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Earth Sci. Soc., v. 39, no. 6, p. 555−567, December 2018
https://doi.org/10.5467/JKESS.2018.39.6.555

ISSN 1225-6692 (printed edition)
ISSN 2287-4518 (electronic edition)

한반도 서해 연안 해역에서의 해양 부이 관측 수온과
위성 마이크로파 관측 해수면온도의 비교
1
2,
김희영 ·박경애 *
1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2

Comparison of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Oceanic Buoys and
Satellite Microwave Measurements in the Western Coastal
Region of Korean Peninsula
Hee-Young Kim1 and Kyung-Ae Park2,*
1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2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Abstract: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ea surface temperature (SST) differences between microwave SST
from GCOM-W1/AMSR2 and in-situ measurements in the western coast of Korea, a total of 6,457 collocated matchup
data were produced using the in-situ temperature measurements from marine buoy stations (Deokjeokdo, Chilbaldo, and
Oeyeondo) from July 2012 to December 2017. The accuracy of satellite microwave SSTs was presented by comparing the
ocean buoy data of Deokjeokdo, Chilbaldo, and Oeyeondo stations with the AMSR2 SST data more than five years. The
SST differences between the microwave SST and the in-situ temperature measurements showed some dependence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wind speed and water temperature. The AMSR2 SSTs were tended to be higher than the
in-situ temperature measurements during the daytime when the wind speed was low (<6 ms−1). On the other hand, they
showed positive deviation increasingly as the wind speed increased for nighttime. In addition, increasing tendency of SST
differences was related to decreasing sensitivity of microwave sensors at low temperatures and data contamination by land.
A monthly analysis of the SST difference showed that unlike the previous trend, which was known to be the largest in
winter when strong winds were blowing, the SST difference was largest in summer in Deokjeokdo and Chilbaldo buoy
stations. This seemed to be induced by differential tidal mixing at the collocated matchup points.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use of microwave SSTs with high contribution to the SST composites in the western
coastal region of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sea surface temperature, GCOM-W1/AMSR2, oceanic buoys, microwave radiometer, SST differenc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서해 연안에서의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차이를 규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GCOM-W1/
AMSR2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 자료와 서해 연안에 위치한 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해양기상 부이의 실측 수온 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6,457개의 일치점 자료를 생산하였다. 5년 이상의 덕적도, 칠발도, 외연
도 해양 부이 수온 자료와 AMSR2 해수면온도를 비교하여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마이크로파 위성 해수면온도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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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부이 해수면온도 간의 차이는 풍속과 수온 등 환경 요인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시간 풍속
−1
이 약할 때 (<6 ms ) AMSR2 해수면온도는 실측 해수면온도보다 높게 산출되며, 밤시간에 대해서는 풍속이 커질수록
양의 편차가 증가함을 밝혔다. 또한 AMSR2 해수면온도와 실측 해양부이 수온 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경향은 낮은 온
도에서 마이크로파 센서의 민감도의 저하와 육지에 의한 자료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측-위성 해수면온
도 차이를 월별로 도시해본 결과, 마이크로파 위성 해수면온도의 편차는 강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가장 커진다고 알
려져 있던 기존의 경향성과는 달리 덕적도, 칠발도 부이에서는 여름철 가장 큰 해수면온도 편차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부이의 위치에 따른 조석 혼합의 공간적 차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공위성 합성장에 기여도
가 높은 마이크로파 위성 해수면온도를 사용할 때 한반도 서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해수면온도, GCOM-W1/AMSR2, 해양기상부이, 마이크로파 위성, 해수면온도 차이

