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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TeraScan시스템에서 산출되는 NOAA/AVHRR 해수면온도(SST) 자료의 신뢰도를 부여하기 위한 방

법으로 구름 영향 정도를 단계별로 나누는 방법을 소개한다. TeraScan시스템에서 구름탐지는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른 파라미터와 경계값을 사용한다. 주간 구름탐지에서는 채널 2번(가시채널)과 4번(적외채널)을 이용하며, 채널 4

번 휘도온도의 공간일관성(ch4_delta)과 채널 2번 알베도의 공간일관성(ch2_delta) 및 알베도 경계값(ch2_max) 검사

를 수행한다. 야간의 경우, 가시채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채널 3번(단파적외채널)과 4번(적외채널)을 사용하여

각 화소에 대한 차이값(ch3_minus_ch4)을 비교하고, 채널 4번 휘도온도 공간일관성(ch4_delta) 및 경계값(min_ch4_temp)

평가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주야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 2009년 5월 13일 00시 48분(UTC)과 21시 00분(UTC)

에 수신된 자료를 사용했다. TeraScan시스템을 통해 총 6가지 경계치를 검토했고, ch4_delta는 우리나라 주변 수온

전선에서 발생하는 구름 탐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값으로 주야간 각각 5와 3.5로 결정되었다. 주간 파라미터로 사

용되는 ch2_delta는 여러 값에 대한 적용 결과 2로, ch2_max는 3부터 8까지의 범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

간에 사용되는 ch3_minus_ch4는 -2부터 2까지의 범위, min_ch4_temp는 0으로 결정되었다. 즉, 구름의 영향 정도는

주간 ch2_max와 야간 ch3_minus_ch4의 경계값을 4 단계로 나눠 해수면온도자료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경계값은 5월 자료에 대해 설정된 값이며, 향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성과 시간별, 공간별, 계절별로 적절한 경

계값을 설정하는 연구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며, 위의 특성들을 감안한 자료동화용 SST 생산프로세스 정립 및 결과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 A cloud detection method is introduc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NOAA/AVHRR Sea Surface

Temperature (SST) data processed during the daytime and nighttime in the TeraScan System. In daytime, the

channels 2 and 4 are used to detect a cloud using the three tests, which are spatial uniformity tests of brightness

temperature (infrared channel 4) and channel 2 albedo, and reflectivity threshold test for visible channel 2.

Meanwhile, the nighttime cloud detection tests are performed by using the channels 3 and 4, because the chan-

nel 2 data are not available in nighttime. This process include the dual channel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ch3 - ch4) and infrared channel brightness temperature threshold tests. For a comparison of daytime and night-

time SST images, two data used here are obtained at 0:28 (UTC) and 21:00 (UTC) on May 13, 2009. 6 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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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rs was tested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affect a cloud masking in and around Korean Peninsula. In

daytime, the thresholds for ch2_max cover a range 3 through 8, and ch4_delta and ch2_delta are fixed on 5 and

2, respectively. In nighttime, the threshold range of ch3_minus_ch4 is from -1 to 0, and ch4_delta and

min_ch4_temp have the fixed thresholds with 3.5 and 0, respectively. It is acceptable that the resulted images

represent a reliability of SST according to the change of cloud masking area by each level. In the future, the

accuracy of SST will be verified, and an assimilation method for SST data should be tested for a reliability

improvement considering an atmospheric characteristic of research area around Korean Peninsula.

Keywords: Cloud detection(구름 탐지), NOAA/AVHRR, SST(해수면 온도), TeraScan system

1. 서 론

해수면에서는 해수면온도에 비례하는 열적외선 영역의 전자

기파를 방출하므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인공위성에 탑

재하여 해수면에서 방출 되어오는 복사에너지의 양을 관측함으

로써 해수면온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위성 중 극궤도 위성인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위성의 AVHRR(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지표

면에 가까워 보다 정확한 SST(Sea Surface Temperature)를 추

정할 수 있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McClain et al. [1985],

Walton et al. [1998]). SST 정보는 기후변화 연구나 수치예보

에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SST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Emery et al. [2001], Lee and Ahn [2001]).

