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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컬 플로우 방법으로 계산된 초기 바람 추정치에 따른 
대기운동벡터 알고리즘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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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for Atmospheric Motion Vectors Algorithm Using 
First Guess by Optical Flow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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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nd data forecasted from the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NWP) model is generally used
as the first-guess of the target tracking process to obtain the atmospheric motion vectors (AMVs) because
it increases tracking accuracy and reduce computational time. However, there is a contradiction that the
NWP model used as the first-guess is used again as the reference in the AMVs verification process. To
overcome this problem, model-independent first guesses are required.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AMVs derivation from Lucas and Kanade optical flow method and then using it as the first guess. To
retrieve AMVs, Himawari-8/AHI geostationary satellite level-1B data were used at 00, 06, 12, and 18
UTC from August 19 to September 5, 2015. To evaluate the impact of applying the optical flow method
on the AMV derivation, cross-validation has been conducted in three ways as follows. (1) Without the
first-guess, (2) NWP (KMA/UM) forecasted wind as the first-guess, and (3) Optical flow method based
wind as the first-guess. As the results of verification using ECMWF ERA-Interim reanalysis data, the
highest precision (RMSVD: 5.296-5.804 ms-1) was obtained using optical flow based winds as the first-
guess. In addition, the computation speed for AMVs derivation was the slowest without the first-guess
test, but the other two had similar performance. Thus, applying the optical flow method in the target
tracking process of AMVs algorithm, this study showed that the optical flow method is very effective as
a first guess for model-independent AMVs der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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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기운동벡터(Atmospheric Motion Vectors)는정지궤

도또는저궤도위성으로관측된연속적인영상으로부

터구름이나수증기의움직임을추적하여산출되는바

람정보이다(Forsythe et al., 2007). 대기운동벡터는 지상

관측이제한적인저위도및해양에서시·공간적으로균

질한바람정보를제공하는장점을가지며실시간기상

감시및수치모델의자료동화에이용되어기상예측정

확도향상에기여한다(Velden et al., 2005; Wu et al., 2014;

Lee et al., 2015; Kim et al., 2017; Le Marshall et al., 2016). 또

한정지궤도위성기반의대기운동벡터는짧은주기의

관측이 가능하여 태풍 및 대류운의 추적 및 감시를 위

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Mecikalski and Bedka, 2006;

Langland et al., 2009; Kim et al., 2012; Apke et al., 2016;

Oyama et al., 2018).

일반적으로대기운동벡터산출에는특정시간을기

준으로 이전과 이후 세 장의 연속된 위성영상이 이용

되며, 산출과정은표적선정, 고도할당, 표적추적, 품질관

리의네가지단계로다음과같이수행된다 (Holmlund,

1998; Shimoji, 2014; Oh et al., 2015; Oh et al., 2019). 기준

시간(t=t0)의 위성 관측 영상에서 추적하기 적당한 영

역을표적으로선정한후(표적선정과정), 선정된표적

의고도를계산하고(고도할당과정), 선정된표적과가

장 유사한영역을이전시간(t=t0-Δt) 영상과이후시간

(t=t0+Δt) 영상을이용하여풍향및풍속을계산한다(표

적추적과정). 마지막으로산출된대기운동벡터의객관

적인품질지표를계산한다(품질관리과정). 이네가지

과정 중 하나인 표적추적 과정에서, 계산 효율 증대를

위해초기추정치를이용한다. 초기추정치사용으로표

적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적 영

역의면적을줄일수있고, 이로인해계산시간단축이

가능하다(Bedka and Mecikalski, 2005; Bresky et al., 2012).

또한추적영역이축소됨에도불구하고그위치가유동

적으로결정되므로기존의고정된추적영역에서는계

산하기어려운빠른풍속까지도산출할수있다는장점

이있다. 현재대부분의대기운동벡터알고리즘에서는

초기 추정치로 모델 예측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3차원

바람장인 모델 예측자료에서 초기 추정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선정된표적의고도할당이선행되어야한다.