서 론
해수면온도는 해양-대기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기후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해양 매개 변수
중 하나이며, 대기와 해양 사이의 열, 운동량 및 수
증기 교환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해수면온도의 분
포와 특성은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후 변화 모니터링, 일기 예보, 해양 자료 동화와
같은 많은 환경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Yan et al., 2015; Dai, 2016).
해수면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은 해양
부이나 선박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수 표면을 관측
하는 것이었으나, 공간적인 제약으로 자료 분포가 매
우 희박하여, 넓은 지역에 대한 해수면온도 자료를
얻는데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Banzon et
al., 2010). 이에 비하여 인공위성을 통한 해수면온도
관측은 전 지구적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산출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수면온도의 공간 분포를 분석
하고 지상 관측 데이터의 범위를 보완하는 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수면온도 측정 기술은 1970
년대 이후 원격 탐사 위성의 발사와 함께 상당한 발
전을 보여왔는데, 적외 영역과 마이크로파 영역을 이
용하여 산출될 수 있다. 3.7 및 10-12 μm의 스펙트럼
영역의 적외선(IR) 센서는 20년 이상 해수면온도의
산출에 활용되어 왔다. 적외 영역 해수면온도는 높은
공간 해상도(~4k m)와 정확도(0.3-0.4K)를 가지지만
구름이나 에어로졸이 존재할 경우 산출이 불가능하여
모든 기상 조건에서의 유용성을 제한하게 한다
(Emery et al., 1994; Harris and Saunders, 1996;
McClain, 1989; Donlon et al., 2007; Walton, 2016).
이에 비하여 마이크로파 영역에서는 강수 구역이 아
니라면 구름이 존재하여도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대기 보정이 비교적 쉬워 해수면온도의 연속적인 시

계열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Wentz et
al., 2000). 이러한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의 성질은
적외 영역 해수면온도의 결측을 채우고, 이를 통해
해수면온도 합성장을 생산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
다(Donlon et al., 2004; Maturi et al., 2017). 반면
낮은 공간 해상도(~50 km)와 저온에서의 감도 감소
로 인한 정확도 저하와 같은 단점 또한 존재한다.
초기 마이크로파 복사계는 열악한 보정 시스템과
해수면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주파 채널의
부재로 인해 유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사용이 제한되
었다. 고품질의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 자료는 1997
년 11월에 발사된 Tropical Rainfall Microwave
Mission (TRMM) Microwave Imager (TMI)의 10.7
GHz 주파수에서 관측 자료가 산출되면서부터 가능해
졌다. 이후, Advanced Earth Observing Satellite-II
(ADEOS-II) /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AMSR)와 EOS-Aqua / AMSR Earth Observing
System (AMSR-E)의 마이크로파 센서로부터 산출된
해수면온도가 다양한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
고, 현재는 WindSat과 Global Change Observation
Mission-Water1
(GCOM-W1) / AMSR2,
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 (GPM) / GPM Microwave
Sensor (GMI)가 운용되고 있다.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의 정확도 및 오차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지금껏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는 평균 0.4-0.9oC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풍속, 수증기량, 연안으로부
터의 거리, 수온 등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로부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Gentemann et al., 2004;
Dong et al., 2006; Hihara et al., 2015; Gentemann
and Hilburn, 2015; Kim et al., 2018). 그러나 대부분
의 정확도 평가 연구가 전지구 영역에 초점이 맞춰
져 진행되다 보니 지역적인 오차 특성을 세세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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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athymetry of the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b) the locations of the marine buoy stations (Deokjeokdo,
Oeyeondo, and Chilbaldo) of Korea Meteorological Agency (KMA) west of the Korean Peninsula as marked in red stars.

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지역적 특성의 영
향을 받아 마이크로파 산출 해수면온도의 정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지적인 지역에 대한 자
료 검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서쪽에 위치하는 황해는 최대 수심 약 152
m, 평균 수심은 44 m 정도로 얕은 해역에 속하며 중
앙부에 수심 100 m 내외의 남-북 방향 깊은 골이 한
반도 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Fig. 1). 얕은 수
심과 복잡한 지형을 지닌 탓에 황해는 시공간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 대기 기온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여 해수와 대기간의 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계절적인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강한 조석작용으로 연안에서는 연직혼합이 활발히 이
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Lie et al., 1986). 이와 같이
수온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해역은 다양한 해
양과 대기 조건으로 인해 인공위성 자료로부터 산출
된 해수면온도가 실제 수온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해 해역에 대한 GCOMW1/AMSR2 위성의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를 기상청
의 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해양부이 자료와 비교하
고, 관측 자료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 자료 및 해양기상부이
자료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료 및 방법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 자료
AMSR2는 극궤도 위성 GCOM-W1에 탑재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 JAXA에서 개발하여 운용중이며
2012년 5월에 발사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자료가 배
포되고 있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에너
지를 7개의 마이크로파 파장대에서 탐지하며 각 파
장에 대하여 수직 및 수평으로 편광된 총 12개의 채
널을 가지고 있다. 같은 지역에 대한 관측은 약 16일
을 주기로 반복된다. 주요 특징 및 채널 정보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4-11 GHz 사이의 주파수 영역에서 수직으로 편광
된 해수면의 휘도 온도(Tb)는 해수면온도에 대해 상
당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해수면온도 이외에도,
휘도 온도는 해수면의 거칠기와 대기 온도 및 수분
의 수직적 구조에 의존하여 변하지만, 해수면 거칠기
와 대기의 스펙트럼 및 편광 신호는 해수면온도의
신호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주
는 영향은 다중 주파수 및 편파를 동시에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Meissner et al., 2012).
마이크로파 복사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알고리
즘은 물리적 기반의 회귀 분석으로, 이를 통해 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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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GCOM-W1/AMSR2
Microwave Sensor