이러한 연구를 위해 기후 모델 또는 수치모델의 SST 자료가 필

요하지만, 부이나 선박에 의한 실측자료는 그 정확성에도 불구

하고 공간적인 제약으로 이용가치가 제한되고 있다. 위성으로

부터 얻는 SST는 실측자료보다 공간의 관측범위 측면에서 월

등한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분광

학에 대한 이해증진과 광학관측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공위성관

측에 의해 보다 정확한 그리고 넓은 영역에서 SST의 수시 관

측이 가능해져, 기후 및 일기예보 모델에서의 활용도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Chun and Sohn [2009]).

NOAA/AVHRR과 같은 광학 센서로 탐사한 자료는 해수면

복사 특성값과 여러 가지 요소들(구름, 대기상태, 태양-지표-위

성 기하학 등)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수

면 복사 특성값의 추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최

소화해야 한다(Saunders and Kriebel [1988], Derrien et al.

[1993], Lee [1994], Tateishi and Kajiwara [1994]). 이 중에서

도 구름은 파장에 관계없이 탐사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

문에 구름이 존재하는 화소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Saunders

and Kriebel [1988]). 또한, 적외채널 휘도온도 공간일관성 검사

에서 발생하는 수온전선의 구름탐지 현상은 경계값을 설정하여

(한과 서 [1992], 서 등 [2000]) 완화시켜야 한다. 이런 여러 가

지 환경적 영향들로 인해 정확한 SST 산출을 위해서 특정 기

간 동안의 자료를 합성하고 합성한 자료를 이용하여 SST 변화

를 연구한다(Kang et al. [2001]). 우리나라에서 SST산출을 위

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eraScan시스템은 많은 내부 알고리즘

이 감춰져 있어 한반도 주변 SST의 정확한 산출에 있어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 환경적 변수를 감안한 SST

산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SST 산출 역시 힘

들다.

본 연구에서는 SST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로 SST 신

뢰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TeraScan시스템을 살펴보고 구름

탐지의 특성을 파악, 구름 영향 정도와 환경적 변수에 따른 분

류를 하고, 최종적으로 4단계로 분류된 구름 영향 플래그 정보

와 SST자료를 동시에 산출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위성자료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2009년 5

월 13일에 수신한 NOAA/AVHRR 자료로 1.1 km/pixel 해상도

의 자료이다. Table 1은 AVHRR 채널의 종류와 특성을 나타내

었다. Fig. 1은 TeraScan시스템에서 수신한 NOAA/AVHRR 주

간 채널 2번 영상과 야간 채널 4번 영상이다. 주간 자료는 00

시 48분(UTC), 야간 자료는 21시00분(UTC)에 각각 수신,

TeraScan시스템을 이용하여 SST를 산출하고 영상을 생성하였

으며 각 단계별 구름 탐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Fig. 2의 빨

간색 박스부분을 중심으로 구름 탐지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2 TeraScan시스템

미국의 Seaspace사에서 개발한 위성자료 처리시스템으로

NOAA/AVHRR 자료 수신 및 처리가 가능하다. NOAA/AVHRR

Table 1. Description for AVHRR channels

Channel 
Number

Wavelength
(µm)

Typical Use

1 0.58~0.68 Daytime cloud and surface mapping

2 0.725~1.00 Land-water boundaries

3A 1.58~1.64 Snow and ice detection

3B 3.55~3.93 Night cloud mapping 
Sea surface temperature

4 10.30~11.30 Night cloud mapping
Sea surface temperature

5 11.50~12.50 Sea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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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한 SST 산출 과정은 hrptin(HRPT: High Resolution

Picture Transmission 자료를 전송받아서 AVHRR자료를 생성),

navbox2(AVHRR자료에서 기하보정을 위한 해안선 정보를 추

출), nav2(navbox2에서 추출한 해안선 정보를 이용하여 AVHRR

자료의 기하보정을 수행), nitpix(기하보정까지 수행한 AVHRR

자료를 이용하여 SST산출, SST산출시 구름탐지도 함께 수행),

fastreg(구름탐지를 수행한 SST자료를 사용자가 설정한 지도에

투영)등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2.3 SST 알고리즘

TeraScan시스템은 SST 산출시 사용되는 총 6가지의 알고리

즘이 제공되며, 알고리즘 방식 차이에 따라 선형 알고리즘과 비

선형 알고리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각 방식에는 세 가

지 방법의 SST 산출 방법이 존재하며(Li et al. [2001]), 본 연

구에서는 AVHRR 채널 4번과 5번을 이용하여 주야간 동시에

적용 가능한 split-windows(MCSST: Multi Channel Sea Surface

Temperature)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시간의 제약 없이 사용 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각 계수들은 위성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split-windows(MCSST) 알

고리즘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McClain et al. [1985],

Bernstein [1982]).

