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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중규모 소용돌이 탐지에는 해수면온도, 식물플랑크톤 클로로필-a 색소 농도, 해수면고도 등 다양한 해양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각 위성 해양 자료는 시·공간 해상도, 관측 방식 및 자료 처리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용돌이에 

대해서도 다른 탐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어,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소용돌이 탐지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색 위성 자료, 위성 고도계 해수면고도 자료, 적외선 해수면온도 자료를 활용하여 동해 중규모 소용돌이를 탐지하고 그 결과를 상

호 비교하였다. 연속된 해색 위성 클로로필-a 농도 영상으로부터 최대 상호 상관 계수를 통하여 산출한 표층 해류장과, 위성 고도계

의 해수면고도 영상 자료로부터 산출한 지형류를 활용하여 동해 중규모 소용돌이를 탐지하였다. 소용돌이 탐지 결과를 상호 비교

하기 위하여 1) 해색 영상과 고도계 영상이 동시에 소용돌이를 탐지한 경우, 2) 해색 영상과 해수면온도 영상에는 존재하나 고도계 

자료는 탐지하지 못한 경우, 3) 해색 영상과 해수면온도 영상에는 소용돌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고도계 자료에서는 존재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사례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하여 동해 중규모 소용돌이 탐지 시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의 문제점 제

기와 더불어, 해색 위성 자료와 적외선 해수면온도 자료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 현상과 인공위성 관측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소용돌이 탐지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Detection of mesoscale oceanic eddies using satellite data can utilize various ocean parameters such as sea surface temperature (SST), 

chlorophyll-a pigment concentration in phytoplankton, and sea level altimetry measurements. Observation methods vary for each 

satellite dataset, as it is obtained using different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and optimized data processing. Different detection 

results can be derived for the same oceanic eddies; therefore, fundamental research on eddy detection using satellite data is required. In 

this study, we used ocean color satellite data, sea level altimetry data, and infrared SST data to detect mesoscale eddies in the East Sea 

and compared results from different detection methods. The sea surface current field derived from the consecutive ocean color 

chlorophyll-a concentration images using the maximum cros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 geostrophic current field obtained from 

the sea level altimetry data were used to detect the mesoscale eddies in the East Sea. In order to compare the eddy detection from 

satellite data,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three cases as follows: 1) the eddy was detected in both the ocean color and altimeter images 

simultaneously; 2) the eddy was detected from ocean color and SST images, but no eddy was detected in the altimeter data; 3) the eddy 

was not detected in ocean color image, while the altimeter data detected the eddy. Through these three cases, we described the 

difficulties with satellite altimetry data and the limitations of ocean color and infrared SST data for eddy detection. It was also 

emphasized that study on eddy detection and related research required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mesoscale oceanic 

phenomenon and the principles of satellite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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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해는 좁은 해협을 통해 대양과 연결되는 반폐쇄성 해역으로 대양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대양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순환 

양상이 유사하게 일어나 작은 대양(‘miniature ocean’)으로 불린다(Ichiye, 1984; Kim et al., 2001). 표층으로부터 심해까지

의 순환이 잘 발달하였으며 이 순환은 표층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대양 연구의 모델로서도 연구된다

(Yoon et al., 2018). 주로 대마난류와 그로부터 분기한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으며 40°N 부근에서 한류와 난류의 영향을 동

시에 받는다(Fig. 1). 이에 따라 동해 중앙부에는 강한 해수면온도 전선인 아극전선이 형성된다(Park et al., 2004; Park et al., 

2007) (Fig. 2). 아극전선은 일본분지의 차가운 해수와 대마난류를 통해 공급되는 따뜻한 해수가 만나는 경계선으로 양 쪽의 

온도차가 계절에 따라 10-15℃로 형성되어 두 수괴의 상호작용에 의해 필라멘트 구조, 버섯 구조, 소용돌이 등과 같은 여러 

중규모 해양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동해 해수 상층에서 특히 잘 발달하는 중규모 소용돌이는 주변 해류에 비하여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물질을 비롯하여 열과 운동량 및 생지화학적인 특성을 수직,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규모의 해양 역학과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이다(Bryan, 1996; Wunsch, 1999; Roemmich and Gilson, 

2001; Jayne and Marotzke, 2002; Qiu and Chen, 2005; Chaigneau et al., 2008). 