고도할당과정은대기운동벡터산출과정중가장큰오

차가발생되는부분이므로, 모델예측자료에서잘못계

산된고도의초기추정치를이용하면문제가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표적추적 과정의 오차를 불러올 수 있다

(Borde and Doutriaux-Boucher, 2014; Salonen et al., 2015).

이러한이유로최근에는표적추적과정에서초기추정

치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운동벡터를 산출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Borde and García-Pereda, 2014; García-

Pereda and Borde, 2014). 그러나초기추정치를사용하지

않으면, 추적영역의중심과표적의중심이일치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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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바람장은 대기운동벡터 알고리즘의 표적 추적 과정에서 추적 정확도 향상이나

계산시간단축을위해초기추정치로사용된다. 대기운동벡터는수치예보모델의자료동화시활용가치가높

다고알려졌으나, 초기추정치로사용된수치예보모델바람장이대기운동벡터의검증과정에참값으로사용

된다는모순이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수치예보모델로부터독립적인초기추정치가필요하다. 본연구

에서는 Lucas and Kanade 옵티컬플로우방법을적용하여바람장을도출한후이를초기추정치로사용함으로

써표적추적과정에서의모델의존성을제거하고계산속도를향상시키고자하였다. 대기운동벡터산출에는

2015년 8월 18일 ~ 9월 5일 00, 06, 12, 18시 동안의 정지궤도 위성 Himawari-8/AHI의 14번 채널 Level 1B 자료

를 사용하였다. 옵티컬 플로우 방법이 대기운동벡터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방법으로교차검증을수행하였다. (1) 초기추정치없이, (2) KMA/UM 예보바람장을초기추정치로사

용하여, 그리고 (3) 옵티컬플로우방법으로계산된바람장을초기추정치로사용하여대기운동벡터를산출하

고 ECMWF ERA-Interim 재분석장과 비교 검증한 결과, 옵티컬 플로우 기반 바람장을 초기 추정치로 사용한

경우에가장높은정밀도를보였다(RMSVD: 5.296-5.804 ms-1). 계산속도는초기추정치를사용하지않은경우

에 가장 느렸고, 나머지 테스트는 유사한 속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대기운동벡터 알고리즘의 표적 추적 과정

에옵티컬플로우방법을적용하면, 모델의존성없는고품질바람벡터의산출이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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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추적영역의면적이커야하기때문에계산시간이

증가한다. 또한추적영역의면적이커질수록추적영역

내에표적과유사한패턴이많아지게되어실제표적의

이동을추적하는데어려움이발생한다(Shimoji, 2014).

본연구에서는대기운동벡터산출의효율성과정확

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초기 추정치를 사용하되, 예보

모델과독립적인바람장산출을위해지금까지시도된

적이없었던컴퓨터비전에서사용되고있는 Lucas and

Kanade기반의 옵티컬 플로우(Optical Flow)로 계산된

바람장을초기추정치로사용하고이를기존방법과비

교하였다. 옵티컬플로우는컴퓨터비전에서널리사용

되는기법으로, 연속된이미지영상에서밝기패턴이동

일한곳을찾아표적의이동을찾는방법이다(Horn and

Schunck, 1981; Wu et al., 2016). 옵티컬 플로우는 위성에

서관측된영상을기반으로계산되기때문에표적의고

도를 결정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초기 추정치를 획득

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벡터의고도오차를무시할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옵티컬 플로우는

자동차나 사람 등 강체 (rigid body)의 움직임을 추적하

는데특화되어있기때문에구름과같이발달과소멸을

하면서모양이변하는것을추적하는기존의대기운동

벡터측정방법에적용시한계가있다. 따라서본연구

에서는 타겟의 이동방향을 선정하는데 초기 추정치로

의사용가능성을처음으로시도하였다.