MCSST = A*T4 + B*(T4-T5) + C*(T4-T5)*(SEC(sza)-1)

        + D*(sec(SZA)-1) + E (1)

식 (1)에서 T4는 채널 4번 휘도온도, T5는 채널 5번 휘도온도,

SEC는 secant, sza는 satellite zenith angle을 각각 나타낸다. A,

B, C, D, E 각 계수들은 NESDIS(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Data and Information Service)에서 제공되는 계수 정보를 TeraScan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며, 본 연구에서는 Table 2의 값을

사용했다.

3. NOAA/AVHRR 구름 탐지방법

3.1 구름 탐지 방법

AVHRR 자료에서 SST를 산출하기 전 구름을 탐지, 제거를

한다. 구름탐지 및 SST 산출은 TeraScan시스템의 nitpix 과정

에서 이루어진다. NOAA/AVHRR 자료의 시간에 따라 주간자

료와 야간자료로 분류를 하고 주간자료는 AVHRR 채널 2, 4번

을 이용해서 구름을 탐지, 야간 자료는 AVHRR 채널 3, 4번을

이용해서 구름을 탐지한다. nitpix과정에서 이뤄지는 구름탐지

방법은 주간과 야간의 방법이 다르며 Fig. 3의 순서로 진행된다.

구름 화소를 탐지하는 방법은 탐지하려는 화소를 3×3 행렬

의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주변 화소와의 비교를 통해 판별하게

된다. 사용되는 채널에 따라서 각각 알베도와 휘도온도를 비교

하게 되며 각 화소의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름을 탐지하게 된다.

주간 자료의 경우 ch4_delta, ch2_delta, ch2_max 세 개의 파

라미터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야간 자료의 경우 ch4_delta,

ch3_minus_ch4, min_ch4_temp 세 개의 파라미터를 순차적으

로 수행하게 된다. 각 구름탐지 단계에서 파라미터에 사용되는

값들은 TeraScan시스템에서 제안하는 초기 설정값과 경계값의

범위를 사용했다(Monaldo [1997]).

① ch4_delta: 채널 4번의 휘도온도 사용, 주변 화소들과 비

교를 통해 구름 탐지

MAX (each avhrr_ch4 - center avhrr_ch4) < threshold

avhrr_ch4의 자료 중 각 주변화소와 대상화소의 차이 중 제

일 큰 값과 경계값의 비교를 통해 구름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휘도온도 공간일관성을 확인하여 휘도온도 차이가 경계값보다

크게 나타나면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구름으로 정의한다.

② ch2_delta: 채널 2번의 휘도온도 사용, 주변 화소들과 비

교를 통해 구름 탐지

MAX (avhrr_ch2 - center avhrr_ch2) < threshold

Fig. 1. The NOAA/AVHRR images obtained on May 13, 2009: (a)

channel 2 at 00:48 (UTC), (b) channel 4 at 21:00 (UTC).

Fig. 2. Th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product used in this study

acquired on May 13, 2009: (a) at 00:48 (UTC), (b) at 21:00 (UTC).

Table 2. Coefficients for the split-windows(MCSST) algorithm in
the TeraScan system

Satellite Time A B C D E(K)

NOAA-15 Night 0.993892 2.752346 0.66299 0.0 1.753

NOAA-17 Day 0.992818 2.49916 0.915103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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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hrr_ch2의 자료 중 각 주변화소와 대상화소의 차이 중 제

일 큰 값과 경계값의 비교를 통해 구름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알베도 공간일관성을 확인하여 알베도 차이가 경계값보다 크게

나타나면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구름으로 정의한다.