동해에서 나타나는 중규모 소용돌이는 대양의 중규모 소용돌이인 멕시코만류 소용돌이의 규모(약 150-300 km)보다 상대

적으로 작은 공간 규모를 가지고, 위도 및 로스비 변형 반경, 그리고 계절에 따른 변동을 가진다(Park and Chung, 1999; 

Cornillon and Park, 2001; Park et al., 2012). 동해에서 발달하는 대표적인 중규모 소용돌이로 울릉도 남쪽 부근에서 100 km 

내외 규모의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가 있으며, 그 남동쪽에서 형성되는 독도 냉수성 소용돌이 역시 해류의 양상에 따라 자주 출

현 한다 (e.g., Isoda and Saitoh, 1993; Mitchell et al., 2005; Shin et al., 2005; Lee and Niiler, 2010). 이외에도 동해에는 다양한 

소용돌이가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며 여러 가지 물리적 해양현상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위성 고도계 자료에 기반한 1993년

Fig. 1. Schematic currents in the seas around Korea including the East Sea, where the background image is an RGB composite 

from GOCI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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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1년까지 총 19년 동안의 동해의 중규모 소용돌이를 통계적으로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난수성 소용돌이가 냉수성 소

용돌이보다 개수는 적지만 규모면에서는 더 크게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36°E 서쪽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생성 위치와 규모가 해저 지형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동해 남부에서는 난수성 소용돌이, 북부에는 냉수성 소용돌이가 주로 

나타난다(Lee, 2013). Fig. 2는 2011년 4월 5일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18 동해 해수면온도 영상으로 크고 작은 중규모 소용돌이가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규모 소용돌이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위성 추적 표층 뜰개, 고정 부이, 수온염분수심기록계(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profiler: CTD), thermosalinograph 등을 통해 획득한 실측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이 있다(e.g., Lai and Richardson, 

1977; Richardson, 1980; Nof, 1983; Evans et al., 1985; Schmitt and Olson, 1985). 하지만 이러한 실측 자료는 넓은 해역을 

동시에 관측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진다. 고해상도 수치 모델 결과도 소용돌이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e.g., Dewar and Flierl, 

1987; Chelton et al., 2007). 모델 자료의 경우 3차원적으로 소용돌이의 움직임을 재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

확도와 검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원격탐사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위성 자료를 활용한 중규모 소용돌이의 탐지 또한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주로 위성 해수면온도 자료, 해색 위성 자료, 위성 고도계 자료 등이 활용된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적외선 해수면온도 영상을 활용하여 대양의 중규모 소용돌이 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e.g., Cornillon et 

al., 1989; Hooker and Brown, 1994). 또한 Landsat,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등의 해색 위성자료로는 중규

모 소용돌이의 탐지뿐만 아니라 중규모 해양 운동이 어떻게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Gower et 

al., 1980; Toner et al., 2003; Park et al., 2016). 약 25 km의 해상도를 가지는 위성 고도계 자료로부터 산출한 해수면고도장에서

는 반경 O (100 km) 이상의 규모를 가진 중규모 소용돌이가 잘 관찰된다. 이러한 고도계자료의 특성에 기반하여, 고도계자료를 

활용한 중규모 소용돌이 탐지 기법과 더불어 넓은 범위의 해역에 대한 중규모 소용돌이의 시·공간 통계 연구가 활발하다(e.g., 

Isern-Fontanet et al., 2003; Chelton et al., 2007; Chelton et al., 2011a; Chelton et al., 2011b; Mason et al., 2014). 그러나 각 위

성 해양 변수는 자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중규모 소용돌이 탐지 시 변수의 차이가 탐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g. 2. Sea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from NOAA-18/AVHRR on 5 April 2011 in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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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평균 위성 고도계 자료의 경우 인공위성 트랙 자료를 기반으로 시공간적으로 합성하여 격자화한 것이기 때문에 탐지된 

소용돌이가 과연 실제로 해수면에 존재하는지 혹은 위성자료의 내삽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성 변수에 따른 중규모 소용돌이 탐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지궤도 해색 위성 클로로필-a 농

도의 연속된 영상 자료로 그 주변의 해류장을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규모 소용돌이를 탐지하고, 위성 해수면고도 이상 

자료와 이로부터 구한 지형류 해류장을 활용하여 소용돌이를 탐지한 후, 두 위성 자료의 소용돌이 탐지 결과를 사례별로 비

교하며, 위성 기반 소용돌이 탐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탐지 오류의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정지궤도 해색위성 자료

맑은 날의 동해 영역 클로로필-a 농도 영상을 얻기 위하여 2011년 4월 5일의 GOCI 자료를 선택하였다. Level-1 자료로부

터 GOCI Data Processing System (GDPS)을 통해 GOCI 표준 대기보정을 실시하였고,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 Goddard Space Flight Center에서 개발한 Ocean Color 2 알고리즘을 활용해 Level-2 클로로필-a 

농도 자료를 산출하였다. 클로로필-a 농도 영상은 9:30부터 16:30까지 1시간 간격의 총 8장이고, 500 m의 해상도를 갖는다. 

