율을 이용해서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를 계산해 냄으로써 에어로졸

다중 산란 효과를 계산해 낸다. 이 알고리듬에서 765 nm 대신 670 nm를 사용한 것

은 765 nm의 파장이 산소 분자에 의해 흡수가 되므로 이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황사의 광학적 성질

3.1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

본 연구에서 SeaWiFS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

(SeaWiFS 알고리듬)을 채용하고 있는 SeaD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eaDAS는

해색을 위한 대기 보정의 과정 (Level 2 과정)에서 16개의 경우에 대해 플래그/마스

크를 표시한다 (Table 5-3). 마스크는 해색을 위한 대기 보정이 의미가 없는 곳을

표시하여 대기 보정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로, 육지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플래그는 대기 보정은 실시하지만 신뢰도가 떨어짐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 보정의 과정에서 해양에서 나오는 복사휘도가 음의 값으로 나오는 경우, 알고

리듬에서는 기본값으로 처리를 하지만 플래그를 걸어 이 지역의 값이 신뢰도가 떨

어짐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SeaDAS는 구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고복사휘도 마스크와 구름/얼음 마스크

를 설정하고 있다. 고복사휘도 마스크는 센서에 도달하는 복사휘도가 특정한 값보

다 높을 때 구름으로 간주하여 마스크를 걸어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구름/얼음 마

스크는 백분율 알베도가 기준값보다 높을 때 구름 혹은 얼음으로 간주하여 제거하

는 것을 말한다. 백분율 알베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λ)=
L t(λ)

t(λ,θ)L i(λ)
×100 ( % ) (5-18)

여기서 L i(λ)= t(λ,θ 0)F 0(λ) cosθ 0으로 지상에 다다르는 직달 일사량이다.

θ 0와 θ는 각각 태양과 위성의 천정각을 의미한다. SeaDAS는 백분율 알베도의

기준값으로 1.1%를 사용하여 이 보다 높을 경우 구름/얼음으로 간주하여 제거한다.

Fig. 5-14는 황사가 있었던 4월 18일과 20일, 맑은 날이었던 4월 25일의 경우를

NASA 표준 알고리듬에 구름에 대한 기준값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의 대기 보정

후 765 nm에서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SeaDAS는 에어로졸 광

학적 두께가 865 nm인 경우에 대해서만 표준 출력을 하므로 다른 채널에서의 에어

로졸 광학적 두께를 얻기 위해서는 SeaDAS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4월 18일과 20일의 경우, Fig. 5-12에 나타나듯이 맑은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이 구름으로 간주되어 대기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대기 보정이 이루어진 영역의 765 nm에서 광학적 두께는 대체로 약

0.1에서 0.3으로 비교적 작다. 4월 25일의 경우는 구름을 제외한 맑은 구역이 대부

분 대기 보정이 이루어졌고, 역시 0.3 이하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를 가짐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이 765 nm에서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0.3이상인 지역은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플래그를 걸어 0.3보다 작은 지역

만 대기 보정을 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은 황

사를 포함하여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비교적 큰 에어로졸이 있는 영역을 구름으

로 간주함을 알 수 있다.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이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두꺼운 영역의 경우

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복사휘도 마스크를 없애고

구름의 백분율 알베도 기준을 4월 18일의 경우 2.6%로, 4월 20일의 경우 3.0%로 상

향조정하여 Fig. 5-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사용한 알베도는 기본 알베도

1.1%를 상향조정하여 대기 보정 결과가 황사영역을 포함하는 값을 선택하였다. 그

러나 상향조정된 기준은 865 nm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두꺼운 영역에 대해 대

기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는 반면 황사는 물론 광학적 두께가 작은 구름이 에어로졸

로 오인되는 구름의 오염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Fig. 5-15 (a)는 4월 18일의 경우 동지나해 부근에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0.7에

서 1정도의 큰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둥반도 남쪽에

0.4정도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를 갖는 지역을 볼 수 있다. 4월 20일의 경우 (Fig.

5-15 (b)) 동해의 132°E의 동쪽으로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0.7에서 0.9정도가 나

타나는 영역이 존재하고, 서쪽으로 0.3 - 0.5 정도의 광학적 두께를 보이는 영역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값들은 앞의 Fig. 5-14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값으로 황사나 해양성 에어로졸이 있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영역이다. 특히 에어로

졸 광학적 두께가 0.7 이상인 영역은 황사로 추정되는 영역으로 Fig. 5-12의 합성

영상에서 황사로 추정되는 영역과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SeaWiFS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는 지상에서 관측된

자료와 비교하여 알고리듬의 수행정도를 조사할 수 있다. Fig. 5-16은 안면도 배경



대기 관측소 (36.517。N, 126.317。E)에서 맑은 날이었던 3월 16일과 17일, 강한 황

사가 관측되었던 4월 19일, 그리고 약한 황사가 관측되었던 4월 28일의 sun

photometer를 통해 관측된 778 nm에서 매 20분 평균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이다

(Sohn et al., 1998).

지상 관측과 위성 관측이 시간적으로 정확히 일치할 수 없는 이유는 구름이나 안

개, 그리고 극궤도 위성의 궤도 때문이다. 지상 관측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서는 구름이나 안개가 없는 날씨여야 하고, 위성 자료 역시 구름에 의해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극궤도 위성이 원하는 위치를 원하는 시간에 지나야 하기 때문이

다.

지상 관측 결과를 보면, 맑은 날의 경우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0.2 미만으로 매

우 작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약한 황사의 경우 0.2에서 0.4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를 보이고 있다. 강한 황사가 있었던 4월 19일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4월

18일과 20일 사이에 있는 날로 황사 현상 외에 구름이나 안개가 없이 비교적 맑은

가운데 관측이 이루어졌다.



Table 5-3. SeaWiFS level-2 masks and flags
──────────────────────────────────

Parameter Mask / Flag Algorithm Name

══════════════════════════════════

Atmospheric Algorithm Failure Mask EPSILON1

Land Mask LAND1

Missing Ancillary Data Flag ANCIL1

Sun Glint Mask SUNGLINT1

High Lt Mask HIGHLT1

Spacecraft Zenith Angle Flag SATZEN1

Shallow Water Flag COASTZ1

Negative [Lw(λ)]N Flag NEGLW1

Stary Light Flag STRAYLIGHT1

Cloud and Ice Mask CLDICE1

Coccolithophore Flag COCCOLITH1

Turbid Case-2 Water Flag TURBIDW1

Solar Zenith Angle Flag SOLZEN1

High τa(865) Flag HIGHTAU1

Low [Lw(555)]N Flag LOWLW1

Chlorophyll Algorithm Failure Flag CHLOR1

──────────────────────────────────



Fig. 5-14 Aerosol optical thickness at 765 nm for (a) April

18, (b) April 20 and (c) April 25 using original NASA

standard algorithm.



Fig. 5-15 Aerosol optical thickness at 765 nm for (a) April 18, (b)

April 20 obtained after removing flag or mask information that is set for

the pixel having high value of reflectance during the SeaDAS data

process.



Local Time (135oE)

6 8 10 12 14 16 18 20

t a
 (7

78
)

0.0

.2

.4

.6

.8

1.0

3/16
3/17
4/19
4/28

Fig. 5-16 Scatterplot of the instantaneous

aerosol optical thickness at 778 nm observed

by sun photometer. (Sohn et al., 1998)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는 0.8에서 1.0 사이로 매우 크며 14:00 LST부터 강한 황

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SeaWiFS와 sun photometer가 각각 765 nm와 778 nm로

다른 파장을 사용하지만 거의 비슷한 파장대로, 광학적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SeaWiFS 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한다.

또한, 지상 관측으로부터 구해진 기주내 에어로졸 부피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5-17). 이때 황사 발생시 에어로졸의 굴절률은 파장과 관계없이 1.55-0.01i로

가정하였다. 맑은 날의 경우 에어로졸의 파장별 분포를 보면 0.08 ㎛, 0.4 ㎛, 그리

고 3 ㎛에서 극점을 갖는 삼중 모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중 0.08 ㎛ 모드는 배

경 에어로졸입자와 관련시킬 수 있고, 0.4 ㎛, 3 ㎛ 모드는 전형적인 해양성 에어로

졸의 크기로서 해염 입자들과 관련시킬 수 있다 (d'Almeida et al., 1991). 반면에

황사의 경우인 4월 19일과 28일에는 1 ㎛에서 3㎛사이의 큰 입자들의 분포가 현저

하게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3 ㎛의 극점이 사라지고 2 ㎛에서 새로운 극점이

발견된다. 2 ㎛에서의 극점은 Anderson sampler로부터 관측한 지표 근처 에어로졸

의 파장별 분포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Fig. 5-18).

Fig. 5-18은 왼쪽으로부터 0.3-0.5, 0.5-0.82, 0.82-1.35, 1.35-2.23, 2.23-3.67,

3.67-6.06, 6.06-10, 10-25 ㎛의 중간값에서의 점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sky

radiometer 관측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황사 발생시 한반도 해역에서 나타나는 에어로졸의 광학적 두께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전 면적에 대해 특정 광학적 두께를 갖는 면적비를 계산하여 Fig. 5-19의 히

스토그램에 제시하였다. 4월 18일과 20일의 765 nm에서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에

관한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에어로졸의 유형과 광학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 볼 수 있다. 표준 알고리듬의 알베도 기본값 1.1 %를 그대로 적용시켰을 경우

(Original Algorithm), 765 nm에서 0.3보다 적은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를 갖는 배경

에어로졸 영역만 대기 보정이 수행되었다.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맑은 날인

4월 25일의 경우에도 역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백분율 알베도를 각각 2.6%와 3.0%로 상향조정하여 대기 보정 수행 기준을 완화

한 경우는 광학적 두께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광학적 두

께가 0.1부터 0.3인 영역, 0.3부터 0.6인 영역 그리고 0.6 이상인 영역의 세 개로 뚜

렷이 구분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비교적 작은 맑은 구역

에서 나타나는 배경 에어로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유형은 에어로졸 광학



적 두께가 매우 큰 황사 에어로졸로 추정된다. 두 번째 영역은 황사와는 뚜렷이 구

분되며, 배경 에어로졸보다는 광학적 두께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해양성 에어

로졸로 추정된다.