③ ch2_max: 채널 2번의 휘도온도 사용, 채널 2번의 최대 허

용치를 통해 구름 탐지

CENTER (avhrr_ch2) < threshold

avhrr_ch2의 대상화소 자료 값과 경계값과의 비교를 통해 구

름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ch2_max는 채널 2번의 알베도가 해수

면보다 구름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해서 구름을 탐

지하게 된다.

④ ch3_minus_ch4: 채널 3번과 4번의 휘도온도 사용, 채널

값의 차이를 통해 구름 탐지

AVERAGE (avhrr_ch3 - avhrr_ch4) > threshold

avhrr_ch3과 avhrr_ch4의 위치가 일치하는 3×3 박스를 설정

하고 각 채널의 화소와의 차이를 구하고 차이의 평균값과 경계

값과의 비교를 통해 구름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야간 자료는 채

널 2번을 사용 할 수 없다. 그래서 야간 자료의 경우 채널 2번

의 대안으로 채널 3번 자료와 채널 4번 자료의 차이를 이용해

서 구름을 탐지하게 된다. 채널 3번은 물로 이루어진 구름 즉

하층운에서의 방출율이 채널 4번에 비해 낮기 때문에 주로 야

간의 하층운 탐지에 사용되며 전반적으로 차이가 음의 값을 갖

는 영역이 하층운을 의미하며, 해양이나 상부까지 잘 발달된 구

름의 경우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Fig. 4).

⑤ min_ch4_temp: 채널 4번의 휘도온도 사용하여 채널 4번

의 최소 허용치와 비교를 통해 구름 탐지

CENTER (avhrr_ch4) > threshold

대상화소의 avhrr_ch4 값을 경계값과 비교를 통해 구름을 탐

지하는 방법으로 min_ch4_temp는 채널 4번의 온도가 너무 낮

으면 구름의 최상층 온도라고 정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0 oC

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자료의 테두리 부분은 비교 할 주변화소가 부족하여 구름을

탐지하지 않으며 그 외의 모든 화소는 전부 구름탐지 과정을

수행한다. 구름탐지 진행 중 하나의 파라미터라도 불만족하는

화소는 구름으로 분류된다. 모든 파라미터를 만족 시켜야 구름

이 없는 화소로 판별하고 SST를 산출한다.

3.2 주간 자료 처리

① ch4_delta

ch4_delta가 구름 탐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ch4_delta의 경계값만 변화를 주고, 다른 파라미터의 경계값은

변화 없이 영상을 만들었다. ch4_delta는 적외채널 휘도온도 공

간일관성 검사를 이용하여 구름을 탐지한다. 우리나라 동해에

서 발생하는 수온전선 때문에 적외채널 휘도온도 공간일관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구름으로 탐지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5는 ch2_delta: 0.25, ch2_max: 3으로 값에 변화를

Fig. 3. Flow chart of the cloud-masking processing for NOAA/AVHRR in daytime and nighttime.

Fig. 4. Graph of subtracted values between channels 3 and 4 (Des-

champs and Phulpin [1980], TeraScan Training Guid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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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고 ch4_delta만 초기 설정값 (a) 0.3 부터 (b) 0.8 (c) 1.6

(d) 2.5 (e) 4 (f) 5 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켰다. ch4_delta: 0.3,

ch2_delta: 0.25, ch2_max: 3으로 설정한 이유는 TeraScan시스

템에서 초기 설정값으로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

라 근해에서 해수표면온도의 수평경사가 크지만, 1 km당 5 oC

이내이므로(서 등 [2000]) ch4_delta의 경계값을 5까지 증가시

켰고, 동해 수온전선에서 구름으로 탐지되는 영역이 없는 것으

로 확인됐다.