전체 동해 영역 중에서도 Fig. 3a의 Case 1, Case 2, Case 3에 해당하는 해역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2.2 고도계 자료

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 (AVISO)에서 제공하는 격자화된 2011년 4월 5일 

일평균 위성 고도계 해수면고도 이상 자료와 이를 활용하여 계산된 지형류 자료를 통해 소용돌이를 탐지하였다. 지형류 균형을 

가정하여 x, y 방향에 대한 지형류 U, V는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1)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a) chlorophyll-a concentration (mg m-3) from GOCI data and (b) satellite altimeter sea surface 

height anomaly (m) in the East Sea on 5 April 2011, where the red boxes represent the cases for the study of ed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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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h는 해수면고도, g는 중력가속도, f는 코리올리 변수를 의미한다. 위성 고도계 해수면고도 자료와 지형류 자료는 모

두 0.25 × 0.25° 해상도를 가진다. Fig. 3b는 2011년 4월 5일 동해의 해수면고도 이상을 나타낸 것으로 연구해역 전체적으로 

±0.2 m 내외의 높이차를 갖는다. 위성 고도계 자료 역시 해색 자료와 마찬가지로 Case 1, Case 2, Case 3에 해당하는 해역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2.3 위성 해수면온도 자료

중규모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를 정의하고, 소용돌이 탐지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 km 해상도의 NOAA-18/ 

AVHRR 해수면온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2011년 4월 5일 오전 10시 경 동해 영역을 촬영한 해수

면온도 영상이다. 해색 자료와 고도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해류장과 소용돌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날짜의 해

수면온도 영상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2.4 최대 상호 상관을 활용한 해류 산출

해색 위성 영상에서 중규모 소용돌이를 탐지하기 위하여 우선 클로로필-a 농도 영상을 통해 표층 해류장을 구하였다. 식 

(2)와 같이 연속된 두 위성 영상 A, B 사이의 최대 상호 상관(ρ, Maximum Cross Correlation: MCC)을 구한 후 (i, j) 위치에

서 최대 상호 상관을 갖는 픽셀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에 따라 해류를 계산하였다(Emery et al., 1986). 

 




 


     
(2)

n은 계산에 활용된 픽셀 개수이고,  , 와  , 는 각각 영상 A, B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이 해류 산출 방법은 형상의 움

직임을 추적하는 영상 추적 기법으로 위성 해수면온도 영상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널리 활용되었고, 

해색 위성 영상에서의 해류 산출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Emery et al., 1986; Kelly, 1989; Tokmakian et al., 1990; 

Bowen et al., 2002; Zavialov et al., 2002; Park et al., 2016; Park et al., 2018). 클로로필-a 농도 영상을 해류 산출 알고리즘

에 대입하기 전 해색 위성 자료 특성 상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값은 중앙값 필터를 사용해 제거하였다. 해류 벡터를 산출 한 후

에는 부적절한 벡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Park et al.(2016)에서 제안한 문턱값 변동 품질 관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두 영상 사

이의 시간 차이는 2시간 간격으로 하였으며 하루 동안 촬영된 8장의 GOCI 영상을 통하여 총 6장의 해류장을 구한 후 평균하

여 일평균 해류장을 계산하였다.

2.5 중규모 소용돌이 탐지

2.5.1 해색 위성 자료를 활용한 중규모 소용돌이 탐지

클로로필-a 농도는 생물량이므로 클로로필-a 농도 영상에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식물 플랑크톤은 주

변의 많은 물리·화학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포의 형태가 복잡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클로로필

-a 농도 분포 특성에 기반하여 연속된 클로로필-a 농도 영상으로 중규모 소용돌이의 유속장을 산출하여 난수성 소용돌이의 

시계방향의 순환과 소용돌이의 중심을 탐지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6). 이에 비하여 해수면온도 분포는 비

교적 단순한 형태를 보이며, 특히 해수면온도 구배에서 소용돌이의 가장자리가 잘 구별되는 경향이 있다(Park et al., 2006; 



박지은 외 /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와 해색 위성 자료 기반의 동해 중규모 소용돌이 탐지 비교 ∙ 287