하지만 에어로졸의 효과를 단지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만으로 규명하는데는 문제

가 있다. 예를 들어 약한 황사가 있는 경우는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 황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인 광학적

성질에 근거하여 에어로졸의 영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흔히 에어로졸

의 광학적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Ångström 변수인 α(765,865)와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서 에어로졸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이용되는 대기 보정

변수 ε(765,865)을 이용하여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서 에어로졸이 어

떻게 고려되는지를 살펴보았다. Ångström 변수 α(λ 1,λ 2)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τ λ 2
= τ λ 1( λ 1

λ 2
)
α(λ 1,λ 2)

(5-19)

Ångström 변수는 파장에 대한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변수

로, 에어로졸이 파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때 큰 값을 가진다. 이 변수는 에어로

졸 입자의 크기와 굴절 지수 (refractive index)에 따른 미산란 (Mie Scattering) 효

과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Ångström 변수는 파장 λ 1 , λ 2의 선택에 무관하

게 비슷한 값을 가진다. 대기 보정 변수 ε(765,865)은 765 nm와 865 nm에서의 광

학적 성질의 비를 나타내는 값으로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서 에어로졸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에어로졸의 크기가 클수록,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작은 값을 가진다 (Gordon et al., 1997). 이상의 두 가지 변수

에 대해 765 nm와 865 nm의 파장을 사용한 것은 이 파장 영역에서는 물 속에서

올라오는 복사휘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쉽게 에어로졸의 효과만을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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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Distribution of percentage area vs aerosol

optical thickness at 765 nm for (a) April 18 and (b)

April 20. The values of percent albedo (a) 2.6% and

(b) 3.0% are applied for removing mask of high

radiance and changing default value (1.1%)



Fig. 5-20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세 자료에 대한 Ångström 변수

α(765,865)를 구한 것이다. 맑은 날의 경우 Ångström 변수가 0.2 이하에서 1 이상

의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해와 황해 북부 지역에서는 1이상의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황사가 관측되었던 영역은 0.4 미만의 값을 나타내고,

황사 영역 주변의 해양성 에어로졸로 추정되는 영역은 이 보다 작은 0.2 미만의 값

을 나타내었다.

Fig. 5-21은 ε(765,865)을 구한 것으로 맑은 날의 경우 일반적으로 큰 값을 나

타내고 있는 데, Ångström 변수가 큰 값을 보였던 지역에서 1.1 이상의 값을 나타

내고 있다. 이에 반해 강한 황사 영역은 1.04 미만의 값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

으며, 해양성 에어로졸로 추정되는 영역은 보통 1.08에서 1.1정도 범위의 값을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값들의 분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Ångström 변수와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 대기 보정 변수 ε(765,865) 사이의 분산

그래프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Figs. 5-22부터 5-24는 각각 4월 18일, 20일 그리고

25일의 분산 그래프이다.

우선 맑은 날이었던 Fig. 5-24의 25일 경우를 살펴보면, (a)에서 우선 765nm에

서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0.3 미만인 영역만이 나타나고 Ångström 변수는 0에

서 1.8사이에서 골고루 분포함을 볼 수 있었다. (b)는 Ångström 변수와 대기 보정

변수 ε(765,865)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ε(765,865)은 대부분 1.03 이상인 영역

만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맑은 구역의 동아시아의 해양에 나타나는 배

경 에어로졸의 전형적이 분포로 생각된다. 다양한 Ångström 변수 분포를 갖는 에

어로졸들이 엷은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를 가지고 분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황사가 있었던 4월 18일과 20일의 경우에 해당하는 Fig. 5-22와 5-23은 서로 비

슷한 유형을 보인다. 18일의 경우인 Fig. 5-22를 살펴보면, 우선 25일의 경우와 비

슷한 배경 에어로졸이 보인다.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0.3에서 약 0.6인 영역은 해

양성 에어로졸로 추정되는 부분으로 Ångström 변수가 0.34 미만의 값을 가지며

ε(765,865)의 값은 1.06에서 1.08 정도의 값을 가짐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에

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0.6 이상인 영역은 강한 황사가 있는 영역으로, 많은 부분이

Ångström 변수가 0.2 미만인 영역에 속해 있으나 0.4 이상인 부분도 많이 나타난

다. 이 황사 영역은 (b)에서 ε(765,865)이 1.06에서 1.12에 있는 많은 자료가 모인



지역과 1.04 미만의 흩어진 지역에 해당한다. 20일에 해당하는 Fig. 5-23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Ångström 변수의 결과는 지상 관측에 의한 값과 비교되어 질 수 있다. Fig.

5-25는 지상 관측이 이루어진 날에 대한 α(550,778)의 값과 778 nm에서의 에어로

졸 광학적 두께와의 분산 그래프로 황사의 경우와 맑은 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

다.

황사의 경우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크고, Ångström 변수의 값이 0.4 미만의

낮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강한 황사가 있었던 4월 19일의 경우 0.2 미만

의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Tanaka et al. (1989)의 선행 연구 결과와

도 잘 일치한다.

그러나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서 구한 황사 영역에서의 Ångström

변수는 0.4 이상의 큰 부분이 황사 영역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부분은 구름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구름의 오염 효과와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이 황사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해서 생긴 효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은 이러한 영역에 대한 알고리듬

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방법으로 황사 모델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

듬에서 Ångström 변수와 대기 보정 변수는 위성을 이용한 에어로졸 연구에 있어서

에어로졸의 유형을 나누는 좋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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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Same as in Fig. 5-15 except Ångström Parameter

α(765,865)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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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 Same as in Fig. 5.15 except ε(76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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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2 Scatter diagram of (a) α(765,865) vs τ a (765) and

(b) ε(765,865) vs α(765,865) on April 18



ta(765)
0.0 .2 .4 .6 .8 1.0 1.2

a(
76

5,
86

5)

0.0

.2

.4

.6

.8

1.0

1.2

1.4

1.6

1.8

(a)

a(765,865)
0.0 .2 .4 .6 .8 1.0 1.2 1.4 1.6 1.8

e(
76

5,
86

5)

.8

.9

1.0

1.1

1.2

1.3

1.4

(b)

Fig. 5-23 Same as in Fig. 5-22 except Apri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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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4 Same as in Fig. 5-22 except April 25



3.2 일기도 분석

4월 18일과 4월 20일의 황사 추정 지역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일기도 분석을 통해

황사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았다. Fig. 5-26은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상 일기

도에 나타난 황사 영역의 분석 결과이다. Fig. 5-26 (a)에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

지 00 UTC에 일기 관측소에서 지상관측 된 황사의 영역을 표시하여 그린 것이다.

4월 15일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남동쪽으로 진행하여 17일과 18일에는 동지

나해를 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Fig. 5-15 (a)에서 나타난 SeaWiFS 자

료에 의한 광학적 두께가 큰 지역과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매우 큰 영역이 황사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19 히스토그램에서 광학적 두께가 0.3 - 0.6인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

었던 지역은 4월 18일 일기도에 중국 동해안과 한반도 서해안에 넓게 박무 현상이

보고된 것으로 미루어 해양성 에어로졸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해양성 에어로

졸은 Fig. 5-19의 히스토그램에서와 같이 황사 영역과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므로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비교적 큰 사실과 일기도에 보고된 박무 현상 등으로 미루

어 해양성 에어로졸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일기도 분석으로 4월 20일 한반도 동해에 나타나는 황사의 경로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Fig. 5-26 (b)에서 나타나듯이 4월 19일과 20일에 한반도 전역에서 황사

가 관측되었으며 이 자료가 00 UTC 에 관측된 자료이고 SeaWiFS 자료가 약 04

UTC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SeaWiFS 관측 시각동안 한반도 동해에 황사가 나타나

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SeaWiFS 자료에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 적용하여 얻은 에어로졸의

유형은 일기도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황사 영역

이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색센서를 통해 황사 영

역을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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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26 Yellow Sand event area reported on surface

weather maps (a) from April 15 to April 18 and (b)

from April 19 to April 20

4. 해색 산출



4.1 해색 (Ocean Color)

해색은 해수면으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식물성 플랑크톤 엽록소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Clarke et al. (1970)의 연구로부터 그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1978년 Nimbus 7에 탑재된 CZCS (Coastal Zone Color Scanner)가 발사됨으

로써 위성을 이용한 해색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Gordon et al., 1980;

Hovis et al., 1980). 우리 나라에서도 1999년 후반에 발사예정인 KOMPSAT-Ⅰ

(KOrea Multi - Purpose SatelliteⅠ) 위성에 해색 센서인 OSMI (Ocean Scanning

Multi-spectral Imager)를 탑재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해색은 기본적으로 2가지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첫째로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해색과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로 센서에 들어오는 총 복사량에서 해수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

량만을 얻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대기 보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Gordon, 1993).

해색은 물 속에서 산란된 가시 광선 영역의 빛으로부터 물 속에 있는 식물성 플

랑크톤의 양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일반적으로 청색

이나 적색계통의 빛을 잘 흡수하여 해양의 색깔을 짙은 푸른색에서 녹색으로 바꾸

게 된다. 따라서 해색으로부터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의 제 1차 생산자인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 (Wang, 1991).