옵티컬플로우기반초기추정치를적용한알고리즘

을현재대기운동벡터산출알고리즘과비교하여평가

하기위해, 1) 초기추정치없이, 2) 기상예보장을초기추

정치로사용하여, 그리고 3) 옵티컬플로우로얻어진바

람장을 초기 추정치로 사용하여 대기운동벡터를 계산

하고그결과를 ECMWF의 ERA-Interim재분석장과비

교하였다. 대기운동벡터산출에사용된위성영상은일

본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Himawari-8/AHI (Advanced

Himawari Imager)의주야간사용가능한 11.2 µm적외채

널(IR11.2) 영상이며, 표적추적은교차상관방법(Cross-

Correlation method; CC)을 , 고도할당에는 Equivalent

Black-Body Temperature (EBBT) 방법을사용하였다. 대

기운동벡터 산출과 검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2장에

서 설명하였으며, 3장에는 옵티컬 플로우 알고리즘의

최적화를위해수행한알고리즘내주요인자에대한실

험결과와대기운동벡터산출알고리즘에대하여기술

하였다. 다양한초기추정치에따라산출된대기운동벡

터와 ERA-Interim자료와의검증결과는 4장에서, 마지

막으로 5장에서요약과결론을기술하였다.

2. 연구자료

본연구에서는일본의정지궤도기상위성인Himawari-

8/AHI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운동벡터를 산출하였다.

이위성은 2014년 10월 7일발사되어동경 140.7도에서

관측을수행하고있으며, 10분간격의연속적인전구자

료를제공하고있다(Bessho et al., 2016). Himawari-8 위성

에 탑재된 AHI센서는 0.5와 1 km의 공간 해상도를 갖

는 4개의가시채널과 2 km공간해상도를갖는 3개의단

파적외채널, 3개의수증기채널, 그리고 6개의적외채널

로구성된다. 대기운동벡터는전채널에서생산이가능

하지만, 본연구에서는시간제약없이주·야간대기운

동벡터산출이가능하여현업에서활용도가높은적외

채널(IR11.2)의 10분간격영상을이용하여대기운동벡

터를산출하였다. 산출에이용된자료의기간은 2015년

8월 19일부터 9월 5일 0000, 0600, 1200, 1800 UTC이다.

표적추적을위한초기추정치결정과고도할당을위하

여수치모델자료가이용되었으며, 기상청에서운영중

인통합모델(United Model; UM)의 6시간간격예보장을

이용하였다. 모델의수평해상도는약 25 km이며, 본연

구에서는구름이존재하는위치의모델자료를얻기위

해 1013.25 hPa에서 85.18 hPa까지연직 28층의수평바

람과온도, 상대습도, 기압자료와지표면온도, 기압자

료를사용하였다. 산출된대기운동벡터의검증을위하

여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Weather Forecasts

(ECMWF)의 ERA-Interim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ERA-Interim자료는 0.125°×0.125°의공간해상도를가

지며, 1000 hPa에서 10 hPa까지 총 31개 연직층으로 이

루어진 바람 성분 자료이다. 주로 육상의 관측만 가능

한 라디오존데와는 달리, ERA-Interim재분석 바람장

자료는시간과공간적으로균질한자료를제공하므로,

육상과해상모두에서정량적인검증이필요한대기운

동벡터 검증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검증에 사

용된 자료는 대기운동벡터 산출과 동일 기간의 0000,

0600, 1200, 1800 UTC자료를사용하였다.

옵티컬 플로우 방법으로 계산된 초기 바람 추정치에 따른 대기운동벡터 알고리즘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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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이미지 피라미드를 활용한 옵티컬 플로우 바람장

산출

옵티컬플로우계산식은영상의밝기는시간이지나

더라도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표적의 움직임이 1 화소

이내의작은움직임이라는전제를통해편미분항의고

차항들을생략하여식 (1)과같이정의할수있다(Horn

and Schunck, 1981).

      ( ) ( ) = –                      (1)

식 (1)의 I는연속된두장의영상중에서이후시간영

상의밝기를의미하며, x, y는표적의위치를, t는시간을,

그리고 u, v는시간에따른표적의이동을나타낸다. 그

러나이방정식은방정식의개수보다미지수의개수가

더많기때문에, 식을풀기위해 Lucas and Kanade(1981)

는 탐색 영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탐색 영역은 정

사각형인 영역 안에 포함된 각 화소가 모두 동일한 움

직임을가진다고가정하는공간으로, 추가된제약조건

을통해구한최종옵티컬플로우계산식은식 (2)에표

현하였다.