Park et al., 2012). 따라서 클로로필-a 농도 영상에서의 소용돌이 탐지는 연속된 클로로필-a 농도 영상에서 나타나는 회전성 운

동을 하는 해역을 찾은 후 해당 해역의 해수면온도 구배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회전성 운동을 하는 해역

에 대해 영상간 최대 상호 상관을 통한 영상 추적 기법으로 클로로필-a 농도 해류장을 산출한 후 해류 벡터가 동심원을 이루며 

회전하는 형태의 소용돌이를 확인한다. 또한 동심원 주변으로 해수면온도가 강한 공간구배를 갖는 화소들의 공간적 위치를 가

장 잘 모의하는 타원체를 찾고 이를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로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Park et al., 2012; Park et al., 2016).

2.5.2 위성 고도계 자료를 활용한 중규모 소용돌이 탐지

해류장에서 소용돌이 탐색 시 사용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Okubo-Weiss 알고리즘과 winding 

angle (WA) 알고리즘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보고된 해류 벡터의 기하학적 형태에 기반한 vector geometry-based (VG) 알

고리즘이 있다. Okubo-Weiss 알고리즘은 유체 속도장의 변형과 와도의 차이를 특정 경계 값과 비교하여 소용돌이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찾는다(Okubo, 1970; Weiss, 1991; Isern-Fontanet et al., 2006; Waugh et al., 2006; Chelton et al., 2007; 

Henson and Thomas, 2008). 그러나 실제 소용돌이보다 가장자리를 작게 탐지하고, 계산 과정에서 해수면고도 자료에 내재

되어 있는 오차를 증폭시켜 초과 탐색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Chaigneau et al., 2008; Chaigneau et al., 2011). WA 알고리

즘은 와류의 중심 주변으로 원형 또는 나선형의 유선이 존재할 때 유선 함수의 곡률을 기반으로 소용돌이를 찾는 방법이다

(Sadarjoen and Post, 1999; 2000).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해수면고도 자료가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격자를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하고, 그 주변의 닫힌 유선들만 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Chaigneau et al., 2009). VG 

알고리즘은 일련의 조건들을 해류장에 적용하여 소용돌이를 규정하는 방법이다. VG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탐

색 성공률이 높고, 비교적 빠르게 소용돌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해상도 수치모델 자료를 대상으로 개발

되어 저해상도 자료에는 적용이 어렵다(Nencioli et al., 2010; Lee,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들 중 낮은 해상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오탐지율이 낮은 WA 알고리즘을 위성 고도

계 자료를 통한 소용돌이 탐지에 활용하였다. 우선 일정 격자 안의 해수면고도 이상이 최소가 되는 지점 또는 최대가 되는 지

점을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보고, 해수면고도 이상 자료를 0.02 × 0.02° 로 내삽한 후 65 × 65 (~ 130 km) 크기의 각 격자 내에

서 소용돌이 중심을 탐지하였다. 이 중심 주변으로 폐곡선을 이루는 해수면고도 이상 등고선 중 등고선을 따라 계산한 유속

의 평균 속도가 최대인 등고선을 소용돌이의 경계로 정하였다(Chelton et al., 2011a).

3. 결  과

3.1 클로로필 기반 추정 해류

영상 추적 기반의 최대 상호 상관(MCC)을 바탕으로 GOCI 클로로필-a 농도 영상에서 표층 해류를 산출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a는 2011년 4월 5일의 9시 30분, Fig. 4b는 11시 30분의 클로로필-a 농도 영상이다. 두 시간 차이나는 두 영상을 

활용해 해류를 산출한 결과 시계 방향의 회전성이 잘 나타나며 중심으로부터 가장자리로 갈수록 해류 속력이 증가하고 가장

자리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감소하는 소용돌이에서의 수평적인 속력 분포가 잘 표현되었다(Cornillon and Park 2001; Park et 

al., 2016) (Fig. 4c). Fig. 4a와 Fig. 4b에서 볼 수 있듯이 2시간 간격의 클로로필-a 농도 자료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두 

영상을 통하여 산출된 유속장은 난수성 소용돌이의 흐름장을 잘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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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도계기반 해류

GOCI 클로로필-a 농도 영상과 같은 날의 일평균 위성 고도계 자료로 산출된 지형류장은 동해 전역에서의 표층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Fig. 5). 37-40°N 사이의 위도에서 해수면고도 이상의 절대값이 크게 나타나고 다른 해역에 비하여 그 주변에 

큰 해류 벡터가 분포한다. 해수면고도 이상의 부호가 (+)인 경우에는 주변 중 가장 큰 해수면고도 이상 값을 갖는 지점을 중심

으로 시계방향의 회전을 하는 난수성 소용돌이의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인 경우에는 주변 중 가장 작은 이상 값을 갖는 지

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는 냉수성 소용돌이의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동해 극전선 이남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난수성 소용돌이가 많이 발견되며 40°N 이북에서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난수성 및 냉수성 소용돌이가 존재한다. 