4.2 CZCS Pigments 농도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 적용하여 SeaWiFS 자료로부터 얻은 765 nm

에서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는 지상에서 관측한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었던 값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위성으로부터 얻은 결과가 얼마나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

다. 또한 대기 보정을 위해 사용되는 765 nm와 865 nm에서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

께가 잘 일치한다 하더라도 해색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Chlorophyll-a와 CZCS

Pigment 농도를 잘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Chlorophyll-a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일반적으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선택된 변수이며, CZCS pigment는 CZCS 파장 (443, 520, 550)에 해당되는

밴드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 fluorometric pigment 농도 (Chlorophyll-a +

phaeopigments)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CZCS에 의한 주된 흡수체로 전체

pigment 농도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또한 Chlorophyll-a와 CZCS pigment 농도의

관계는 상호 매우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서 Chlorophyll-a는 경험적 알고리듬뿐만 아

니라 여러 개발자들에 의한 최종 알고리듬을 통하여 얻어낸 SeaBAM (SeaWiFS

Bio-optical Mini-workshop)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알고리듬은 단지

490 nm와 555 nm의 두 파장의 비를 이용하여 얻었다. 또한 CZCS pigment 농도는

SeaBASS (SeaWiFS Bio-optical Archive and Storage System) pigment 자료로부

터 유도된 Chlorophyll-a와 Chlorophyll-a + phaeophytin의 경험적 관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Chl ̱ a=-0.0929+10 0.2974- 2.2429R+ 0.8358R 2-0.0077R 3

(5-20)

CZCS= 1.34* Chl ̱ a 0.983 (5-21)

식 (5-20), (5-21)의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 log 10(Rrs 490/Rrs 555)

Rrs λ= [Lw(λ)]N/F 0(λ)

[Lw (λ) ]N= Lw(λ)/ cosθ 0 t(θ 0,λ)

일반적으로 490 nm 와 555 nm의 비에 해당하는 R의 값이 클수록 식물성 플랑

크톤의 양은 적게 나타난다 (Aiken et al., 1995).

정확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Lw(λ) 를 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어로졸 효과를 정확히 보정해 주어야 한다. 이에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은 765 nm와 865 nm의 광학적 성질이 비슷한 에어로졸 모델을

추정하여, 다른 파장에서도 그 에어로졸 모델과 동일한 광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가



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잘못된 에어로졸 모델을 선택할 경우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얻는데 필요한 490 nm와 555 nm에서의 광학적 성질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에어로졸 효과가 과대 평가되어 보정이 되었다면 결국 물 속에서 나오는

복사휘도인 Lw(λ) 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구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은 황사 모델을 포함하지 않

으므로 황사 현상이 있는 경우에 대해 대기 보정의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Fig. 5-27은 4월 18일과 20일, 25일의 CZCS Pigment 농도의 값을 나타낸다. 4

월 18일과 20일은 구름의 기준을 완화하여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큰 영역을

NASA 표준 알고리듬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결과는 비교적 정확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는 맑은 날의 경우에 비추어 농도가 계산되지 않거나, 이상적으로 많은

값을 가지는 등, 앞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와는 달리 합리적이지 못한 값을 나타

냄을 볼 수 있다.

4월 18일과 20일의 황사 영역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값을 비교할 대상이 없기는

하지만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와는 달리 많은 영역이 계산되지 않고 빈곳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영역이 에어로졸 효과가 과장되어 적용됨으로써

물 속에서 나오는 복사휘도의 값이 음을 가져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구할 수 없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황사에 대해 NASA 표준 알고리듬은 에어로

졸 효과가 과장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해양성 에어로졸로 추정되는 지역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이상적

으로 크게 나온다. 비록 1 주일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시

간에 대해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에어로졸 효과의 보

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4월 18일과 4월 25일의 산둥반도

아래쪽을 비교해 보면 18일의 경우 이상적으로 많은 32 ㎍/ℓ정도를 보이는 반면

25일의 경우 3-4 ㎍/ℓ정도로 나온다. 또한 4월 20일의 경우도 함경북도 아래쪽을

25일과 비교해 보면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해양성 에어로졸의 경우

에어로졸의 효과가 잘못 평가되어 R이 과소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

의 양이 과장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에 포함된 해양성 에어로졸의 광학적 특성이 실제의 경우와 맞지 않거나,

잘못된 에어로졸을 선택함으로서 생긴 문제라고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은 비록 에어로졸의 광학적 두께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황사의 경우 에어로졸 효과를 과대 평가하여 정확한 해색을

얻는데 많은 문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양성 에어로졸의 경우도 에어로졸

의 효과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황사에 대한 잘못된 결

과는 궁극적으로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이 황사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음

으로써 정확한 황사 에어로졸의 광학적 효과를 고려할 수 없는 증거라 할 수 있다.

5. SeaWiFS 시뮬레이션

NASA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듬은 황사 모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황사현상이

SeaWiFS 대기보정 알고리듬의 에어로졸 유형 중 가장 유사한 한 유형에 의해 대

체되고 있다. 이 경우 광학적 두께, 에어로졸의 입경을 고려할 때 해양성 에어로졸

이 황사에어로졸을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황사를 포함한 동아시아 에

어로졸이 존재할 때 보다 정확한 대기보정을 위해서는 황사의 광학적 성질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는 에어로졸 유형이 필요하다.

일본 인공위성 ADEOS에 탑재된 해색센서인 OCTS (Ocean Color and

Temperature Scanner)의 대기보정 알고리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황사의

관측적 사실에 입각한 모델을 구축하여 대기보정과정에서 황사에 의한 효과를 정확

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Fuskushima et al., 1997). 이러한 노력은 해색의 관측치의

정확도 향상을 가져왔다 OCTS 황사모델은 Nakajima et al. (1988)에 의해 개발된

대기 복사 전달 모델에 포함되어 있어 SeaWiFS 관측치를 시뮬레이션하여

SeaWiFS 관측치에 황사가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 사용한 Nakajima et al. 복사전달 모델은 Rstar 5b 버전으로 0.2 ～ 200

micron의 파장대에서 대기-육지-해양계에서의 복사전달 과정을 상세히 계산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대기를 편평한 50 개의 층으로 나누어 매 층에서 흡수와 산란의

복사효과를 계산한다. 해양 표면은 반사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풍속을 이용해

계산된 반사도가 사용되기도 한다.

계산을 위해 필요한 대기 연직 구조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동아시아 봄철의 표

준 대기를 이용하였으며, 해양 표면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지상 풍속은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의 모델 초기

입력자료를 이용하였다. Rstar 모델은 어느 한 파장대에서 에어로졸에 의한 대기광

학두께를 이미 알려진 다른 기준치로 규모화 또는 정규화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SeaWiFS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유도된 765 nm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를 기준으로

하였다. SeaWiFS 에어로졸 광학두께 관측치가 지상 관측치와 유사함을 고려할 때

SeaWiFS 관측치를 기준치로 제시함은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황사의 경우와 비교를 위해 맑은 날의 배경 에어로졸인 대류권 에어로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황사현상이 동지나 해상에 나타났던 4월 18일과 동해 상

에 나타났던 4월 20일의 두 경우를 황사에어로졸의 경우로 황해 상에 맑은 구역이

나타났던 4월 25일의 경우를 배경대기 에어로졸로 간주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다. 이들 지역의 지리적 위치는 Fig. 5-28에 제시하였다. 원과 사각형으로 표시된

지역은 각각 4월 20일의 황사영역과 4월 25일의 맑은 구역내에서 시뮬레이션이 수

행된 지점을 표시한다. 시뮬레이션에서 맑은 날은 대류권 에어로졸 모델, 황사의 경

우 황사 에어로졸 모델이 각각 사용되었다. 그림에서 각 채널에서 검게 표시된 부

분이 SeaWiFS 자료의 처리에서 나온 결과이고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시뮬레이션

에 의한 결과이다.

동지나 해역에서 시뮬레이션한 4월 18일 황사의 경우에 나타난 에어로졸의 과학

두께와 대기상부에서의 레디언스를 Fig. 5-29에 제시하였다. 모델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두께 결과는 짧은 쪽 파장대에서 SeaWiFS 관측치로부터 SeaDAS를 사용하여

얻은 값에 비하여 작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500 nm 파장에서 관측값은 평균

0.9 정도의 광학두께를 갖는 반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약 0.77의 광학두께를 갖고

있다. 따라서 황사에어로졸을 명시적으로 갖지 못한 SeaWiFS 알고리듬은 가시광선

의 단파장 영역에서 에어로졸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

5-30에 나타낸 대기상부의 레디언스를 고려할 때 CZCS-type pigment 함량 추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 판단된다. 경험적인 클로로필 양 추정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hl-a = A(Lw443/Lw565)B

여기에서 Lw는 해수면에서의 상향 복사량을 443과 565는 nm로 표시된 파장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B는 일반적으로 -1보다 작은 값이어서 두 파장에서 얻은 해수

면 상향 복사량이의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량의 Chl-a를 갖게된다. 따라서

단파장 쪽에서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측정한 SeaWiFS 알고리듬의 광학두께는 해수

면상향복사량의 분포를 기울기가 작은 쪽으로 유발하여 역시 과대 평가된 Chl-a 양

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앞에서 황사지역에서 Chl-a의 양이 비현실

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동해에 황사현상이 나타난 Fig. 5-31에 주어진 4월 25일의 경우에 이러한 양상

이 더욱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레디언스 값의 비교는 Rstar 모델에서

지표 반사도에 의해 변하는 반면 SeaWiFS 관측치는 water leaving radiance를 포

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수행하기 어렵다.

