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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는 8개 밴드의 일리 보정 반사도를 이용하여 수평 500m × 

500m의 높은 공간 해상도로 해무를 탐지한다. 가시 선과 근 외선은 지표면의 특성을 강하게 반 하여 구름

과 안개 별에 오차를 유발한다. Band7 반사도의 임계값을 설정하여 육지로 유입되는 해무를 탐지할 수 있

었다. Band4 반사도가 Band8보다 크게 나타나는 역이 구름으로 별되는 경우는 주변 역과 평균 반사도

의 비교를 통해 해무로 탐지되는 오류를 보정하 다. 개선된 알고리즘은 천리안 성(COMS: Communication, 

Ocean, Meteorological Satellite)의 안개 상  기상청 시정계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되었다.      

ABSTRACT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detects the sea fog at a high horizontal resolution of 500m × 500m using the Rayleigh corrected 

reflectance of 8 bands. The visible and the near infrared waves strong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rth surface, causing errors in cloud and fog 

detection. A threshold of the Band7 reflectance was set to detect the sea fog entering the land. When the region on which Band4 reflectance is larger than 

Band8 is determinated as cloud, the error over-estimated as sea fog is corrected by comparing the average reflectance with the surrounding region. The 

improved algorithm has been verified by comparing the fog images of the Cheollian satellite (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as well as the visibility data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키워드

COMS, GOCI, Rayleigh Corrected Reflectance, Sea fog 

통신 해양 기상 성, 정지 궤도 해색 성, 일리 보정 반사도, 해무

Ⅰ. 서  론

안개는 주로 층에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발생하

는 기상 상으로 그 발생 기 에 따라 복사안개, 이

류안개, 선안개 등으로 나뉘며, 이  바다에서 발

생한 안개를 바다 안개, 즉 해무라고 한다[1]. 해무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안개와 달리 일반 으로 크게 와 

닿지 않는 기상 상일수도 있으나, 해상에 짙게 끼

거나 섬, 연안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해안도로 운행이

나 선박,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일으키기도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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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종 교에 유입된 짙은 해무로 인해 103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 다. 이러한 사고를 사

에 방지하기 하여, 기상청에선 시정계  해상카메

라 등을 이용해 해무를 감시하고 있다[3]. 하지만 몇

몇 고정 지 의 측기로 해상에서 발생한 해무를 탐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 성과 같은 원격

장비를 이용한 탐사가 필요하다[4]. 우리나라는 천리

안기상 성(COMS :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등을 이용하여 안개 탐지 

 안개 산출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

국 등 기상 선진국에서도 Himawari-8 기상 성과 

AVHRR과 MODIS 같은 성 센서를 이용하여 해무

를 탐지하고 있다.

GOCI는 세계 최 의 정지궤도해색 성으로 동아

시아 지역(한반도 심 2500km × 2500km)을 00UTC

부터 8시간 동안 1시간 간격의 시간해상도로 측한

다. 그리고 다른 성들보다 높은 공간해상도(500m 

× 500m)를 가지고 있다는 장 이 있다[5].

GOCI는 주로 조나 구름탐지, 해양식생 분석에 

쓰이는데, 최근 GOCI를 이용하여 해무를 탐지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6-8]. 일반 으로 인

공 성을 이용한 해무 탐지 방법은 두 채 의 밝기온

도 차를 이용한 DCD(: Dual Channel Difference) 방

법[9-10]과 구름 온도와 해수면 온도의 차이를 이용

한 TDI(: Temperature Difference Index) 방법[11] 

등이 있다. 이와 달리 GOCI 해무 탐지 알고리즘은 

일리 산란을 보정한 반사율 값 Rrc(: Rayleigh 

Corrected Reflectance)를 이용하여 해무를 탐지하는 

방법이다[12]. GOCI 해무 탐지 방법은 해무 유입으로 

인한 종 교 사고 당시 COMS에선 탐지하지 못했

던 해무를 탐지할 만큼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육

지로 유입되는 해무를 하층운으로 오탐지하는 것과 

물 에 있는 구름을 해무로 과탐지하는 문제 이 있

어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코자 하 다. 

1장에서는 해무에 한 선행연구  성을 이용

한 탐지방법들을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GOCI 

해무 탐지 알고리즘의 문제 을 언 하 다. 2장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사용한 자료를 설명하고 연

구 사례 선정  기존 방법을 소개하 다. 3장은 문

제 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 방법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 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주간 안개 탐지의 유용성

을 보 다.  

Ⅱ. 자료  방법

2.1 연구 사례 

육지에 해무가 유입되는 것을 탐지하기 해서 섬 

는 연안지역에 해무가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한 사

례들을 선정하 다. 2014년 5월 23일 사례(사례 1)는 

서해 역  남부내륙지방까지 안개가 짙게 던 사

례이고, 2015년 2월 11일의 경우 종 교에 유입된 

짙은 해무로 인해 103  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

이다(사례 2). 