40°N 이하에서는 활발한 중규모 현상이 관찰되는 해수면온도 분포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3.3 위성 고도계자료 기반 소용돌이 중심 탐지

WA 기반으로 기준 격자 안에서 해수면고도 자료의 최대 또는 최소 지점에 해당하는 위치를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찾은 

결과를 Fig. 6에 제시하였다. 해수면고도가 주변부에 비하여 높은 난수성 소용돌이 중심을 빨간색, 주변부에 비하여 낮은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from GOCI data at (a) 9:30 a.m. and (b) 11:30 a.m. on April 5, 2011, and

(c) surface current field derived from (a) and (b) by using maximum cross corre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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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surface current vectors from satellite altimeter data in the East Sea on April 5, 2011, where the 

background image represent the sea surface height anomaly data.

Fig. 6. Distribution of locations of warm and cold eddies over an sea surface height anomaly image as marked in red and black 

do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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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수성 소용돌이 중심을 검정색으로 표시하였다. 2011년 4월 5일 해수면고도 이상 자료로 탐색된 동해 전체영역에서 시계 

방향 회전의 난수성 소용돌이는 모두 19개이고, 반시계 방향 회전의 냉수성 소용돌이는 모두 15개로 나타났다. 탐지 결과에 

의하면 동해 북부에 비하여 동해 남부에서 소용돌이가 더 많이 탐지되었고, 특히 40°N 이하의 위도에서 대마난류의 분지들

이 사행하는 구간에서 가장 많은 소용돌이가 탐지되었다. 45°N 이상의 해역에서는 소용돌이가 매우 드물게 탐지되었다. 해

수면온도 영상에서는 난수성 소용돌이가 매우 탁월하게 나타나고, 그 반대인 냉수성 소용돌이 즉 반시계방향의 소용돌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고도계 자료는 난수성과 냉수성 소용돌이가 거의 동일한 정도의 비율로 

동해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 탐지 결과에 대해 가능한 상황들을 사례별로 (Case 1, 2, 3) 나

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3.4 유사한 양상의 소용돌이 탐지 결과

위성 고도계 자료를 활용하여 탐지한 소용돌이는 많은 경우에서 클로로필-a 농도 해류장과 유사한 결과를 가졌다. Case 1

은 클로로필-a 농도로 산출한 해류장과 고도계 자료로 산출한 해류장에서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소용돌이 중 한 예에 대한 

분석이다. Fig. 7a는 클로로필 131-132°E, 39-40°N 사이에 중심이 위치하는 소용돌이 주변의 클로로필-a 농도와 클로로필-a 

농도를 통해 계산한 해류 벡터장을 나타낸 것이다. 소용돌이 주변의 해류장은 시계 방향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며, 중심 속력

이 0.1 m s-1 이하로 소용돌이 내부에서 가장 작게 산출되었다. 같은 해역에 대해 고도계 자료로 산출한 해류장 역시 시계 방

향의 회전 운동을 하며 중심에서 가장 작은 해류 벡터장을 보였다(Fig. 7b). Case 1에서 Chelton et al.(2011a)의 정의의 따라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를 평균 해류 속력이 최대가 되는 해수면고도 등고선으로 정의하면 해수면온도 영상의 구배를 기준으

로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를 정하였을 때(~140 km) 보다 약 20 km 정도 작게 평가되었다(~120 km). 해색 위성과 위성 고도계 

자료로 산출한 해류 벡터장에서 특정 동해 중규모 소용돌이에 대해 벡터의 크기와 방향 모두 높은 일치성을 보인 기존의 연

구 결과와 같이(Park et al., 2016) 고도계 기반 해류장을 해색 기반 해류장의 공간 해상도로 내삽하여 비교한 결과 두 해류장 

사이의 평균 제곱근 오차가 0.16 m s-1, 편중 오차가 0.07 m s-1로 유사한 값의 범위를 가졌다. 두 위성 자료로부터 소용돌이를 

Fig. 7. (a) Daily-averaged current vectors estimated by a maximum cross correlation method from the GOCI chlorophyll-a concentration

images and (b) geostrophic current vectors estimated using sea surface height anomaly from satellite altimeter for the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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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한 결과 소용돌이 중심의 위치, 유속장, 소용돌이의 외곽형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소용돌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3.5 고도계 소용돌이 오류