한편 맑은 대기의 경우 광학적 두께의 계산에서 관측치와 시뮬레이션 사이의 일

치정도가 황사의 경우에서 보다 유사하게 나타나 대류권 에어로졸의 유형이 존재하

는 경우 해색관측이 현실성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SeaWiFS에서 황사 모델

을 채용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

색을 얻기 위한 대기 보정의 과정에서 황사 현상이 제대로 고려된다면, 역으로 해

색 센서를 이용하여 황사 연구의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OSMI의 대기보정 알고리듬이 SeaWiFS 표준대기 알고리듬을 변형시킨 것을

고려할 때 OSMI 대기보정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지적한 바처럼 황사에어로졸

이 해색에 주는 영향을 해독할 수 있는 에어로졸모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a) (b)

(c)

Fig. 5-27 Same as in Fig. 5-15 except CZCS pigment

concentration. The values are scaled as log10 and

the unit is ㎍/ℓ.



Fig. 5-28 Locations used for SeaWiFS TOA radiance

and aerosol optical thickness simulation. Squares

and circles represent clear sky area of April 25,

1998 and yellow sand area of April 20, 199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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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9 Aerosol optical thickness and TOA radiances in SeaWiFS

channels for April 18, 1998. Curves with filled symbols

indicate SeaWiFS observations and curves with empty

symbols indicate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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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0 Same as in Fig. 5-30 except Apri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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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1 Same as in Fig. 5-30 except April 25.



제 3 절 결 론

해색원격탐사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인 대기보정에 대한 OSMI 각

밴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대기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동아시아 표

준대기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각 밴드의 태양복사의 대기투과도를 계

산하였다. OSMI 채널 대부분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가변적인 수증기와 산소흡수

밴드를 피하여 설정되어 이의 보정이 해색에 절대적인 영향은 끼치지 못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오존과 공기분자에 의한 산란 (Rayleigh 산란)과 대기중 에어

로졸에 의한 산란은 전 가시광선 파장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이의 정확한 보정이

필요하다. Rayleigh 산란이 지표기압을 이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매개변수화 할

수 있고, 오존에 의한 흡수도가 비교적 소량임을 고려할 때 대기내부에 적체된 에

어로졸에 의한 효과의 보정이 대기보정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음을 이 연구는 시사

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지역은 해색 관측 관점에서 조망할 때 탁도가 높

은 황해를 포함하고 있고 기류의 서편이동에 편승한 봄철의 사막성 먼지 (동아시아

에어로졸 또는 황사)가 해색의 정확한 관측을 저해하고 있다. 대기보정에 관련되어

황사의 효과를 살피고 이의 산란효과가 현재의 SeaWiFS 알고리듬에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SeaDAS software를 사용하여 황사의 광학적 특성과 해

색에 대해 조사하였다. 황사가 발생하였던 1998년 4월 18일, 19일과 구름이 없고 대

기의 가시거리 상태가 양호하였던 1998년 4월 25일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SeaWiFS 관측에 의한 황사의 영역이 광학두께가 0.8 정도로 맑은 날

의 0.2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그 값은 황사의 경우 sunphotometer와

skyradiometer의 태양복사량 관측에서 얻은 700 nm에서의 광학두께와 매우 유사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SeaWiFS 관측에 의한 황사의 분포가 판독될 수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황사의 판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수로 광학두께 외에 대기보정 함

수, Angstrom parameter 들을 들 수 있으며, 광학두께의 정보와 Angstrom

parameter 또는 대기보정함수를 조합할 때 보다 정량적인 황사판독이 가능함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쪽의 443과 565 nm 두 밴드를 사용하여 얻는 CZCS형

Chl-a pigment 농도에서 황사영역에서 비현실적인 값이 나타나고 있다. 복사전달



모델과 이에 내장된 황사모델을 사용하여 황사영역과 맑은 대기에 대한 SeaWiFS

밴드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현재의 알고리듬에 황사 에어로졸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해양성 에어로졸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SeaWiFS

대기보정은 황사의 경우 짧은 쪽 파장에서 에어로졸 효과를 과대평가하여 이 효과

를 인공위성 관측치로부터 제거하는 경우, 파장 사이에 존재하는 water leaving

radiance의 경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CZCS 형 Chl-a 농도가 기울기의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결과적으로 황사지역에서 비현실적인 pigment 농도가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공위성 관측치로부터 황사의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황사모델을 대기보정 모델에 삽입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

법임을 이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제 6 장 해색자료에 의한 해양응용

제 1 절 적조 관측 기술

적조는 남해 연안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연안수산자원을 고갈시키며, 양식

장의 수산자원을 폐사시켜 많은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때문에 해색원격탐사 기

술에 의해 연안적조의 발생 범위를 관측하고 적조 발생시 확산범위를 예측하여 적

절한 방재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OSMI는 해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안에서 발생하는 적조의 공간적인 확산

범위를 파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구체적인 적조 관측

알고리듬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의 경우 원격탐사 기술에 의한 적

조관측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OSMI 자료 활용에 의한 국내 연안해역의 적조 관측 알고리듬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조 알고리듬을 비교하고 OSMI와

동일한 밴드역의 채널을 가진 SeaWiFS 자료를 분석하여 1998년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적조의 분포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적조 관측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적

조 관측 알고리듬으로 제안된 적색 밴드 알고리듬을 검증하기 위해 SeaWiFS가 발

사되기 이전인 1995년 남해에 대량으로 발생한 적조의 분포 범위를 AVHRR 자료

를 분석하여 관측하였다.

1. 적조관측 알고리듬

적조 알고리듬은 적조 발생 식물플랑크톤이 가지는 광 흡광의 밴드역에 의해 밴

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알고리듬의 개발이 요구된다. 엽록소 농도 분포에 의한

적조 관측은 연안해역에서 이용될 수 없는데, 이는 Case 2 water 알고리듬이 개발



되지 않은 현 실정에서 연안해역의 엽록소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특히 국내 연안해역은 부유사 농도가 높고 육상에서 기인하는 용존유기물에 의

해 Case 1 water 엽록소 알고리듬에 의해서는 엽록소 농도가 과장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적조의 분광 특성을 고려한 알고리듬의 개발이 요구된다.

2. AVHRR에 의한 적조관측

Stumpf and Tyler (1988)는 AVHRR과 CZCS 위성자료의 간단한 대기보정으로

1981년과 1982년 봄에 Chesapeake Bay에서 조류(algae)의 번성을 공간적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Gower (1994)는 캐나다 서부연안의 적조관측을 위해 AVHRR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단순한 밴드비율에 의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간해상력과 분광해상력이 다른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조류의 대량번식을 분석

한 연구로 Tassan (1993)은 Landsat TM과 AVHRR을 이용하여 Adriatic 연안의

White-Tide를 분석하여 Mucilage의 분포를 단순한 밴드비율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VHRR의 경우 분광해상력에 있어서 가시영역에 하나의 밴드만을 가지고 있고,

공간해상력이 TM에 비해 낮아 적조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지만,

매일 관측이 가능하고, 광범위한 지역의 동시관측이 가능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적색밴드를 이용한 알고리듬은 대기효과를 제거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식

6-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1 = t1 Lw1 + L1a

L2 = t2 Lw2 + L2a (식 6-1)

L1 - L2 * A = t1 Lw1 + (L1a - A L2a)

= t1 Lw1 (if A = L1a / L2a)

여기서, 근적외선은 수표면에서 대부분 흡수되므로 t2 L2w = 0 으로 가정한다.



L1과 L2는 AVHRR의 밴드 1과 밴드 2에서 받은 신호값이고, Lw는 물에서 올라오

는 (water leaving radiance) 신호값이다. t는 대기에서의 투과도를 나타낸다. 결국,

근적외선인 밴드 2에서 올라오는 신호값이 0 이라는 가정과 대기투과도를 안다면

밴드 1의 신호값에 의해 적조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0.58 - 0.68 ㎛의

적색 밴드역과 0.72 - 1.10 ㎛의 근적외선 밴드역에 의한 적색밴드 알고리듬은 대기

보정 과정에서 0 - 30 % 정도의 잠재적인 오차를 가지고 있다 (Stumpf and Tyler,

1988). 특히, 반사치가 0.01에서 0.07 사이의 연안지역에 대한 적조를 구분하여 5 ㎍

/L 이상의 클로로필 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SeaWiFS가 발사되기 이전인 1995년에 남해에서 발생한 적조를 관측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VHRR 자료를 활용하여 적색 밴드 알고리듬을 검증하였다. Fig.

6-1과 Fig. 6-2는 AVHRR 자료에 적색 밴드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적조의 분포 범

위를 관측한 결과이다. Fig. 6-1은 1997년 8월 25일 AVHRR 자료로 남해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의 분석결과이며, Fig. 6-2는 적조가 발생한 1995년 10월 2일의

적색 밴드 알고리듬 적용 결과이다. 마산만과 부산 앞바다에서 적조의 분포 범위

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적색 밴드 알고리듬은 부유사가 높은 해역에서

부유사와 적조의 분포지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Fig. 6-3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1995년 남해연안 적조 발생지역을 조사선에 의

해 관측하여 나타낸 적조 발생범위이다. Fig. 6-2에서 적색밴드 알고리듬을 적용하

여 분석된 적조 발생범위는 현장관측 자료와 비교할 때 몇몇 지역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즉, 낙동강 하구역에서는 조사선 관측에 의해 적조의 분포지역을 관측할

수 없었으나, AVHRR 분석에서는 적조 분포범위가 나타남으로 해서 적색 밴드 알

고리듬이 부유사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1 Red tide distribution in the south sea using the red band

algorithm (Aug 25, 1997. AVHRR)

Fig. 6-2 Red tide distribution in the south sea using the red band

algorithm (Oct 2, 1995. AVH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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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Red tide distribution in the south sea by field survey of

South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using the observed data (Oct

2-3,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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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aWiFS에 의한 적조관측

SeaWiFS는 AVHRR에 비해 높은 민감도를 지니고 있어서 해색관측을 위한 가

시영역의 밴드를 활용한 적조 관측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부유사

농도가 높은 연안해역 특히 강의 하구역에서는 엽록소 농도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데 많은 오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적조를 관측하기에 적합한 알고리듬이 제안되

지 않고 있다.