2.2 GOCI  

GOCI는 Band1 - Band6까지 6개의 가시 역과 

Band7 - Band8의 2개의 근 외 역의 스펙트럴 밴

드를 가지고 있다. 상은 조정 방식으로 2차원 

검출기를 이용하여 검출하고, 매일 Band1 - Band8까

지 30분 촬  후 30분 휴지기를 갖는 방식으로 총 8

회 촬 한다. 이 상은 해양 성센터로 송되어 디

지털 자료로 집 된다. GOCI에서 GOCI 자료 처리 

시스템 GDPS(GOCI Data Processing System)를 통

해 산출되는 자료는 33종이 있다. Lv2-A 13종(해수 

수출 량, 정규 해수 수출 량, 하향 확산 소산계수, 

용존 유기물, 엽록소, 총 부유물질, 조지수, 수  가

시거리, 육상 식생지수1, 육상 식생지수2, 에어로졸1, 

에어로졸2, 산출물 유효 정보), Lv2-B 2종(흡 계수, 

역산란계수), Lv2-C 1종( 일리 산란이 제거된 반사

율), Lv2-P 9종(원격반사도, 양방향인자, 도, 경도, 

성 방 각, 성 천정각, 태양 방 각, 태양 천정각, 

코사인 방향의 태양 천정각), Lv3 5종(어장 정보지수, 

수질 등 지수, 해양 일차생산력, 해류벡터, 일간 자

료 합성), Lv3-P 3종(해수면 온도, 합성 유효복사, 

일장)이며, 본 연구에서는 Lv2-C Rrc 자료를 사용하

다. 

2.3 COMS

COMS는 한국 최 의 정지궤도 성으로 해양 측, 

기상 측, 통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공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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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을 측하는 기상 상기는 두 축 스캔 방식의 

복사계로, 하나의 가시채 과 네 개의 외채 로 

측을 수행하는 센서 모듈, 자료 송  명령 수신 

역할을 하는 기 모듈, 그리고 력 공 을 담당하

는 력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가시채 은 0.67m의 심 장으로 1km 공간해

상도의 가시 상을 촬 한다. 외 채 은 휘도온도

(K)를 단 로 사용하며, 4km 공간 해상도로 각각 단

 외 상, 수증기 상, 외1 상, 외2 상

을 촬 한다. 단  외 상은 3.75m의 심 장

으로 구성되고, 수증기 상은 6.75m, 외1 상은 

10.8m, 외2 상은 12.0m의 심 장으로 구성

된다.  

COMS에서 산출되는 기상 자료의 처리 시스템 

CMDPS(: COMS Meteorological Data Processing 

System)의 16종 산출물의 종류로는 구름 탐지, 지표면

온도, 표면 도달 일사량, 상층 수증기량, 가강수량, 구

름 분석, 안개, 강우 강도, 에어로솔  탐지, 기 운동 

벡터, 해수면 온도, 해빙/ 설 탐지, 지구 방출 복사량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개 자료를 사용하 다. 

2.4 AWS

AWS는 자동기상 측장비로 지상 부근의 기 상

태를 실시간으로 측하기 한 장비이다. 2015년 기

 국에 약 480여 지 에 설치되어 국지 인 기온, 

바람, 강수 등을 매분 자동 측하고 있다. 

안개의 경우 국의 시정 측소에서 측값을 제

공하고 있으며, 안개·연무 종합 감시 시스템  자동

국지 기상 감시 시스템 ALWAIS(: Automatic Local 

Weather Information System)의 안개 시스템에서 

국 시정 분포도와 10분 간격의 시정, 습도, 실링고도, 

일기 실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 시정 측소의 시정 자료를 사용하 다.

2.5 해무 탐지

GOCI 해무 탐지 알고리즘은 원시자료를 기 보

정한 GOCI Lv1-B 자료에서 일리 산란 보정을 거

친 GOCI Lv2-C Rrc 자료를 사용한다. Rrc는 육지, 

바다, 구름 등 지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해무 탐지 알고리즘에서 사

용하는 세 가지 지수인 SLDI, MCDI, BSI를 산출한

다. 알고리즘은 SLDI를 이용해 바다, 육지, 구름을 구

별하고, MCDI를 이용해 상층운과 하층운을 구별한 

후 BSI를 이용해 하층운과 해무를 구별하여 최종

으로 해무를 별하는 순서로 구성된다[11]. 

SLDI는 바다에서 가시 역 밴드의 Rrc가 근 외 

역 밴드의 Rrc보다 크고 육지에서는 이와 반 인 

특성을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계산된

다. 