AMSR2

Operation Period

2012. 07-present
Band (GHz) Spatial Resolution (km)

Channels
(vertical, Horizontal
Polarization)

Swath
Incidence Angle
Altitude

Standard Product

6.93/7.3
10.65
18.7
23.8
36.5
89.0

62×35
42×24
22×14
19×11
12×7
5×3
145 0km
55o
700 km

sea surface temperature, total
precipitation water, cloud liquid water,
precipitation, sea surface wind speed,
sea ice concentration, snow depth, and
soil moisture content

온도로부터 해수면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복
사 전달 모델에서 결정된 회귀 계수를 계산하여 초
기 해수면온도를 추정한 다음, 일련의 국지적 산출
알고리즘이 초기 해수면온도의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결과 모든 해수면온도와 풍
o
향의 다양한 조합을 고려한 −3-34 C 범위의 해수면
온도 기준값이 유도된다(Wentz and Meissner, 2007).
강우, 태양 반사점, 육지 근처 또는 주파수 간섭이
존재하는 해역에서는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의 산출
이 제한된다(Gentemann, 2014).
본 연구에서는 해양 실측자료와의 비교 및 실측-위
성 해수면온도 차이가 나타내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Remote Sensing Systems (RSS)에서 배포되고
있는 버전 8의 level 2 (L2) 해수면온도를 수집하였
다.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5년 6개월
간의 AMSR2 해수면온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
며, 해수면온도 오차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L2 자료 중 풍속, 대기 수증기량, 구름 수액량
(cloud liquid water), 강수량 등의 변수 정보도 수집
하여 활용하였다.
해양 기상 부이 자료
황해 해역에 대한 해양 실측 자료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양 기상 부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양
기상 부이는 해수면에서 종합적인 해양기상현상을 각
종 관측장비로 측정하고, 측정한 값을 일정한 물리량