1998년 10월 서해 연안에서는 군산 앞바다 해역에 적조가 발생하여 조사선에 의

한 관측이 이루어졌으며, 남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적조가 서해 연안에서도 발생

하여 적조관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10월 서해 군산 앞바다 해역의 SeaWiFS 자료를 획득하

여 파장별 특성에 의한 적조의 분광 특성과 군산대 해양학과에서 현장조사된 적조

관측지역을 바탕으로 SeaWiFS 밴드역에 의한 적조관측 알고리듬을 제안하였으며,

연구결과는 KOMPSAT 2 차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해양연구소에서 수신된 1998년

9월과 10월의 군산 앞바다 해역 (35N - 36.5N, 125E - 127E) 영상을 Level 0에서

Level 1과 Level 2의 단계로 프로세싱한 후 SeaWiFS 엽록소 알고리듬인 OC-2 알

고리듬에 의해 엽록소 농도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Level 2 자료에서 각 밴드별 Lwn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를 추출

하였다. Lwn 412부터 Lwn 555까지 5개 밴드역에 의한 Lwn의 분포는 각 파장별

흡광과 산란 특성에 의해 적조의 공간적인 분포를 관측할 수 있는데 Fig. 6-4는 군

산대 조사팀에 의해 현장에서 적조가 관측된 시점 (1998년 10월 23일)의 Lwn 412

부터 Lwn 555를 제시한 것이다.

각 밴드에 의한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Fig. 6-4의 (a)와 (b)는 용존유기물의 흡광

이 높은 밴드대역인 412 nm와 443 nm의 흡광 특성을 공간적인 분포에서 비교할

수 있다. 443 nm의 밴드역에서 화살표로 제시한 바와 같이 군산 앞바다의 위도 해

역의 흡광 분포가 주변 해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부유사

의 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유사의 반사가 낮은 두 개의 화살표 지역은 443

nm의 밴드영역에서 강한 흡광으로 높은 농도의 적조 플랑크톤이 분포함을 파악할



Fig. 6-4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 with SeaWiFS channel in

Oct 23, 1998. (a) Lwn 412 (b) Lwn 443 (c) Lwn 490 (d) Lwn 555

(a) (b)

(c) (d)



Fig. 6-5 Distribution of Chlorophyll-a using the OC-2 chlorophyll

algorithm

Fig. 6-6 Distribution of red tide pixels using the K490 algorithm



수 있다. Fig. 6-4 (d)의 555 nm는 443 nm 밴드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서

높은 농도의 부유사에 의해 Lwn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화살표로 나타낸 지역).

Fig. 6-4의 (b)와 (d)를 통해 두 가지 타입의 적조 픽셀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는데 555 nm 밴드역에서 부유사의 반사가 보통의 수준을 나타내는 픽셀

과 매우 높은 수준의 부유사 농도를 나타내는 픽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픽셀

의 구분을 통해 조사해역 전체 영상에서 4 가지 타입의 픽셀 분포를 구분하였다.

첫째, 부유사와 엽록소의 농도가 낮은 해역, 둘째, 부유사가 매우 높은 해역, 셋째,

적조가 발생한 해역중 부유사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해역, 넷째, 적조가

발생한 해역중 부유사의 농도가 높은 해역이다.

4 가지 타입의 픽셀로부터 Lwn을 영상에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Fig. 6-7의 높

은 부유사 농도를 가진 해역에서의 Lwn 스팩트럼은 510 nm와 555 nm에서의 Lwn

이 490 nm 수준까지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스팩트럼의 Lwn 또한 다른

해역의 Lwn 보다 높은 수준의 값을 나타나고 있다. Fig. 6-8과 같이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는 장파장 영역으로 갈수록 Lwn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Fig.

6-9와 같이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 높은 농도의 부유사가 존재할 경우 스팩트럼의

모양은 전체 Lwn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탁한 호수에서 얻

어진 결과와 비교할 때 Lwn의 경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Bukata et al., 1981a;

Bukata et al., 1981b).

4가지 타입의 해역에서 얻어진 Lwn 스팩트럼은 기본적인 3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들은 녹색밴드 영역 (510과 555 nm)에서 가장 뚜렷한 구분을 나타낸

다. Fig. 6-7과 같이 연안해역이 아닌 해역에서는 녹색밴드에서 Lwn 스팩트럼이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6-8과 같이 부유사의 농도가 높은 해역은 녹

색밴드가 평평한 형태를 나타낸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 녹색밴드는 부유사 농

도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443 nm와 550 nm가 3가지 타입

의 픽셀을 구분하는데 가장 적합한 밴드임을 알 수 있다.

Fig. 6-11은 443과 555 nm에서 얻어진 Lwn을 4가지 타입의 픽셀에 의해 산포

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산포도에서 픽셀의 4가지 타입은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나

는데 높은 농도의 부유사 픽셀은 높은 결정계수 (0.99)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유사



Fig. 6-7 Lwn spectra of open water pixels

Fig. 6-8 Lwn spectra of water with high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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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Lwn spectra of red tide water

Fig. 6-10 Lwn spectra of red tide pixels with high level with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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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 Scatter plot of the four spectra types on 443-555 nm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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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적조 픽셀은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픽셀들이 분포하고 있

다.

SeaWiFS의 K490 알고리듬은 443과 555 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Fig. 6-6과 같

은 K490 분포도에서 적조의 패취를 잘 구분해 낼 수 있다. 하지만, K490 알고리듬

은 Case 1 water를 위한 알고리듬으로 Case 2 water에서는 정확한 값을 제시할 수

없다. 하지만, 부유사 픽셀들이 낮은 K490 값을 보여주는데 반해 적조 픽셀들은 높

은 K490 값을 나타냄으로서 Case 2 water 해역에서 부유사로부터 적조 픽셀을 구

분해 낼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Fig. 6-5의 SeaWiFS 엽록소 알고리듬에 의한 엽록소 분포도에서 구분해 낼 수

없었던 적조의 패취는 K490 알고리듬에 의해 적조 픽셀을 구분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490과 555 nm 밴드를 사용하는 SeaWiFS 엽록소 알고리듬에 비해

443과 555 nm 밴드를 사용하는 K490 알고리듬이 부유사가 높은 Case 2 water에서

적조를 구분해 내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아직 정량적인 적조 농도의 구분화를

파악 할 수 없지만, K490 알고리듬을 보완한 현장관측자료에 의한 적조 알고리듬의

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 절 황해의 엽록소 분포

1. CZCS에 의한 엽록소 분포변화 관측

OSMI에 의해 얻어진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의 엽록소 농도

분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CZCS 자료를 바탕으로 황해에서 얻어진 엽록소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1980년

CZCS 피그먼트 자료를 가지고 월별 엽록소 분포를 고찰하였다. Fig. 6-12는 1월부

터 4월까지의 황해 엽록소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황해는 부유사의 농도가 높고 중

국으로부터 춘계 계절에 일어나는 황사에 의한 영향을 받아 엽록소 농도가 과대추

정을 일으킨다.

따라서, OSMI로부터 얻어진 황해 자료의 분석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CZCS에 의

한 엽록소 분포와 비교할 수 있다. 1980년 월평균의 CZCS 엽록소 분포로부터 각

월별 엽록 분포를 비교할 수 있는데 1월의 경우 황해 중앙부를 제외한 전 해역은

5.0 mg/m3 이상의 엽록소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2월에는 중앙부의 넓은 해역에서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한반도와 중국 연안해역과 양자강 부근에서는 계속 높은 농

도를 나타내고 있다. 3월과 4월은 구름으로 인해 분석할 수 있는 위성자료의 양이

부족하나 2월과 유사한 엽록소 분포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6-13은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엽록소 농도를 나타내는데 5월에는 황해

중앙부의 엽록소 농도가 0.5 mg/m3 이하의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5월에는 성층

의 발달로 인해 저층수와의 혼합이 제한되어 저층으로부터 유입되는 영양염의 공급

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낮은 엽록소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연안해역은 부

유사의 산란에 의해 높은 농도의 엽록소가 나타나고 있다. 6월에는 황해 중앙부의

낮은 엽록소 분포해역이 확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엽록소의 농

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양자강 유역은 하계 강우에 의한 영향으로 부유사 농도가 증가하였을 것

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높은 엽록소 농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7월은 구름의 영향



이 큰 계절에 속하며 해역의 엽록소 농도를 관측할 수 있는 자료의 수가 다른 월

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다. 8월은 한반도 중서부 해안을 제외하고 대체로 0.1

mg/m3 에 해당하는 낮은 농도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8월에 황해에서 가장 강한

수온약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9월은 태풍에 의한 자료의

제한으로 관측자료가 없었고, 10월은 엽록소의 농도가 증가하여 12월까지 계속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OCTS에 의한 엽록소 분포변화 관측

1997년 4월 12일과 4월 19일 관측된 OCTS 엽록소 분포는 Fig. 6-15와 Fig.