3.5.1 소용돌이 무탐지 및 크기 과대화

Case 2는 동해 북쪽의 연안의 130-131°E, 41-42.3°N 범위에서 나타나는 소용돌이에 대해 해색 위성 영상과 고도계 자료

가 서로 다르게 탐지한 결과이다. 500 m의 고해상도 해색 영상은 규모가 큰 소용돌이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소용돌이 또한 

잘 표현할 수 있다. Fig. 8a에서 볼 수 있듯이 클로로필-a 농도 영상으로 산출한 해류장은 연안 가까이에서 두 개의 시계 방향

으로 회전하는 난수성 소용돌이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소용돌이는 모두 직경 60 km 이하로 중규모 소

용돌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 속한다. 

Fig. 8b의 고도계 기반 해수면고도와 해류장에서는 이러한 난수성 소용돌이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규모가 상당히 큰 냉수

성 소용돌이가 지배적인 양상이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소용돌이는 남북 방향으로 긴 타원 형태를 가졌다(Fig. 8b). 

장축의 길이는 약 180 km로 Fig. 8a의 클로로필-a 농도 영상에서 보이는 60 km의 소용돌이의 규모에 3배에 달할 정도로 크

게 산출되었다. 두 자료에서 산출된 소용돌이는 이렇듯 회전방향도 서로 상이하며, 크기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지, 서로 다른 위성 자료에서 표현된 소용돌이 중 어느 자료가 실제 

소용돌이의 존재를 제대로 표현한 것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며 동일 시기의 해수면온도 영상을 활용하였다.

2011년 4월 5일의 NOAA/AVHRR-18 해수면온도 영상(Fig. 9)에는 Fig. 8b에서 나타나는 고도계 자료의 냉수성 소용돌

이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Fig. 8a의 클로로필-a 농도의 분포가 만드는 작은 원 형태의 구조를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해수면온도 영상과 클로로필-a 농도 영상으로 비추어 보아 Case 2의 위성 고도계 자료로 부터 소용돌이를 탐지한 결

과는 오류임이 명확하다. 이 사례는 고도계 자료의 소용돌이 탐지 성능 뿐만 아니라 고도계 자료로부터 산출한 유속장에 대한 

Fig. 8. (a) Daily-averaged current vectors estimated by a maximum cross correlation method from the GOCI chlorophyll-a concentration 

images and (b) geostrophic current vectors estimated using sea surface height anomaly from satellite altimeter for th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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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Case 2의 경우에서 위성 클로로필-a 농도 해류장에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두 개의 소용돌이를 

고도계 자료에서는 전혀 탐지하지 못하였으며, 클로로필-a 농도 해류장에는 없는 냉수성 소용돌이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탐

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한 사례가 아닌, 고도계 자료에서 빈번히 나타난 현상으로 고도계 자료 활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3.5.2 부존 소용돌이 생산 오류

Case 3은 소용돌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위성 고도계 자료로부터 소용돌이를 탐지한 결과 소용돌이가 존재하는 것으

로 탐지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Fig. 10a의 클로로필-a 농도 영상에서는 영상의 중앙부와 북서쪽 해역을 제외하고 공간 구

Fig. 9. Spatial distribution of sea surface temperatures (℃) from NOAA-18/AVHRR on 5 April, 2011 in the area of the Case 2.

Fig. 10. (a) Daily-averaged current vectors estimated by a maximum cross correlation method from the GOCI chlorophyll-a concentration

images and (b) geostrophic current vectors estimated using sea surface height anomaly from satellite altimeter for th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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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41°N 이하에서 나타나는 영상을 가로지르는 불연속선은 16개의 개별 슬롯으로 촬영한 

후 이를 합치는 GOCI의 촬영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계선으로 각 슬롯은 시간적인 차이가 생겨 영상 내에서의 불연속을 

만들어 낸다. 슬롯의 주변부에서는 영상 간 최대 상호 상관 방법(MCC)에 의한 해류 탐지가 어렵지만 이러한 슬롯 경계의 특

성을 감안하더라도 Fig. 10a 영상의 중앙부에서는 중규모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발견되지 않으며 해류의 형태도 