으로 변환·처리하여 위성으로 전송하는 장비이다. 현
재 서해 7개소(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신안, 인천,
부안, 추자도), 남해 4개소(거문도, 거제도, 통영, 울
산), 동해 4개소(동해, 포항, 울릉도, 울진), 제주도 2
개소(마라도, 서귀포) 등 총 1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관측요소는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파고, 파주
기, 파향, 수온 등이며, 매 정시 자료를 생산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의 해양 기상
부이 중 황해에 위치하고 있는 덕적도, 칠발도, 외연
도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20,603개의 부이 자료를 획득
하였다.
해양 실측 자료 품질 검사
위성 해수면온도와 해양 실측 자료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측 자료가 필요하
다. 해역의 상태나 물리적인 환경 요인 및 관측 센서
의 오류 등으로 인해 해양 부이 자료에 관측 오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3시간 동안 동일한 값
을 기록한다던가, 일변화가 30oC 이상 나타나는 경우
는 실제 관측값이라기보다는 관측 오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측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기
전 자료의 품질을 검사하고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
관측 오차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개발한 품질 관리 절차
를 적용하여 부이 자료의 오류를 제거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순서로 이를 수행하였다. 1) −99 이하의 값
을 제거하고 하루에 10회 미만의 관측치를 가진 부
이는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2) 하루 중 부이별 최대
o
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4 C 이상인 자료와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은 경우, 즉 지속적으로 같은 값이 기록
된 자료를 제거하였다. 3) m (일평균)±3σ (표준편차)
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도 오류로 간주하여 제외하
o
였다. 4) 표준편차가 기준일 이후 4일 동안 2 C 이상
o
이거나 0 C인 경우 4일간 해당 부이의 자료는 모두
제외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도 부이 자료에 여전히
남아있는 관측 오차는 10년 동안의 일별 해수면온도
기후장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해수면온도 기후장과
o
8 C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부이 해수면온도는 이상치
로 간주하였으며(O’Carroll et al., 2006), 그 결과
6,020개의 덕적도 부이 자료, 9,818개의 칠발도 부이
자료, 5,986개의 외연도 부이 자료가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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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점 생산 과정
AMSR2 해수면온도와 해양 실측 해수면온도간의
비교를 위해 일정 시간, 공간 내의 일치점 자료를 생
산하였다. 30분 이내의 시간 격차를 주고, AMSR2의
공간 해상도 및 실측 자료가 연안 부이 자료임을 고
려하여 50 km 이내의 공간 격차를 주었다. 일치점
자료에는 실측 부이와 위성의 해수면온도뿐만 아니라
부이와 위성의 관측 위치, 시간, 부이의 풍속, 풍향,
기온 및 위성의 풍속, 대기 수증기량, 구름의 수분량,
강수량 등의 정보 또한 함께 기록되도록 하여 위성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의 오차 특성 분석을 수행하
였다.

연구 결과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일치점 생산 결과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 이상의 인공
위성-해양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총 6,457개의 일치
점을 생산하였다. 일치점 자료의 공간 분포는 인공위
성 궤도, 해양 자료가 관측된 위치 및 관측 시간에
따라 그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일치점들의
위치 정보는 인공위성이 산출한 해수면온도의 오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able 2에 위성 해
수면온도와 각 해양 기상 부이 자료 간의 일치점 개
수를 연도에 따라 표기하였다.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육지의 방사율은 평균 0.85
정도로, 해양의 평균 방사율인 0.4보다 높은 방사율
을 가진다. 따라서, 육지로부터 방출된 마이크로파
신호가 연안을 지나는 마이크로파 센서에 의해 해양
관측값과 함께 관측된다면 실제 휘도온도보다 높은
값이 산출되어 그로 인한 양의 편차가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에 남을 수 있다(Ricciardulli and Wentz,
2004). 이러한 육지에 의한 자료 오염을 고려하여 연
안으로부터 100 km 이내의 해수면온도는 RSS의
AMSR2 해수면온도 자료에서 제거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해양 기상 부이는 모두 연안 70 km 이내에
위치하므로 일치점 생산시 AMSR2 자료와의 공간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연안으로부터 37,
51 km 떨어져있는 덕적도, 칠발도 부이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외해에 위치한 외연도 부이 자료와의 일치
점이 가장 많았고, 연도별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나
타나있다.
생성된 일치점 자료는 1.4oC부터 30.9oC까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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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matchup points by year for 3 oceanic
buoy station
Year
Buoy Station
Deokjeokdo
Chilbaldo
Oeyeondo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68
94
136