6-16에 제시하였다. CZCS 자료와 비슷하게 황해 중부해역에서 대체로 낮은 값을

보이고 연안과 양자강 부근해역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Fig. 6-15와 Fig. 6-16

에서 비교되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자강 수에 의한 부유사의 유입이 CZCS와 같

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부유사에 의한 영향이 높은 엽록소 농도로 나타나고 있어

서 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결국 OSMI 관측자료로부터 황해의 엽록소 분포를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CZCS

와 OCTS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부유사의 영향과 엽록소의 공간적인 분포를 구분

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춘계인 4월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황사의 영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기보정의 알고리듬을 고려하여야 한다. OSMI에서 황사

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기보정 알고리듬이 제시되고 부유사의 영향을

제거한 엽록소 알고리듬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CZCS와 OCTS로부터 관측된

엽록소 분포 지도의 관측해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이를 월별 계절별 분포에 의해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요구된다.



3. SeaWiFS에 의한 엽록소 분포변화 관측

비교적 해색 알고리듬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센서의 보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

진 SeaWiFS는 황해에서 Fig. 6-17과 같은 관측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 9월 2일과 9월 18일에 관측된 SeaWiFS 엽록소 영상 (Fig. 6-17(a),(b))

을 보면 황해 중부 해역은 비교적 낮은 엽록소 값이 나타나며 연안을 따라 높은 값

을 보이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CZCS나 OCTS 영상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만 주변해역은 상당히 높은 엽록소 값을 보이는데 이는 가을철 복사열의

감소로 인한 수온 약층의 약화와 강한 조석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직혼합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양자강수로 판단되는 수괴가 비교적 높은 엽록소 값에

의해 드러난다. 이 수괴는 위도와 평행하여 서쪽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대마난류와

의 전선을 따라 남북으로 400 km 정도 길게 퍼져 있으며 남해연안을 따라 동해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Fig. 6-17의 10월 21일과 10월 23일 영상에서도 전체적인 양상은

유사하며 연안역에서의 높은 값의 엽록소 분포가 더 넓어졌다 (Fig. 6-17(c),(d)).

Case 2 water 엽록소 알고리듬이 적용되지 못한 현 실정에서 황해의 엽록소 분포

는 과대 추정될 수 있는데 OSMI에서 황해의 엽록소 관측을 위한 Case 2 water 알

고리듬의 개발이 요구된다.

CZCS, OCTS, SeaWiFS의 황해 엽록소 분포를 1980년, 1997년, 1998년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엽

록소 분포는 각 센서가 가진 밴드역이 다르고 엽록소를 계산하기 위한 엽록소 알고

리듬이 달라 황해의 장기적인 엽록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장기

적인 해양환경변화 관측을 위한 연구에서 각 시기별 엽록소 분포를 해석하여 관측

지점에 따른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알고리듬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신재, 정종철, 1999).



Fig. 6-12. CZCS pigment concentration in the Yellow Sea of January,

February, March, and April in 1980.



Fig. 6-13. CZCS pigment concentration in the Yellow Sea of May,

June, July, and August in 1980.



Fig. 6-14. CZCS pigment concentration in the Yellow Sea of September,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i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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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5 Distribution of OCTS chlorophyll on Apr 12, 1997



Fig. 6-16 Distribution of OCTS chlorophyll on Apr 19, 1997



Fig. 6-17. SeaWiFS chlorophyll concentration in the Yellow Sea of (a)

Sep. 2 (B) Sep. 18 (c) Oct. 21 (d) Oct. 23 in 1998.



제 3 절 동해의 엽록소 분포

1. CZCS에 의한 엽록소 분포변화 관측

Fig. 6-18은 CZCS에 의한 동해의 엽록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78년부터

1986년까지 동해에서 관측된 엽록소 농도의 월별 평균을 8년 자료 전체로부터 얻어

낸 분석결과는 동해의 장기적인 위성관측 자료 구축에 의해 월별 변화를 살펴본 것

이다.

Fig. 6-18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해는 쿠로시오의 지류인 대마난류가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고, 시베리아-한국동안을 따라 리만한류가 남쪽으로

흘러 두 해류가 동해에서 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Yoo and Son, 1998). 월별 8년

평균 엽록소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1월은 0.1 mg/m3 이하의 낮은 엽록소 농도가

나타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월은 전 해역에 걸쳐 0.1 mg/m3 이

하의 낮은 엽록소 농도가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관측할 수 있으며, 3월은 전체적

으로 2월에 비해 엽록소 농도가 증가하여 나타난다.

4월은 춘계 대번성에 의한 엽록소의 높은 농도가 관측되며 1.0 mg/m3 이상의

높은 엽록소 농도가 동해의 넓은 면적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5월은 4월과 비슷한

엽록소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북동쪽 해역에서 높은 농도가 관측되고 있어서 지

역적인 변동을 관측할 수 있으며, 6월은 5월에 비해 많은 해역에서 엽록소 농도가

감소한 분포가 뚜렷히 구분되어 관측된다.

7월과 8월 9월은 구름에 의한 영향으로 관측자료가 적고 지역에 따라 관측된 자

료의 수에 차이가 나타나서 평균화된 영상의 엽록소 분포에서 공간적인 단락이 나

타나고 있다. 10월과 11월에 동해의 엽록소가 증가하여 12월에는 다시 엽록소의 농

도가 1.0 mg/m3 이상의 높은 농도로 동해의 넓은 면적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CZCS 자료에 의한 동해의 엽록소 변화 관측은 장기적인 해양환경변

화의 관측과 식물플랑크톤의 변동을 지역적인 공간 분포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여 주었다.



2. OCTS에 의한 엽록소 분포변화 관측

Fig. 6-19와 6-20은 동해에서 관측된 1997년 표층 엽록소를 나타낸 것으로 0.15

- 1.95 mg/m3 의 농도범위를 보이는데, Fig. 6-19는 1997년 4월 10일의 OCTS 자

료에서 얻은 엽록소 분포도에 4월 12일 NOAA/AVHRR에 의해 관측된 표층 수온

의 분포를 중첩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층 수온의 분포와 엽록소의 분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표층 수온과 엽록소의 분포를 통해 동해에서

나타나는 4월의 전선대를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에디 (eddy)의 공간적 분포와 엽록소와 표층 수온의 관계를 관측하여 해양

환경의 변동을 해석할 수 있다.

Fig. 6-20은 1997년 5월 5일의 OCTS 엽록소 분포도와 NOAA/AVHRR에 의한

표층 수온 분포를 중첨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6-19와 같이 동해에서 나타나는 표

층 수온과 엽록소 농도의 분포를 비교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날에 관측된

표층 수온과 다른 날의 표층 수온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Fig. 6-21은 OCTS에 의한 엽록소 분포를 해석하기 위한 엽록소 농도의 칼라 막

대를 제시한 것이다. Fig. 6-22는 Fig. 6-19와 6-20에서 얻어진 엽록소 농도와 표층

수온을 위도 축을 중심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비교한 것으로 표층 수온에 따른 엽록

소의 농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3. SeaWiFS에 의한 엽록소 분포변화 관측

Fig. 6-23은 1999년 4월 29일에 관측된 표층 엽록소 분포이다. 전체적인 동해

에서 관측된 농도범위는 0.2 - 5.99 mg/m3 이며, 황해와 동해의 엽록소 농도를 비

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황해에서는 부유사에 의한 높은 농도의 엽록소

분포가 나타나고 있으며, 동해의 엽록소 분포를 통해 전선대에서 나타나는 해양환

경의 변화를 뚜렷이 관측할 수 있다. OSMI의 관측자료와 SeaWiFS에 의한 관측자

료의 비교를 통해 동해에서 엽록소 농도의 계절적 비교가 연구될 수 있다.



Fig. 6-18 The monthly composites of plant pigment concentration in the

East Sea



Fig. 6-18 continued.



Fig. 6-18 continued.



Fig. 6-19 OCTS chlorohyll-a (image) on 97/04/10 and NOAA SST

(contour) on 97/04/12.



Fig. 6-20 OCTS chlorohyll-a (image) and NOAA SST (contour) on

97/05/05.

Fig. 6-21 Color bar of chlorophyll concentration (mg/m3)



Fig. 6-22 Comparison between the OCTS chlorophyll-a (solid line) and
NOAA SST (dot line).



Fig. 6-23 Distribution of chlorophyll using SeaWiFS data



제 4 절 해양투기지역의 대증식 관측

한반도 주변해역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수와 생물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해양투

기지역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해양투기지역은 생활하수와 생물오니 등에 의

해 많은 영양염류가 유입되어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에 원인이 되었다. 특히, 서해 군

산 앞바다 해역은 해수의 순환이 느리고 정체시간이 긴 수리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양투기된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유려가 높은 지역이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해양투기지역의 확산 범위와 수산생물에의 영향을 조

사하고 관측하였으나, 위성자료를 활용한 해양투기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아

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OSMI의 관측자료 활용분야의 하나로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장기적인 해양투기지역

의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OSMI 관측자료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Fig. 6-24는 CZCS에 의해 1980년 6월 5일에 관측된 황해의 엽록소 분포를 나타

낸 것으로 황해 중앙부의 원으로 표시한 지역에서 엽록소의 높은 농도를 관측할 수

없다. 즉, 1980년 6월에는 아직 황해에서 해양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으로 현

재 해양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은 (원으로 표시된 지역) 주변해역과 동일한

엽록소 농도 분포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Fig. 6-25와 같이 1997년 6월 14일 OCTS에 의해 관측된 해양투기지역

은 주변해역에 비해 높은 농도의 엽록소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서 해양투기에

의한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이 관측된다. 또한, OCTS에 의한 해양투기지역의 모니

터링은 관측범위와 관측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어서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의 변화를 장기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다.