      = –                  (2)

      A V = – d                               (3)

식 (2)의아래첨자 x, y, t는각방향으로의미분을, n은

탐색영역의화소개수를의미하고, 식 (3)과같이간략하

게 표현할 수 있다. 식 (3)의 행렬 A는 영상에서의 공간

기울기를의미하며, 벡터 V는표적의움직임을, 벡터 d

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 탐색 영역을 통해 새

롭게 정의된 선형방정식은 과결정된(over-determined)

시스템으로최소자승법으로최적의해를찾으면, 식 (4)

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G = ( ), 
b = ( ) 이다.

      V = (AT A)-1 AT d = G-1 b                    (4)

기존의옵티컬플로우알고리즘은표적의움직임이

1화소보다적은경우를가정하지만, 본연구에서는 1화

소이상의강한풍속까지도계산하기위해이미지피라

미드방법과결합한알고리즘을사용하였다. 이미지피

라미드는 원본 영상의 크기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면

서 생산된 일련의 영상 집합을 의미한다. Fig. 1은 이미

지피라미드의기본개념을나타낸것으로최하층수준

은원본영상을나타내며, 상층수준으로올라갈수록영

상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상층 수준에서의 1화소 이동은 그 아래 수준에서

의 2화소이동에해당하며, 이미지피라미드수준의개

수가 많아질수록 더 큰 이동이 가능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성질을이용하여이미지피라미드를활용한옵티

컬플로우알고리즘은기존알고리즘의한계를극복하

고큰움직임까지도계산할수있다(Lee and Park, 2007).

Fig. 2은본연구에서사용한이미지피라미드기반의옵

티컬플로우알고리즘흐름도를수식을통해나타낸것

이다. 연속된 두 장의 영상(H, I)이 입력되면 각 영상에

서이미지피라미드를생산하고, 최상위수준에서부터

옵티컬플로우계산이시작되어최하위수준인원본영

상에 이를 때까지 계산이 진행된다. 피라미드 각 수준

에서는최적의옵티컬플로우를구하기위해탐색영역

의중심을이동시키면서반복적으로해 Vk를구하는과

정을거친다. 이전의해와현재구해진해의차이가특

정문턱값보다작게나타나는조건을만족하면, 해를기

반으로하여그다음피라미드수준에서의 x, y값을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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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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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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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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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Ixi Ixi ∑n

i=1 Ixi Iyi

∑n
i=1 Ixi Iyi ∑n

i=1 Iyi Iyi

∑n
i=1 Ixi Iti

∑n
i=1 Iyi Iti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6, No.5-1, 2020

– 766 –

Fig. 1.  Subsampling of the image pyramid using Himawari-
8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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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고옵티컬플로우를계산하는과정이반복된다. 다

음 수준으로 넘어갈 때 각 점의 위치와 계산된 해는 이

미지피라미드가하위수준으로갈수록고해상도가되

므로 2배가된다. 또한이미지피라미드의수준은식 (5)

와같이제한된다.

      max_pyramid_level = 

      Floor (log2( )) =

      
Floor(log2 ) = 6                      (5)

이는이미지피라미드를구축하는과정에서수행되

는 부 표본화 과정이 과하게 수행될 경우 이미지 가장

자리 부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이미지피라미드레벨의개수를여섯개로제한

하였다.

기존의 Lucas-Kanade방법을이용하면, 1화소이내의

작은움직임만계산할수있으며이미지피라미드를활

용한다고하여도최대 106 m/s의바람밖에계산하지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Lucas-Kanade방법으로 작

은 움직임을 계산한 후, 움직인 위치로 기준점을 이동

하여다시작은움직임을계산하고이런작은움직임들

을합하는과정을반복하여최종적으로큰움직임을계

산하는 개선된 Lucas-Kanade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

Min(Original domain size)
64

550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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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chart of the Optical Flow algorithm. L denotes the number of pyramid levels, and subscript n
is the window size (2w + 1) × (2w + 1). The x, y of the image Hmeans the position of the target. Vk
is the optimal solution obtained by iterative computation and dL+1 is output displacement which
updates the location of the target in the image I at L+1t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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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을 통해 피라미드 개수가 1개이어도 강한 풍속

까지계산될수있다(Fig. 2).