SLDIRrcnmRrcnm
RrcnmRrcnm

          (1)

여기서 은 심 장이 865nm인 Band8의 

일리 산란 보정된 반사율을 의미하며 555nm는 

Band4의 심 장이다. SLDI가 0.2 이상인 경우 육

지, -0.1 이하는 바다, 그 사이는 구름으로 별한다.

MCDI는 상층운의 반사도가 높다는 것을 이용하

여 Rrc를 산술평균하여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MCDI
Rrc

              (2)

여기서 는 Band1부터 Band8까지 합을 의미한

다. MCDI가 0.6 이상인 경우는 상층운, 그 미만은 

하층운으로 별한다. 

BSI는 구름 속 수분의 양인 LWC(: Liquid Water 

Content)가 하층운보다 해무에서 큰 것을 이용하여 

수증기 흡수가 잘 일어나는 Band6과 Band7의 Rrc 

크기 차이로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BSI∆nm×e
Rrc Rrc

           (3)

여기서 ∆은 Band7과 Band6의 심 장 차이를 

의미한다. BSI가 양수일 경우는 하층운, 음수일 경우

는 해무로 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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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토의

3.1 육무 오탐지

안개와 하층운은 물리 인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

에 성 탑재 센서로 서로 구별하기 어렵다. 하층운

과 안개를 구별하기 해 MODIS와 Himawari 구름 

상의 표면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아

직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4]. 이는 GOCI 해무 탐지 

알고리즘에서도 나타나는 문제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 먼  GDPS를 이용하여 Band6

과 Band7의 Rrc를 분석하 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을 상으로 그림 1과 같이 동일 도 선상에 그은 

빨간 선을 따라 육지에서는 Band7의 Rrc가 Band6의 

Rrc보다 크게 나타나고, 바다에서는 반 의 특징을 

보인다[11].

그림 1. GOCI 상( )과 동 도상에서 육지, 
바다, 구름의 밴드6과 밴드7 Rrc 스펙트럼 

분포(아래).  
Fig. 1 GOCI image (top) and Rrc spectra of 
band6 and band7 over the land, sea and cloud 

along the same latitude (bottom). 

이와 같은 특징은 그림 2와 같이 육지와 바다 

에 있는 구름에도 반 되어 나타난다. 그림 2는 백령

도와 종도 주변 상공의 구름 반사도를 색으로 나타

낸 것으로 흰 픽셀은 Band6 Rrc보다 Band7 Rrc가 

큰 픽셀이고, 빨간색은 반 로 Band6 Rrc가 큰 픽셀

이다. 록 경계선은 섬의 경계이고 검은 픽셀은 구

름이 없는 육지다. 섬 에 있는 구름은 흰 픽셀이 

많고, 바다 의 구름은 빨간 픽셀이 많다. 따라서 

BSI만으로 해무와 하층운을 구별한다면 육지에 있는 

구름은 부분 하층운으로 별되고, 바다에 있는 구

름은 부분 해무로 별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 백령도와 종도의 픽셀 분포(왼쪽: 백령도, 
오른쪽: 종도).     

Fig. 2 Distribution of pixels of Baengnyeongdo and 
Yeongjongdo(left: Baengnyeongdo, right: 

Yeongjongdo). 

수액량 LWC가 하층운보다 안개에서 크다[13-14]

는 을 토 로, 시정계로 안개가 탐지되었던 백령도

와 안개가 발생하지 않았던 종도의 구름 픽셀을 분

석하 다. 종도에 발생한 하층운 픽셀의 Rrc는 수

증기 흡수 역인 Band7에서 99.6%가 0.3 이하로 나

타났다. 따라서 Band7 Rrc 0.3을 임계값으로 정하고, 

임계값 이하는 하층운, 이상은 해무로 별하는 알고

리즘을 추가하여 육무 오탐지 문제 을 개선하 다. 

사례 1에 해 개선된 알고리즘의 검증을 수행한 

결과, GOCI 해무 탐지 알고리즘은 그림 3의 윗 그림

과 같이 서해상  남해안 지역에 치한 넓은 역

의 구름을 해무로 탐지하 고, 육지의 구름은 부분 

하층운으로 탐지하 다. 그림 3에서 분홍색은 해무, 

검정색은 하층운, 록색은 상층운, 회색은 육지 그

리고 란색은 바다이다. 이를 Band7 Rrc의 임계값

을 기 으로 필터링하면 그림 3의 윗 그림에서 하층

운으로 탐지된 경기도와 강원도  남부지방의 구름

이 안개로 별된다. 그림 4의 COMS 안개 상에서

도 서해상  남해안의 구름이 안개로 탐지되고, 경

기도 일부  남부지방 구름이 안개로 탐지된다. 그

림 4에서 안개 역은 주황색으로 표시된다. 이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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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값을 설정하여 필터링하는 방법이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방법을 통해 육상의 하층운을 해무로 

별하여 자연스러운 해무 역을 산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사례 1의 임계값을 용하기 ( )과 
후(아래)의 GOCI 상.