회전성을 갖지 않고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반하여 Fig. 10b에 제시한 해수면고도와 그로부터 산출된 해류장에서는 

영상 중앙부에서 해수면고도 값이 주변부에 비하여 작고, 해류의 속력이 최저가 되는 소용돌이의 중심이 존재하며, 그 주변

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냉수성 소용돌이가 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날짜의 해수면온도 영상은(Fig. 2) 고도계 영

상에 나타난 냉수성 소용돌이의 존재를 뒷받침하지 않아 해수면고도 자료 중앙부에서 탐지된 냉수성 소용돌이는 위성 고도

계 자료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토  의

Case 1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클로로필-a 농도 영상에서 나타나는 소용돌이와 위성 해수면고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용돌이의 위치와 회전방향이 서로 유사한 양상이다(Park et al., 2016). 그러나 Case 2, 3에서는 두 자료로부터 탐지한 소용

돌이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그 원인은 두 위성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다. 

우선 위성 고도계 자료에 기반한 중규모 소용돌이 탐지에서 오류가 생기는 원인은 고도계로 측정한 해수면고도를 격자화

된 자료로 합성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위성 고도계의 해수면고도 산출은 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의 위

성 고도계가 한번 지나가면서 해수면을 관측한 경로는 수 km 에 지나지 않으며, 그 주기는 각 위성마다 십일에서 수 십일이 

걸린다. 따라서 전체 관측 영역에 대한 해수면고도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나간 여러 위성 고도계 자료를 

합성해야한다. 특정 위치의 해수면고도 변동에 대해 시간적인 상관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기간은(decorrelation time scale) 

약 15일이기 때문에 1일 평균 해수면고도 합성장을 만드는 데는 앞뒤 15일을 포함한 약 한 달의 연속된 위성 고도계 관측 자

료가 입력치로 활용된다(Traon et al., 1998). Fig. 3b의 해수면고도 영상은 2011년 4월 5일을 중심으로 동해 상공을 한 달간 

통과한 ENVISAT, Jason-1, Jason-2, Cryosat-2 등의 자료를 모두 합성한 것이다. 이렇게 일정 기간의 관측 자료를 모아 생성

된 일일 해수면고도 합성장은 필터링과 최적화 과정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소규모 소용돌이를 관측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

다. 또한 일일 합성장에 들어가는 자료는 바로 그 날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자료가 포함되는 것이며, 관측 트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역은 내삽에 의해 생성되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물리량이 생성될 수 있다(Ubelmann et al., 2015). 

Case 3의 해색 자료에서는 탐지되지 않지만 고도계 자료에서는 탐지되는 소용돌이가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Fig. 10). 

위성 고도계 자료는 격자화하는 과정에서 좁은 관측 폭에 비하여 매우 낮은 해상도로(25 km) 제작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작은 규모의 중규모 해양 현상 탐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규모 소용돌이에 대해서는 탐지 자체가 불가

능할 수도 있다. Fig. 8a의 클로로필-a 농도 영상에서 나타나는 Case 2 소용돌이와 같이 직경 60 km 이하의 작은 소용돌이는 

Fig. 8b와 같이 0.25 × 0.25° 해상도의 위성 고도계 자료에서는 탐지가 용이하지 않다. 유선에 기반한 소용돌이 탐지 알고리즘은 

최소 3 × 3 크기의 격자가 필요하며 이는 위성 고도계 자료로 산출한 지형류 장에서는 소용돌이의 직경이 75 km 이상일 때 탐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의 해양에서는 바람, 열역학 평형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표층 해류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성 고도계 자료로 산출한 지형류에서 실제 소용돌이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Kang et al., 2008).

클로로필-a 농도 영상으로 소용돌이를 탐지할 때는 클로로필-a 농도 분포가 물리적인 기작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과정에 

의한 결과임을 고려해야 한다. 식물플랑크톤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에는 햇빛, 영양염, 온도 등이 있다. 표층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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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필-a 농도 분포는 식물 플랑크톤의 해류에 의한 이류 및 영양염의 공급 변화에 따른 국지적인 생성과 소멸에 따른 결과이

다. 클로로필-a 농도 영상의 최대 상호 상관을 활용한 해류장 산출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클로로필-a 농도 

값의 수평적인 이동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위성 고도계 해류장과 마찬가지로 클로로필-a 농도로 산출한 해류장

이 실제의 해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해수면온도 분포는 해양의 물리적인 움직임, 해