347
11
490

450
26
517

404
22
500

400
29
500

423 2092
22 204
542 2685

해수면온도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의 26.8%에 해당하
o
는 1333개의 일치점들이 5-10 C 범위에 분포하고 있
o
다. 5 C 이하에서는 12.1%를 차지하는 601개의 일치
o
점들이 생산되었으며, 30 C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8개
의 일치점이 생산되었다. 이처럼 온도 범위에 따라
분포 편차는 존재하지만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온도 범위에 대한 오차 특성 및 극한
상황에서의 해수면온도 정확도를 분석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와의 비교
AMSR2 해수면온도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해양
부이 해수면온도와 인공위성 관측 해수면온도를 비교
하였다(Fig. 2a, c, e). 해양 실측 수온에 대하여
AMSR2 해수면온도는 선형의 비례관계를 보여 전반
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양의 편차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에
AMSR2 해수면온도의 일치점 개수, 평균제곱근오차
(RMSE, Root Mean Square Error), 편차(bias) 및 상
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정리하였다. 주야간
을 나누지 않고 모든 일치점 자료에 대하여 AMSR2
해수면온도의 정확도를 계산한 결과 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해양부이에 따라 약 2.07, 2.33, 1.14oC의 평
균제곱근오차를 보였고, 편차는 약 1.29, 1.59, 0.66
o
C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마이크로파 해수
o
면온도의 평균제곱근오차로 제시되어온 0.4-0.9 C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Gentemann et al., 2010;
Hosoda, 2010; Stammer et al., 2003).
해양 실측 해수면온도와 AMSR2 해수면온도 간의
차이가 나타내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AMSR2
해수면온도의 오차를 해양 실측 해수면온도에 대한
함수로 도시하였다(Fig. 2b, d, f). AMSR2 해수면온
o
도의 오차는 실측 해수면온도에 대하여 대략 5-5 C
이내에 분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양의 편차를 보였다.
실측 해수면온도가 낮아질수록 AMSR2 해수면온도
와 해양 부이 해수면온도간의 차이는 커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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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satellite-observed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AMSR-2 and surface temperatures from the marine buoys
at (a) Deokjeokdo, (c) Chilbaldo, and (e) Oeyeondo,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emperatures, satellite SST minus buoy
temperature, at the stations of (b) Deokjeokdo, (d) Chilbaldo, and (f) Oeyeondo for the period from 2012 to 2017.
Table 3. Rms error, mean bias (AMSR2 minus in-situ), correlation coefficient, and number of collocations
Buoy Station
Deokjeokdo
Chilbaldo
Oeyeondo

Number of
matchup

RMSE
o
( C)

Bias
o
( C)

Correlation
Coefficient

2000
1794
2663

2.07
2.33
1.14

1.29
1.59
0.66

0.98
0.96
0.99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수온이 낮아질수록 마이크로
파 센서의 민감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오차가 발생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차이에 대한 풍속의 영향
풍속이 AMSR2 해수면온도와 실측 해수면온도 간

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성 풍속
자료를 활용하여 해수면온도 차이의 변동을 나타내었
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신뢰도 면에서 실측 풍속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치점 자료 중
풍속 자료가 기록된 해양 부이 자료가 거의 없어 자
료 획득에 어려움을 겪었다. 매우 제한적인 자료 개
수는 분석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위성 풍속 자료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3a, b, c는 낮시간 동안 풍속에 따른 실측-위
성 해수면온도 차이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덕적
−1
도, 칠발도, 외연도 해양 부이 모두 6 ms 이하의 풍
속 범위에서 풍속이 감소할수록 위성 해수면온도의
양의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낮은 풍속에
서 해수면온도 오차가 큰 양의 편차를 보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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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fferences of satellite-observed sea surface temperature and buoy temperatures as a function of wind speed (ms− ) in
the daytime at the marine buoy stations of (a) Deokjeokdo, (b) Chilbaldo, and (c) Oeyeondo, and (d) the differences as a function of wind speed (ms ) in the nighttime at the Oeyeondo station.
1

-1

이전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주간, 약한 바람
조건에서 해수면의 과도한 가열로 인한 것일 수 있
다(Gentemann and Wentz, 2001; Donlon et al.,
2007; Park et al., 2015). 해양 실측 부이는 수십 cm
정도의 깊이 사이에서 수온을 측정하는 반면 마이크
로파 센서는 해수면에서 대략 1 mm 이내에서 나오
는 복사에너지를 관측하여 해수면온도를 산출한다.
위성과 해양 실측 부이 간의 이러한 관측 깊이의 차
이는 낮은 풍속 조건에서 낮시간 동안 해수면의 가
열로 인해 수온의 수직 변화가 커지면 오차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밤시간 동안 풍속에 따른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차
이는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Fig. 3d). 이것의 주된 이유는 높은 풍
속일 때 해수면 방사율이 더 큰 오차를 갖기 때문이
다. 표면 거칠기는 풍속 및 풍향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Meissner and Wentz, 2012), 이 때 방사율과
풍속의 상관 관계가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으므로 오
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Wentz, 1997), 강한 풍속으로
인한 표면 방사율의 불확실성은 마이크로파 해수면온