Fig. 2을통해알수있듯이본연구에서사용한옵티

컬플로우알고리즘에서정의되는파라미터는세가지

(문턱값, 피라미드 개수, 탐색 영역 크기)이다. 첫 번째

로피라미드각수준에서최적의옵티컬플로우를계산

하기위해해를구하는과정을반복하여수행하는데, 이

과정을멈추기위해필요한문턱값(threshold)을설정해

야한다. 두번째로계산가능한최대풍속값에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피라미드의 개수(m)를 결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옵티컬플로우방정식을풀기위해추가된

제약조건인탐색영역의크기(n)를정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옵티컬플로우계산을위한최적의파

라미터선정을위해문턱값과피라미드수준의개수, 그

리고탐색영역을각각다르게하여대기운동벡터를계

산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문턱값은 0.02부터 0.09

까지 0.01씩증가하도록, 피라미드수준의개수는 2개에

서 6개까지 1개씩증가하도록설정하였다. 탐색영역의

크기는, n=(2w+1)×(2w+1) 화소로 정의하고, w를 3에

서 13 화소까지 2씩증가하도록설정하였다. 실험에사

용된 자료는 Himawari-8/AHI의 IR11.2 영상이며, 기간

은 2015년 8월 20일의 0000, 0600, 1200, 1800 UTC이다.

계산된 옵티컬 플로우는 ECMWF의 ERA-Interim재분

석 바람장 자료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Fig. 3에서알수있듯이피라미드개수가 2개에서 5개

까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피라미

드개수가 5개까지는RootMean Square VectorDifference

(RMSVD)가 거의 14 ms-1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6개

일 때는 12.32 ms-1로 RMSVD가 현저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문턱값의 경우 증가할 수록 정밀도가 증가하

는추세를보이며, 탐색영역의크기는피라미드개수가

6개일 때를 제외하고 작아질수록 정밀도가 증가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옵티컬 플

로우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6개,

문턱값은 0.09, 탐색영역의크기는 9를선정하였다.

2) 대기운동벡터 산출 알고리즘

표적선정에는총세장의영상(t=t0-Δt, t0, t0+Δt) 중
기준시간(t=t0)의 영상이 이용된다. 구름을 추적하는

적외채널대기운동벡터특성상표적내구름화소가일

정 수 이상일 때, 추적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Level 2 구름탐지자료를이용하여(표적내구름화소비

율 10% 이상) 구름이 적은 표적은 제거하였다. 고도할

당 방법에는 구름 표적의 고도할당에 널리 사용되는

EBBT방법을 사용하었다. EBBT방법은 표적의 대표

휘도온도와 수치 예측모델과 복사모델로 계산된 표적

이있는위치의온도프로파일을매칭하여최적의고도

를얻어내는방법이다. 본연구에서표적의대표온도는

표적 내 구름 화소 중 휘도온도가 낮은 15%의 평균 휘

도온도로 정하였다(NMSC, 2012). 표적추적은 표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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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results for selecting optimal parameters
defined by Optical Flow algorithm. The graph
shows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yramid levels, the threshold, and the window 
size. Solid line indicates the window size (w). The
number represented by the color along solid line
indicates the RMSVD (ms-1) at the highest accuracy
and the window size at that time. The position of the
number indicates the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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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이전(t=t0–Δt)과 이후 시간(t=t0+Δt) 영상의

탐색영역에서표적과가장유사한영역을찾는과정이

다. 기준시간에서정의된표적을이미지매칭방법을이

용하여이전과이후시간영상에서각각유사한영역을

찾아내며, 이미지 매칭 방법으로는 CC방법을 적용하

였다. 연속된 세 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벡터를 계산하

므로, 총두개의벡터가산출되며, 최종벡터는두벡터

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표적의 크기는 관측하고자 하

는바람의시·공간규모를변화시킬수있으며, 산출정

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Hillger and

Vonder Harr, 1988; García-Pereda and Borde, 2014; Oh et

al., 201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규모 바람장을 산

출하기에 적합한 대기운동벡터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표적의 크기를 12×12, 24×24, 48×48 화소로 다양

하게 변화시키며 계산하였다. 대기운동벡터가 산출되

는격자간격은표적크기의절반이되도록정의하였다.