양-대기의 상호작용에 의한 열 교환 등의 결과로 식물플랑크톤의 생장 기작에 따른 클로로필-a 농도 분포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을 갖는다. 따라서 클로로필-a 농도 영상은 소용돌이 내부에서도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지만 해수면온도 영

상은 소용돌이 내부에서 상당히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Fig. 2, Fig. 3a). 이는 각 종류의 위성 영상에 따라 자료가 주는 정보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이크로파 기반 해수면고도와 다르게 적외선 기반 해수면온도와 광학 기반 클로로필-a 농도는 구름이 있을 경우에

는 위성으로부터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름 유무에 따라 자료 획득에 영향을 받는다. 대체적으로 동해에서 여름철인 6, 

7월과 겨울철인 12, 1월에 운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6, 7월에는 동해 전체의 운량이 6 이상으로 구름이 

넓고 균일하게 분포하고, 12, 1월에는 연해주 연안 부근의 운량은 적지만 동해 남동쪽에는 운량이 6 이상으로 동해 북서쪽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Chae and Park, 2009). 이에 따라 통상 겨울철과 여름철은 적외선 해수면온도와 클로로필-a 

농도 자료의 획득 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해양 중규모 소용돌이를 탐지할 시 한 가지 종류의 위성 영상만을 활용하기 보

다는 다른 종류의 자료를 포함하여 각 위성 자료로부터 얻어진 정보 간의 상호 비교를 수행한다면 원격 탐사를 통한 소용돌

이 탐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해수 표면에 나타난 중규모 소용돌이의 공간적 크기는 해수의 수직적인 구조에 의해 양상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위

도에 따라 중규모 소용돌이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해 또한 고위도로 갈수록 중규모 소용돌이의 규모가 

로스비 반경에 비례해 작아진다는 것이 해색 위성을 활용한 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다(Park et al., 2012). 소용돌이 탐지 알고

리즘의 최소 탐색 격자가 실제 소용돌이 규모에 비하여 너무 작으면 소용돌이가 과탐지될 위험성이 있고, 반면에 격자를 너

무 크게 설정하면 작은 규모의 소용돌이는 탐지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해양 중규모 소용돌이의 변동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는 실제 해양에 존재할 수 있는 현상의 크기에 대한 이해와 인공위성 관측 원리, 그리고 합성장 생산 및 격자화에 따른 전체적

인 자료처리 과정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결  론

인공위성 센서와 원격 탐사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동해 전역에 나타나는 중규모 소용돌이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

전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 단위의 고해상도 위성 영상은 중규모 소용돌이의 생성과 쇠퇴를 포함

한 장·단기적인 연구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소용돌이 현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각 위

성의 관측 방법과 보정과정 및 최종 자료의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색 위성 영상과 위성 고도계 자료를 활용하여 동해 소용돌이를 탐지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속된 위성 클로로필-a 농도 영상으로 부터 최대 상호 상관 계수를 통해 해류장을 산출한 후 해수면온도 영상의 2차원 공간 

구배로 가장자리를 정의하여 소용돌이를 탐지하였고, 해수면고도 이상 영상과 이를 통해 산출한 지형류장에서 유선에 기반

한 알고리즘으로 소용돌이를 탐지하였다. 각 위성 자료로부터 소용돌이를 탐지한 결과,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위성 고도계 자료가 탐지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소용돌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색 위성 자료로 탐지한 소용돌이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소용돌이의 규모가 고도계 위성 자료의 해상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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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은 경우에는 고도계로부터 산출한 영상과 지형류장에서 소용돌이가 탐지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지형류장

에 나타나는 표층 흐름이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소용돌이가 존재하지 않는 해역에서 소용돌이가 탐지된 경우도 있었다. 

각 위성 자료로 탐지한 소용돌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위성의 관측 방식 특성에 기인한다. 위성 고도계의 경우 좁은 관측 

폭을 보완하기 위한 해수면고도 합성 과정이 지형류장 왜곡의 주된 요인으로 해수면고도 일 합성장 계산에 포함되는 관측 기

간 동안의 위성 경로수에 상당한 의존성을 가진다. 한편 위성 클로로필-a 농도 영상으로부터 산출한 표층 해류장은 클로로필

-a 농도가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따르는 물리 변수가 아니며, 생물학적인 변동 특성임으로 인해 실제 표층 해류와 차이가 있

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수면온도 영상 등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원격 탐사 자료를 통하여 해양 중

규모 소용돌이를 탐지할 시에는 각 위성 자료가 갖는 특성에 따라 탐지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탐지 결과 해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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