도 산출 시 오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차이의 계절별 특성
Fig. 4는 AMSR2 해수면온도와 해양부이 해수면온
도 간의 차이를 월별로 도시한 것이다. 덕적도와 칠
발도의 경우 여름철에 해당하는 6-7월에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차이가 최대가 되고 봄, 가을에 최솟값이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의 형태로 외연도 부이 자료에
서는 해수면온도 차이가 여름철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봄, 가을에 증가하여 최댓값이 나타나는 경
향성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의 오차는 강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가장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8). 마이크로파의 방사율은 해수면의
거칠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며, 해수면의 거칠기가
커질수록 방사율도 증가하게 된다(Stogryn, 1967;
Wentz, 1983). 해수면 거칠기는 풍속, 풍향, 취송거리
의 영향을 받는데(Yoshimori et al., 1994), 만약 해상
풍의 풍속이 커지면 해수면의 방사율이 높아져 위성
에서 측정되는 휘도온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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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variations of the differences of satelliteobserved sea surface temperature and buoy temperatures
from the marine buoys at (a) Deokjeokdo, (b) Chilbaldo, and
(c) Oeyeondo stations.

수면온도 산출 시 강한 풍속에서의 이러한 효과가
잘 보정되지 않으면 오차로 남아 양의 편차를 일으
킬 수 있다. 또한, 겨울철의 낮은 해수면온도 역시
마이크로파 센서의 민감도를 저하시켜 오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는 보
편적으로 겨울철에 가장 큰 오차를 가지게 된다. 기
존의 이러한 경향성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덕적도와
칠발도 부이에서의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차이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래에서 다시 제시하였다.

Fig. 5. Year-month variations of buoy temperatures from the
marine buoys at the stations of (a) Deokjeokdo, (b) Chilbaldo, and (c) Oeyeondo.

실측 해수면온도의 변동 특성에 따른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차이
실측 해수면온도의 변동 특성에 따라 실측-위성 해
수면온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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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mean sea surface temperatures ( C) in the coastal region off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into (a)
spring, (b) summer, (c) autumn, and (d) winter where the red stars denote the marine buoy stations of Deokjeokdo, Chilbaldo,
and Oeyeondo.
o

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의 부이 해수면
온도를 일평균하여 월별로 도시하였다(Fig. 5). 덕적
도, 칠발도, 외연도 부이의 해수면온도 분포 범위는
0-31.5oC이며 4-7oC의 낮은 겨울철 온도와 26-27oC의
높은 여름철 온도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계
절성이 드러난다. 덕적도와 칠발도의 여름철 수온보
다 외연도의 여름철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계절별 해수면온도의 공간 분
포도에서도 나타난다(Fig. 6). 여름철 덕적도와 칠발
도 주변의 수온이 외연도 부근의 수온보다 확연히
낮게 나타나는 것은 황해의 강한 조류로 인한 조석
혼합의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해양부이가 위치한 한반도 서해 연안은 강한 반일주
조 형의 조석이 나타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각
부이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조위관측소의 해
수면고도 자료로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역시
뚜렷한 반일주조의 주기를 나타내고 있다(Fig. 7).
황해는 가운데에 깊은 골이 존재하고 동쪽과 서쪽
연안 방향으로 가까워질수록 수심이 얕아지는 구조의
해저지형을 가지며, 조석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해역
이다. 여름철 태양복사 가열과 강수 및 강으로부터의
담수 유입은 수괴의 밀도를 성층화시켜 수심이 깊은
황해의 외해에서는 2층 구조의 수층이 형성된다. 반
면, 수심이 얕아지고 해안선의 변화로 조류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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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정된다는 이론을 제시한 Simpson and Hunter
(1974)의 연구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균형에 따라 조
석 전선의 위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Simpson Hunter parameter가 제시되었으며, 황해에서
의 Simpson Hunter parameter를 계산한 Ren et al.
(2014) 연구에 따르면 덕적도와 칠발도 부이의 위치
는 조석 혼합이 활발히 일어나는 조석 전선 내에 위
치하고, 외연도는 조석 전선 바깥에 위치한다.
이러한 조석전선의 영향으로 조석전선 내의 덕적도
와 칠발도에서의 여름철 해수면온도는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고, 조석 전선 바깥의 성층화된 해역의 외
연도 부이 해수면온도는 여름철에 수온이 높게 나타
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차이
의 계절별 특성에서도 드러난다. 여름철 덕적도와 칠
발도에서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차이가 최대값을 가
지는 이유는 일치점 생산시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
자료는 부이 자료보다 상대적으로 외해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데, 여름철 태양복사의 가열과 강수 등으로
인해 성층화된 외해의 해수면온도는 조석 혼합에 의
해 해수가 연직 방향으로 잘 섞인 서해 연안의 부이
수온보다 높게 관측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Fig. 7. Power spectrum of sea level observed at (a)
Deokjeokdo, (b) Chilbaldo, and (c) Oeyeondo stations in the
coastal region off the Korean Peninsula.