추적영역의크기는초기추정치를사용하지않을경우

최대 93.3 ms-1 까지 산출 가능하도록 정의하였다. 초기

추정치를사용하는경우에는최대 30 ms-1 까지산출가

능하도록 추적영역을 정의하고 초기 추정치가 20 ms-1

이상일때추적영역의중심이추정되는지점으로이동

하도록설정하였다.

선정된표적에서벡터가계산되고, 고도가결정되면

품질관리과정을통해최종대기운동벡터가산출된다.

대기운동벡터의 품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품질

지수인 Quality Indicator (QI)는총다섯가지항의가중

평균으로 구성된다. 세 장의 위성 영상을 통해 구한 두

개의벡터간의풍향, 풍속, 벡터일관성그리고최종산

출된 벡터의 공간 균질성, 수치 모델 바람 자료와의 일

관성 검사를 나타내는 항의 가중 평균으로 정의된다

(Holmlund, 2000). QI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산출된 대기운동벡터가 양질의 벡터임을

의미한다.

3) 실험방법

초기추정치적용방법을평가하기위해, (1) 초기추

정치없는경우 (2) 기상예보장을초기추정치로사용하

는 경우, 그리고 (3) 옵티컬 플로우로 얻어진 바람장을

초기 추정치로 사용하여 대기운동벡터를 계산한 경우

에 대해 ECMWF의 ERA-Interim 재분석장과 비교하

였다. 초기추정치종류및유무에따라최적표적크기

가달라질수있으므로, 12×12, 24×24, 48×48 화소로표

적크기를변화시키며계산하였다. 초기추정치사용을

제외한모든대기운동벡터의산출과정은동일하며, 초

기 추정치 사용 여부에 따라 탐색 영역의 중심 위치와

크기만변경되었다. 초기추정치를사용할경우에는바

람의추정위치를탐색영역을중심으로정의하므로그

크기가작은반면, 초기추정치를사용하지않는경우에

는풍속이강한바람까지계산하기위해탐색영역의크

기가 보다 커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추정치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최대 93.3 ms-1 까지 계산이

가능하도록추적영역의크기를결정하였다. Himawari-

8/AHI위성의공간해상도가 2 km이므로, 초기추정치

를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탐색영역의크기를표적크

기가 12×12, 24×24, 48×48 화소로 변할 때 각각 68×68,

80×80, 104×104, 초기 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각 30×30, 42×42, 66×66 화소로 정의하되, 추정치가 20

ms-1 이상일때는탐색영역의중심을추정위치로이동

시켰다.

4. 결과 및 분석

3장에서소개한대기운동벡터산출알고리즘을동일

하게적용하고, 초기추정치로 UM자료와옵티컬플로

우를사용한경우와초기추정치를사용하지않은경우

로나누어대기운동벡터를산출하였다. 각방법에따라

하나의 장면에 대한 최종 대기운동벡터를 산출하는데

걸린시간을비교해보면, 초기추정치로 UM자료를이

용했을때 13분 14.7초가걸렸으며동일한조건에서옵

티컬플로우를사용한경우에는 15분 53.2초로거의유

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초기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대기운동벡터계산에걸린시간은 1시간 28분 38.9

초로 초기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보다 최대 569% 길어

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각방법으로산출된대기운동벡터를검증하기위해,

QI가 0.8 이상인 벡터를 ECMWF의 ERA-Interim재분

석 바람장과 비교하였다. 격자 자료인 ERA-Interim재

분석바람장과그렇지않은대기운동벡터의 1:1 검증을

위해서, 대기운동벡터를기준으로수평과연직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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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장가까운재분석바람장 8개의지점을선택하고,