OSMI로부터 얻어지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관측자료는 이러한 해양환경변화의 관

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

어서 과거에 관측된 CZCS, OCTS, SeaWiFS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의 장기적인 변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24 CZCS image in June 5, 1980 when there were no dumping

(red circle : dump site)

Fig. 6-25 OCTS Chlorophyll-a image in June 14 1997 (blue circle :

dump site)



제 5 절 한반도 주변해역의 부유사 분포

1. 부유사 검출 알고리듬

OSMI의 분광특성과 공간해상력에 의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부유사를 정량적으

로 해석하기 위한 연구는 연안해역의 해양환경을 관측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분야이다. 하지만, 해색센서를 적용한 원격탐사기법에 의해 연안해역의 부유사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

유사 관측을 위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다. 이미 육상관측센서인 Landsat TM을 이

용한 부유사 알고리듬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Table 6-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현장조사된 부유사 농도와 Landsat TM자료의 반사치와

DN (digital number)를 통계적인 밴드비율 또는 단일밴드 값에 의해 분석한 것으로

조사지역의 수중 광학적인 반사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밴드비율과 실

측치 비교에 의한 경험식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자료로부터 얻어진 밴드비율 경험식을 구성하기 이전에 수중

광학 측정된 반사치에 의해 각 조사정점에서 얻어진 현장실측치와 계산된 반사치로

부터 부유사 알고리듬을 구성하였다. 현장실측치는 부유사 (suspended sediment)와

부유물질 (total suspended sediment)를 현장조사하여 획득하였고, OSMI와 동일한

밴드 대역을 가진 PRR-600에 의해 얻어진 반사치를 계산하여 부유사 알고리듬을

구성하였다.

Table 6-1에서 제안된 호수에서의 단일밴드나 밴드비율에 의한 알고리듬은

Landsat TM 자료와 현장실측치를 비교하여 구성된 알고리듬으로 대기보정과 TM

의 민감도에 의해 알고리듬의 정확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한

부유사 알고리듬의 구성은 적용에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광학 측정기인 PRR-600에 의해 OSMI와 동일한 밴드역의

수중 광 반사치를 가지고 부유사 알고리듬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기에 의한 영향을

피하고 수중에서 부유사가 지니는 흡광과 반사 특성을 고려한 알고리듬을 구성할



Table 6-1. Calculation method of suspended sediments using TM data

Water body
No. of

scenes

data

type

atmospheric

correction

Range

(mg/l)

Spectral

bands

Statistical

technique
Authors

Green Bay Lake

Michigan (USA)
4 Rrs DP+1 1-33 3/1 LT-LR

Lathrop et al.

(1991)

Green Bay

Lake Michigan,

Yellowstone Lake

(USA)

3 Rrs DP+1 1-33 3/1 LT-LR
Lathrop

(1992)

Norfolk

Broades(UK)
1 DN No 10-61 1 LR,MLR Baban (1993)

15 Lakes

(Netherlands)
2 DN No 1-44 2 LR

Dekker and

Peter (1993)

3 Lakes

(Nethlands)
3 DN No 23-38 1 LR

Appelman et

al. (1993)

16 Lakes

(Nethlands)
2 DN No 14-57 1-2-4 MLSR

Roeters and

Buiteveld

(1993)

1) Data type : DN, digital number; Rrs, reflectance

2) Atmospheric correction : DP+1, Darkest pixel + 1 DN method.

3) Statistical technique applied : LR, Linear regression; MLR, multiple linear

regression; LT-LR, log transformed linear regression; MLSR, multiple linear

stepwise regression



수 있다. 부유사의 현장실측치와 수중 광학 측정치는 1997년 경기만과 천수만에서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였다 (Jeong, 1999).

부유사의 정량적인 해석을 위해서 CZCS 알고리듬에서 제시한 Rrs(555) 밴드를

이용한 방법과 엽록소 정량해석을 위해 적용하여 좋은 상관관계를 얻은 Rrs(665)밴

드를 이용하여 Fig. 6-26과 Fig. 6-27의 결과를 얻었다.

Liu et al. (1988)는 부유사 (Suspended Sediments)가 무기입자로서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반사치를 증가시키며, 이는 부유사의 흡광보다는 산란이 더 커서 부유사

농도 증가와 반사치가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Fig. 6-26의 결과

와 같이 조사지역에서 나타난 반사치는 엽록소 농도에 의한 흡광의 영향을 받고 있

다. Fig. 6-26과 Fig. 6-27은 엽록소 농도가 10 ㎍/l 이상인 정점과 10 ㎍/l 미만인

정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반사치 (Rrs(555), Rrs(665))와 부유사 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밴드별 반사치인 Rrs(555), Rrs(665)와 부유사 농도의 관계는 본 연구의 조사지

역에서 엽록소 농도가 10 ㎍/l 이하인 정점에서 얻어진 부유사와 반사치 (Rrs)가 선

형적인 관계를 갖는다. 또한, Rrs(555) 보다는 Rrs(665)에 의한 반사치가 엽록소 농

도 10 ㎍/l 이하인 정점의 반사치와 r2가 0.829를 나타내어 엽록소의 흡광에 의한 영

향을 적게 받고 있다.

Liedtke et al.(1995)는 부유사를 수질 평가항목의 좋은 측정인자로 평가하였으

며, 부유사의 정량적인 해석으로 수질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부유

사 농도가 높은 연안해역에서 엽록소와 용존유기물의 흡광효과는 부유사를 정량적

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정점의 엽록소 농도를 비교하여 엽록소 농도가 10 ㎍/l 이하

인 정점들의 부유사 농도와 반사치 관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Tassan (1988)

의 연구에서 얻어진 부유사 알고리듬은 엽록소의 농도 범위가 0.1 - 1.5 ㎍/l의 범

위에서 얻어진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TM 자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화호와 경기

만은 엽록소 농도가 0.19 - 111.97 ㎍/l의 범위로 엽록소의 정량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g. 6-26 Relationship between Rrs(555) and SS(mg/l)

(●: concentration of chlorophyll-a ≥ 10 ㎍/l,

□: concentration of chlorophyll-a < 10 ㎍/l)

y = 355.71x + 2.0943

R2 = 0.6058

0

10

20

30

40

50

60

0 0.02 0.04 0.06 0.08 0.1 0.12

Rrs(555)

S
S
(
m

g
/
l)



Fig. 6-27 Relationship between Rrs(665) and SS(mg/l)

(●: concentration of chlorophyll-a ≥ 10 ㎍/l,

□: concentration of chlorophyll-a < 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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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Fig. 6-26과 Fig. 6-27에 제시한 결과와 같이 Rrs(555)의 0.04와 Rrs(665)

에서 0.02의 반사치 이하에서는 엽록소의 흡광에 따른 영향이 부유사의 산란 특성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Novo et al. (1989)는 부유사의 종류와 형태에 따른 반사치

와 부유사의 농도에 따른 반사치를 비교하였는데, Fig. 6-26과 Fig. 6-27의 결과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유사 농도 10 - 60 mg/l 범위에서 Rrs(555)는 0.04 -

1.1의 반사치와 Rrs(665)에서 0.005 - 0.07의 반사치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반사치

범위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엽록소 농도가 10 ㎍/l 이상인 조사정점에서는 부유사를

정량적으로 해석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엽록소의 흡광과 산란의 영향을 제거하고 부

유사를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유사 알고리듬이 요구된다.

Topliss (1990)은 CZCS와 Landsat MSS의 밴드영역에서 부유사를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알고리듬을 구성하기 위해 각 밴드의 반사치 특성을 고려한 밴드비율 관

계식을 제시하였다. 밴드비율에 의한 부유사 정량 관계식은 Fig. 6-28의 결과와 같

이 용존유기물과 엽록소 농도가 높은 지역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Liu et al. (1988)와 Liedtke et al. (1995)의 연구에서 단일밴드에 의해 부유사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는 본 연구에서 Fig. 6-26과 Fig. 6-27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은 엽록소의 높은 농도로 인해 부유사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부유사를 정량화하기 위해 엽록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식이 요

구된다.

Tassan (1987)의 연구에서 엽록소 농도 0.1 - 17 ㎍/l의 범위와 부유사 농도 0.2

- 5 mg/l에서 얻어진 엽록소 알고리듬은 시화호와 경기만의 엽록소와 부유사 농도

범위보다 낮은 농도의 조사지역에서 얻어진 결과로 Mayo et al. (1993)가 적용한

부유사 알고리듬이 Fig. 6-29와 같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시화호와 경기만에 적용

된 Mayo et al. (1993)의 관계식은 r2가 0.226의 낮은 결과치를 보였다. 따라서,

Rrs(665)에 의해 대기효과를 제거하고 Rrs(555)의 반사치로 부유사를 정량하려는

알고리듬은 경기만과 시화호에는 부적합한 방법이다.

엽록소 농도가 높을 경우 Fig. 6-26의 결과와 같이 부유사의 반사치가 부유사

농도 증가에 따라 선형적인 증가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Mayo



et al. (1993)의 관계식에서 [Rrs(490)/Rrs(665)]를 고려하여 부유사를 정량화하는 관

계식을 Fig. 6-27에 제시하였다. 다음 식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유사 알고리듬으

로 밴드비율의 경험식이다.

log(SS) = 0.7739 - 0.1975 × log{[Rrs(555)-Rrs(665)][Rrs(490)/Rrs(665)]}

(R2=0.7649)

본 연구에서 얻어진 log{[Rrs(555)-Rrs(665)][Rrs(490)/Rrs(665)]}의 부유사 알고

리듬은 수중 광학 측정에 의한 반사치와 실측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SeaWiFS 밴드역에서 얻어진 관계식이다. 위의 관계식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실측된

부유사와 수중 광 측정에 의해 얻어진 밴드의 반사치를 이용하여 계산된 부유사 계

산치를 Fig. 6-31에 비교하였다. 부유사의 실측치와 계산치는 r2가 0.6959를 나타내

었고, 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9.4328 mg/l를 나타냈다.