증가하는 황해 연안에서는 조류혼합에 의해 조석전선
이 형성되며, 해수가 연직방향으로 잘 혼합되어 저층
에서의 등온선이 해저 바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Fig. 8) (Lee and Choi, 1997;
Lie, 1989; Lee and Beardsley, 1999; Kwon et al.,
2011). 조석 전선의 위치는 조류의 속력과 수심에 따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의 정확도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JAXA가
운용하고 있는 마이크로파 센서인 GCOM-W1/AMSR2
로 관측한 해수면온도와 서해 연안의 부이 해수면온
도와의 비교 분석 및 해수면온도 차이에 대한 특성
은 분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MSR2 해수면온도와 기
상청 해양기상부이 중 서해 연안에 위치한 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부이 해수면온도를 비교 분석하고 실
측-위성 해수면온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고찰하
였다. AMSR2의 공간 해상도 및 연안 부이임을 고려
하여 공간 격차는 50 km, 시간 격차는 30분 이내의
일치점 자료를 생산하였다.
각 해양부이 해수면온도에 대한 AMSR2 해수면온
도의 평균제곱근오차는 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해양
o
부이에 따라 약 2.07, 2.33, 1.14 C로 나타났고, 편차
o
는 약 1.29, 1.59, 0.66 C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
구에서 제시되어왔던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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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Zonal section of vertical distribution of sea water temperatures ( C) at the western coastal region off the the Korean Peninsula during summer under conditions (a) without tidal mixing and (b) with vigorous tidal mixing.
o

오차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마이크로파 해수면
온도와 실측 해수면온도 간에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
들의 영향을 받아 해수면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 AMSR2 해수면온도는 낮시간 동안 낮은 풍속
(<6 ms−1)에서 실측 해수면온도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
향이 있으며, 밤시간에 대해서는 풍속이 커질수록 양
의 편차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온에서 저하되는 민감도와 육지에 의한 자료오염
또한 AMSR2 해수면온도와 해양 부이 해수면온도
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실측 해수면온도가 낮아질
수록 오차가 증가하며 연안에 근접할수록 육지의 영
향으로 양의 편차가 증가하였다.
실측-위성 해수면온도 차이를 월별로 도시해보았을
때, 덕적도와 칠발도의 경우 여름철에 해당하는 6-7
월에 해수면온도 차이가 최대가 되고 봄, 가을에 최
소값이 나타난다. 반대로 외연도 부이 자료에서는 해
수면온도 차이가 여름철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봄, 가을에 증가하여 최대값이 나타나는 형태를 보인
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파 위성 해수면온도의 오차
는 강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가장 커진다고 알려
져 있으나, 덕적도, 칠발도 부이에서 기존의 경향성
과 다른 패턴인 여름철에 가장 큰 해수면온도간 양
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일치점 간의 위치와 조석
혼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이크로파 해수면온
도 자료는 일치점 생산시 부이 자료보다 상대적으로

외해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위치 차이는
여름철 태양복사의 가열과 강수 등으로 인해 성층화
된 외해의 해수면온도와 조석 혼합에 의해 해수가
연직 방향으로 잘 섞인 서해 연안의 부이 수온 간의
차이를 가져와 여름철 높은 양의 해수면온도 편차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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