수평은이중선형보간법을, 연직은기압에대한 log-선

형보간법을사용하였다. 검증에는대기운동벡터의평

균풍속을나타내는 SPD, 대기운동벡터와재분석바람

장풍속의차이를나타내는 Bias, 벡터차이를나타내는

RMSVD, 그리고 Bias, RMSVD를각각재분석바람장의

풍속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Normalized BIAS (NBias),

Normalized RMSVD (NRMSVD)가사용되었다. Table. 1

은초기추정치를다르게적용하여산출된QI가 0.80 이

상인대기운동벡터를 ERA-Interim자료와검증한결과

를수치적으로나타낸다. 대기운동벡터의개수는초기

추정치를사용하지않은경우와 UM자료를사용한경

우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며, 표적의 크기가 커질수록

벡터의개수가적어지는경향을보인다. 대기운동벡터

풍속은 대체로 표적의 크기가 작을 때 빠르며, 초기 추

정치로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하여 산출된 대기운동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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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idation results for ERA-Interim data and AMVs using IR11.2 images of Himawari-8 satellite with different
target size between 12×12 and 48×48. No FG indicates the case not using the first guess to define the search
area, FG (UM) indicates the case where the UM data is used as the first guess, and FG (OF) indicates the
optical flow is used as the first guess

Target Size
No FG FG (UM) FG (OF)

12×12 24×24 48×48 12×12 24×24 48×48 12×12 24×24 48×48
Number 5244091 2204225 557219 6484796 2128240 555353 4007172 1601452 525796

SPD 15.768 15.107 14.691 16.108 15.002 14.642 15.470 13.104 14.249
Bias 0.033 -0.174 -0.449 -0.003 -0.183 -0.451 -0.019 -0.195 -0.484

NBias 0.002 -0.011 -0.030 -0.000 -0.012 -0.030 -0.001 -0.015 -0.033
RMSVD 5.744 6.467 6.100 6.386 5.854 5.921 5.406 5.296 5.804

NRMSVD 0.365 0.423 0.403 0.396 0.385 0.392 0.349 0.398 0.394

Fig. 4.  The statistics of AMVs derived from No FG, FG(UM), and FG(OF) in IR11.2. (a) Number, (b) Windspeed
Bias, (c) RMS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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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풍속이 전체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Bias와 NBias의경우표적이작을수록높은정확

도를보이며, 방법별차이는크지않은결과를보였다.

RMSVD는 5-6 ms-1의 분포를 보이고, NRMSVD는 0.3-

0.4의분포를보였으며, 초기추정치로옵티컬플로우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즉, 대기운동

벡터의 정확도는 초기 추정치 사용 여부에 따른 큰 차

이가없었지만, 정밀도는옵티컬플로우를초기바람추

정치로사용하였을때가장좋은결과를보였다.

Fig. 4는초기추정치를다르게적용하여산출된대기

운동벡터를 ERA-Interim 자료와 검증한 결과를 QI에

따라나타낸것으로QI가각각 0.80, 0.85, 0.90, 0.95 이상

일때표적크기에따른대기운동벡터의 (a) 개수, (b) 풍

속 Bias, (c) RMSVD를각각보여준다. Fig. 4(a)는 IR11.2

영상을이용하여산출된대기운동벡터의개수분포이다.

초기추정치사용유무에따른개수의차이는표적의크

기가가장작을때그차이가크게나타나며, 표적의크

기가 24×24 이상부터는 초기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산출된 경우와 UM자료를 사용하여 산출된 대기운동

벡터의개수가유사하게나타난다. 표적크기가 12×12

일때전체적으로초기추정치로 UM자료를사용하여

산출된대기운동벡터가가장많게나타나지만, 표적크

기가커질수록초기추정치를사용하지않고산출된대

기운동벡터의 개수가 높게 나타나며 UM자료를 사용

하여산출된대기운동벡터보다최대 3.6% 많게나타난

다. 초기추정치로옵티컬플로우를사용하여산출된대

기운동벡터는 다른 방법으로 산출된 대기운동벡터에

비해적게나타나는특징을보인다. UM자료를이용하

여산출된대기운동벡터와비교하면 QI가 0.80 이상이

면서 표적의 크기가 각각 12×12일 때 38%, 24×24일 때

25%, 48x48일때 5% 적게산출되었다.