위의 관계식은 용존유기물의 농도와 엽록소 농도가 높은 수체에서 얻어진 알고

리듬으로 연안하구역의 부유사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데 적합한 알고리듬이다. 하

지만, 황해와 같은 광범위한 해역에서의 부유사를 OSMI 자료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해석하는데는 위의 알고리듬을 적용하기 어렵다. OSMI에서는 665 밴드역의 채널

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SeaWiFS의 경우 670 밴드역을 대기보정을 위한 밴

드로 정하여 수중 알고리듬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황

해와 같은 엽록소와 용존유기물의 농도 범위에서 부유사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데

위의 부유사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SeaWiFS 위성자료와 동일한 시점의 현장관측 부유사를 획득하

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OSMI의 활용연구분야에

서 부유사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데 적합한 알고리듬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

구가 요구된다.



Fig. 6-28 Relationship between log[Rrs(555)/Rrs(665)] and lo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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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9 Relationship between log[Rrs(555)-Rrs(665)] and log(SS)

y = -0.3462x + 0.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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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0 Relationship between

log{[Rrs(555)-Rrs(665)][Rrs(490)/Rrs(665)]}

and log(SS) for SS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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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1 Relationship between calculated SS and observed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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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수의 성격과 부유사 알고리듬의 적용여부

해수의 탁도는 ocean color remote sensing 기술에서 용해유기물과 더불어 클로

로필의 농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방해하는 성분으로 알려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일차생산성이나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총 부유물량을 아는 것

이 중요하다. 비록 현재로는 CASE-II water에서 정확한 클로로필 알고리듬은 개발

되지 못하였지만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OSMI의 bands는

SeaWiFS와 거의 같으므로 기존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 여부는 적용할 해역이

CASE-I water인가 CASE-II water 인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주변해역의

광학적 특성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황해, 남해 및 동해 일부의 수평적인 해수탁도 (총 부유물 량) 분포를 알기

위하여 SeaWiFS 해색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현재까지는 해수의 탁도

추출 해색 알고리듬은 2 bands ratio 알고리듬을 주로 사용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Ahn et al., 1998)에 의하면 SeaWiFS (혹은 OSMI) 밴드에서 SS와 특정 밴

드의 해수신호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 nLw)와 관계에서 가장 상관도

가 높은 밴드는 665 nm와 550 nm임을 CASE-II water 모델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2 밴드에서 이론적으로 상관도가 높은 것은 665 nm로 나타났으나 실용적인 해수

신호의 세기와 넓은 범위의 농도 값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편리한 밴드는

555 nm 임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용한 알고리듬 (Ahn et al., 1999)은 555

nm 1 밴드 알고리듬으로 다음과 같다.

<SS> = 736 [nLw 555]1.13

위 식에서 nLw 555 (W/m2/sr/nm)는 555 nm에서 해수 표면을 벗어 나오는 신호를

“규격화 한 신호”1) 값이다. Fig. 6-32는 춘계의 SS 영상으로 한반도의 연안역 특히

1) 해수에 입사되는 태양광의 세기는 계절, 태양고도, 하늘의 에어로졸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water leaving radiance (Lw : W/m2/sr/nm) 역시 이러한 대기의 광학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수에 입사되는 광의 세기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해수를 벗어 나오는 Lw



서남해의 진도-완도 부근과 중국의 연안 및 대륙붕 수 (old delta 해역)에서는 탁한

해수를 볼 수 있다. 황해 중앙의 경우 SS 농도는 거의 1 g/m3 이하의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전반적인 표면 SS 농도는 약 0.5 - 25 g/m3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여

주고 있으며 서남해 연안의 현장 관측 값은 최대 약 100 g/m3까지 나타났다. 그리

고 위성 영상에 의한 계절적인 변동을 보면,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의 SS 농도가 전

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기존의 클로로필 알고리즘을 적용

할 때 황해의 경우 Fig. 6-33의 탁도 분포지역은 상대적으로 과잉의 클로로필 농도

로 분석될 것으로 보인다. Ahn et al. (199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유물은 기존

의 알고리듬에서는 향상 클로로필의 농도 값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며 실제

값의 100배까지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해역의 성격을 보면, 남해 연안 역

시 동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로 인하여 CASE-I water의 성격을 하절기에

는 높은 클로로필 농도로 인하여 CASE-II water의 성격을 나타낸다. 동해는 대체

로 CASE-I water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를 nLw라고 한다. 이때 일정하다는 의미는, 대기가 전혀 없으며 입사하는 태양광의 고도는 항상 수

직이라는 가정을 한 것이다.



Fig. 6-32 Suspended particles(mg/l) distribution in 14 April 1999

around Korean seawater by SeaWiFS ocean color data (algorithm

from Ahn et al., 1999).



제 7 장 결 론

위성자료에 의한 해양환경관측은 해양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광범위한 해양환경변화를 조사선에 의한 관측으로

파악하는 것은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CZCS 이후 위성관측자료에 의한 해양의

다양한 환경변화가 연구되어 왔고, 해양환경관측을 위한 많은 센서가 개발되고 운

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위성관측자료에 의한 해양환경관측과 지구환경변

화의 관측에 관한 연구는 더욱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1999년 12월 20일 한국다목적과학위성 (KOMPSAT) 1호가 발사되었고, 여기에

는 해양관측센서인 OSMI가 탑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측센서인 OSMI의

검증과 보정에 관한 기반 연구와 해양환경관측을 위한 활용연구분야를 제시하였다.

OSMI가 발사되기 이전의 연구로 먼저 기존의 해색관측센서를 통해 얻어진 한반도

주변해역의 관측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CZCS, OCTS, SeaWiFS 등의

해색센서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다양한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

으며, 연안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적조와 해양투기지역의 해양환경변화 등이 연

구되었다. 동해와 황해에서의 해색 알고리듬에 의한 엽록소 농도와 현장실측치를

비교하여 황해의 경우 Case 2 water 해역으로 기존의 알고리듬을 적용할 경우 엽

록소 농도가 과대추정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황해의 경우 OSMI를 통해 엽록소 농도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Csae 2

water에 적용 가능한 엽록소 알고리듬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물광학

자료를 바탕으로한 알고리듬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OSMI 검증 및 보정과 해양활용연구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OSMI를 보정 및 검

증하기 위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해색관측 자료의 검정 및 보정을 위한 연구의

단계별 과정을 정리하였다. 특히 SeaWiFS 연구그룹에서 제안한 검증과 보정의 단



계를 통해 OSMI의 검증 및 보정에 관한 연구과정을 기술하였다.

기존의 해색센서에 의한 해양환경 관측연구를 각각의 센서에 따라 자료를 확보

하여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의 센서를 비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OSMI를

검증 및 보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먼저 수중광학 관측장비를 소개하고 각각의 관측장비가 가진 특성과 사용방법

및 자료획득시에 주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이후 해색센서에 의한 해양관측자료 획득

을 위한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관측장비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처방안을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에서

얻어진 자료라 하더라도 동일한 자료의 질을 가지고 분석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중광학 관측장비의 운용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현장조사 항목

과 조사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현장관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물의 내용도 제시하였

다. 특히 3장 3절에서는 기존의 해색센서인 OCTS 관측자료와 동일한 현장관측자료

를 분석하여 기존의 해색센서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문제점을 제안하였다. 황

해의 경우 부유사에 의한 엽록소 알고리듬의 과대추정문제와 춘계에 빈번히 발생하

는 황사현상 등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관측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시점의 위성자료와 현장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어

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관측시간에 따른 위성자료의 비교 검증이

제시되었다.

한반도 주변해역은 춘계를 비롯한 북서계절풍에 의한 중국으로부터의 황사와 에

어로졸 등의 대기문제가 OSMI 관측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결과

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표준대기를 제시하고 동아시아 표준대기의 광학

적 성질을 현장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황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황사의 대기보정 방안을 제시하고 CZCS, OCTS, SeaWiFS 대기보정

알고리듬을 비교하여 OSMI에 적용 가능한 표준 대기보정 알고리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SMI 검증 및 보정을 위한 생물광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

다. 황해에서 1997년 5월, 1998년 5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1999년 10월 동해에

서 생물광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현장에서 관측된 생물



광학자료는 SeaWiFS 검증 및 보정 프로토콜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측항목을 바탕

으로 관측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을 통해 황해와 동해의 해양환경 특

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해양환경관측에 관한 OSMI의 해양응용연구로 적조관측기

술을 제시하였으며, 황해에서의 엽록소 농도 변화와 동해에서의 해양환경변화 관측

을 위한 응용연구를 CZCS, OCTS, SeaWiFS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OSMI가 발사됨에 따라 OSMI 관측자료의 검증과 보정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데 이와 같은 검증 및 보정은 OSMI가 발사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과 발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생물광학 관측자료 획득을 위한 기반 연구는 OSMI 발사

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술개발 및 습득의 연구과정이며, 발사이후 본격적인

위성자료의 보정이 현장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분석된 엽록소

농도를 현장실측치와 비교하여 엽록소 알고리듬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해역이 지닌 대기의 특성과 수중광학 특성에 의해 표준 대기보정 알

고리듬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중광학 특성에 의한 지역 알고리듬을 개발을

통해 엽록소 농도의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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