Fig. 3 GOCI images non filtered(top) and 
filtered(bottom) by threshold on case 1. 

  
그림 4. 사례 1의 COMS 상.
Fig. 4 COMS image on case 1.

2에서 임계값 용 은 그림 5의 윗 그림과 같이 

종 교에 유입되는 해무는 잘 별하지만 육지는 

부분 하층운으로 별한다. 임계값을 용한 후는 

그림 5의 아래 그림과 같이 육지에 유입되는 해무를 

잘 별한다. 그림 5에서 빨간 은 각각 인천공항, 동

두천, 주를 나타낸다. 이를 측된 시정 자료(표 1 

참조)와 비교한 결과, 시정 1km미만으로 나타난 종

도(인천공항), 동두천, 주의 안개를 잘 탐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사례 2에서 임계값 용 ( )과 후(아래)의 
상.   

Fig. 5 Images non filtered(top) and filtered(bottom) by 
threshold o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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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Time (LST) Visibility

Incheon-airport 2015-02-11 09:00 600 m

Dongducheon 2015-02-11 09:00 80 m

Paju 2015-02-11 09:00 50 m

표 1. AWS에 기록된 시정
Table 1. Visibility in AWS

3.2 해무 과탐지

성 탑재 센서로 측할 때 구름은 육지와 바다

의 반사 특성을 반 한다. 바다 의 구름은 부분 

Band6 Rrc가 Band7 Rrc보다 커서 해무로 별된다. 

바다는 가시 선 역인 555nm의 Band4 Rrc가 근

외선 역인 865nm의 Band8 Rrc보다 항상 크게 나

타나지만 해무가 발생하면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례 1에서 Band4와 Band8의 Rrc가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지상 시정계에는 해무 기록이 없었음에도 

BSI로는 해무로 별되었던 종도 주변(노란색 원)

과 북쪽의 임진강 하류(빨간색 원), 남쪽의 평택호 하

류( 록색 원) 그리고 주변 연안 지역이다(그림 6( ) 

참조). 같은 기간의 COMS에서는  세 지역에 안개

가 나타나지 않았고, AWS 시정 분포도 자료에서도 

해당 역에 1 km 이하의 시정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림 7). 

일반 으로 구름은 연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수면 

에서 안개 오탐지를 개선하기 해 해당 픽셀과 그 

주변 픽셀의 유사 을 조사하여 안개가 있을 확률을 

고려한다. 종도, 임진강 그리고 평택호 주변 오탐지

된 구름 픽셀의 MCDI를 필터링하고 산출한 평균은 

주변 하층운 픽셀에서 산출된 평균과 같은 크기를 보

고, 픽셀 간의 상 계수는 0.97이다. 따라서 각 픽

셀의 MCDI를 체 평균한 MBR(Mean Band Rrc)을 

주변 구름 픽셀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무 과탐지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그림 

6(아래) 참조). 그림 8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육무 오

탐지와 해무 과탐지 문제 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이

다. 

그림 6. 사례 1에서 MBR 비교 용하기 ( )과 
후(아래)의 상. 

Fig. 6 Image before MBR comparison process(top) 
and after(bottom) on case 1.  

 

그림 7. COMS의 주황색 해무 역(왼쪽)과 AWS의 
시정 분포도(오른쪽).    

Fig. 7 Sea fog area in orange from COMS(left) and 
visibility map from A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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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개선된 GOCI 해무 탐지 알고리즘.
Fig. 8 Improved GOCI algorithm to retrieve the sea 

fog. 

Ⅳ. 결 론

장 기상 측이 어려운 바다에서는 성 원격 

탐사에 의존하는데, 특히 해무 탐지에도 유용하게 사

용된다. GOCI 성은 Band별 Rrc값을 이용해 SLDI, 

MCDI 그리고 BSI의 세 지수를 이용하여 해무를 

별한다. 육지는 Band7의 Rrc값이 크게 나타나고, 바

다는 Band6의 Rrc값이 크게 나타나는데, 육지와 바

다 에 있는 구름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기 때

문에 육지 의 부분 구름은 BSI가 크고, 바다 

의 구름은 BSI가 작다. 따라서 육지로 해무가 유입되

는 것을 탐지하지 못하거나 해무가 과탐지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지로 유입되는 해무를 탐지하기 

해서 Band7 Rrc의 수증기에 반응하는 특성 임계값

을 용하 다. 육지에서 하층운이 해무로 과탐지되

는 문제는 Band4와 Band8 Rrc의 차이가 큰 역의 

구름을 주변 역과 MBR 값을 비교하여 개선하 다. 

개선된 알고리즘을 COMS 안개 상과 기상청 AWS 

시정계 자료로 검증하여 GOCI의 가시 선과 근 외

선을 이용해 주간에 안개를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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