Fig. 4(b)는대기운동벡터의풍속 Bias를나타내고, 대

체로 표적의 크기가 작을수록 풍속 bias가 작아짐을 알

수있다. 초기추정치에따라산출된대기운동벡터의풍

속 bias를비교해보면, QI가 0.80 이상일때는옵티컬플

로우를활용한대기운동벡터의정확도가가장낮게나

타나지만 QI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특히

QI가 0.95 이상이고표적의크기가 24×24일때는 BIAS

가 -0.001 ms-1로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있다.

Fig. 4(c)는 대기운동벡터의 RMSVD를 나타낸다. QI

가 증가할수록 RMSVD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QI

가 0.80 이상일 때 각 산출 방법, 표적의 크기에 따른

RMSVD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적의 크기가

24×24이면서초기추정치를사용하지않고산출된대

기운동벡터의 RMSVD는 6.467 ms-1로, 옵티컬플로우를

이용한경우는 5.296 ms-1로초기추정치를사용하지않

은 경우가 최대 22.1%까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

다. 가장 높은 정밀도는 모두 QI가 0.95 이상일 때이며,

그중에서도옵티컬플로우를활용하고 24×24인표적

으로산출된대기운동벡터가 RMSVD 2.710 ms-1로가장

높은정밀도를보인다.

5. 요약 및 결론

본연구에서는초기바람추정치가대기운동벡터의

산출 과정인 추적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초기 추정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적용된 방법은 총 세 가지로 표적 추적 과정에

초기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초기 추정

치로 UM자료및지금까지시도된적이없었던옵티컬

플로우를활용한경우이다. 표적추적이외의나머지산

출과정은모두동일하게적용하여대기운동벡터를산

출하였다. 표적 추적 과정의 변화에 따라 최적 표적 크

기가달라질수있으므로표적의크기를 12×12, 24×24,

48×48로각각변화시켜대기운동벡터를산출하였으며,

각결과는 ERA-Interim자료를이용하여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통해서초기추정치를사용하지않고산

출된대기운동벡터의정확도는모든방법에서큰차이

가없었지만, 정밀도는초기추정치로옵티컬플로우를

적용하였을때가장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즉보편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기운동벡터 산출 방법인 UM

모델자료를초기추정치로사용하지않고, 옵티컬플로

우방법을대신사용하면, 현재보다정확도가향상될수

있으며, 모델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계산속도는 UM모델자료를초기추정치로사용

하는경우와비교하여큰차이없었고, 초기바람장을사

용하지않는경우보다는대폭빨라짐을확인하였다. 한

편옵티컬플로우를초기추정치로산출된대기운동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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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개수는 UM자료를이용한결과와비교하였을때적

게 산출되는 경향을 보이며, 표적크기가 24×24일 때

25%의비율로비교적크게줄어들어추후자료동화활

용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하면 대기운동벡터 알고리즘 중 영상 추적과정에

서 수치 모델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

로 대기운동벡터의 관측자료로서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수치모델바람장을초기추정치로사용하

는과정에서발생하던고도할당과정의오차가추적과

정까지이어지는문제가옵티컬플로우기반바람장을

사용함에따라제거되어정확도개선의여지도커진다.

따라서옵티컬플로우를초기추정치로활용하면대기

운동벡터산출알고리즘의개선이가능할것으로판단

된다.

본연구는밤과낮에동시에적용하기위하여적외선

영역에 한정하였으나 가시채널을 추가한다면 보다 향

상된대기운동벡터도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또

한옵티컬플로우의한계성을보완하여구름과같은비

강체에바로적용하여대기운동벡터를구하는추가연

구를지속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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