② ch2_delta

ch2_delta가 구름 탐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ch2_delta의 경계값만 변화를 주고, 다른 파라미터의 경계값은

변화 없이 영상을 만들었다. ch2_delta는 알베도 공간일관성 검

사를 이용하여 구름을 탐지한다. Fig. 6는 ch4_delta: 5, ch2_max:

3으로 고정하고 ch2_delta만 초기 설정값 (a) 0.25 부터 (b) 0.6

(c) 1 (d) 1.4 (e) 1.8 (f) 2 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켰다. ch4_delta

를 5로 고정한 이유는 수온전선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수온

전선에서 구름탐지가 안 되는 값을 적용했고, ch2_max를 3으

로 고정한 이유는 TeraScan시스템에서 초기 설정값으로 제시한

값이다. ch2_delta: 0.25 역시 TeraScan에서 초기 설정값으로 제

시한 값이며, AVHRR 채널2번 알베도 공간일관성 검사에서 경

계값을 2까지 적용한 사례(Monaldo [1997])를 참고로 검사를

수행했지만, 경계값 변화에 따른 SST 산출의 영향이 미미했다.

③ ch2_max

ch2_max가 구름 탐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ch2_max의 경계값만 변화를 주고, 다른 파라미터의 경계값은

변화 없이 영상을 만들었다. ch2_max는 각 화소의 알베도를 이

용하여 구름을 탐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름, 육지에서 바다

보다 높은 알베도를 가진다. Fig. 7은 ch4_delta: 5, ch2_delta:

2로 고정하고, ch2_max를 (a) 3 부터 (b) 4 (c) 5 (d) 6 (e) 7 (f) 8

까지 증가시켰다. TeraScan시스템에서 제안하는 ch2_max의 초

기 설정값은 3이며, AVHRR 채널2번 알베도 경계값 검사를 8

까지 적용한 사례(Monaldo [1997])를 참고로 검사를 수행했고,

경계값의 변화에 따라 SST산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ch2_max

를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3 야간 자료 처리

① ch4_delta

ch4_delta가 구름 탐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ch4_delta의 경계값만 변화를 주고, 다른 파라미터의 경계값은

변화 시키지 않고, 영상을 만들었다. Fig. 8은 야간 자료의

ch4_delta를 수행한 결과로 주간 자료와 마찬가지로 동해에서

발생하는 수온전선 때문에 휘도온도 공간 일관성 검사를 통과

하지 못하고 구름으로 탐지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8은 ch3_minus_ch4: 0, min_ch4_temp: 0으로 값에 변화를 주

Fig. 5. SST images retrieved for the 6 different thresholds of

ch4_delta in daytime (a: 0.3, b: 0.8, c: 1.6, d: 2.5, e: 4, f: 5).

ch2_delta and ch3_max have the fixed thresholds with 0.25 and 3,

respectively.

Fig. 6. SST images retrieved for the 6 different thresholds of

ch2_delta in daytime (a: 0.25, b: 0.6, c: 1, d: 1.4, e: 1.8, f: 2).

ch4_delta and ch2_max have the fixed thresholds with 5 and 3,

respectively.

Fig. 7. SST images retrieved for the 6 different thresholds of

ch2_max in daytime (a: 3, b: 4, c: 5, d: 6, e: 7, f: 8). ch4_delta and

ch2_delta have the fixed thresholds with 5 and 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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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ch4_delta만 초기 설정값 (a) 0.3 부터 (b) 1 (c) 1.5 (d)

2.5 (e) 3 (f) 3.5 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보았다. ch4_delta:

0.3, ch2_delta: 0.25, ch2_max: 3으로 설정한 이유는 TeraScan

시스템에서 초기 설정값으로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였으며, 야

간의 경우 주간보다 낮은 ch4_delta: 3.5 경계값에서 수온전선

에서 구름으로 탐지되는 영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② ch3_minus_ch4

ch3_minus_ch4가 구름 탐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서 ch3_minus_ch4의 경계값만 변화를 주고, 다른 파라미터의

경계값은 변화 없이 영상을 만들었다. Fig. 9의 영상에서 경계

값의 변화가 잘 표현되지 않아 전체 영상의 변화를 Fig. 10로

나타냈다. Fig. 9와 Fig. 10은 ch4_delta: 3.5, min_ch4_temp: 0

으로 값에 변화를 주지 않고 ch4_delta만 초기 설정값 (a) 2 부터

(b) 1 (c) 0 (d) -0.5 (e) -1 (f) -2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보

았다. ch4_delta를 3.5로 고정한 이유는 수온전선의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해 수온전선에서 구름탐지가 안되는 값을 적용했고,

ch3_minus_ch4의 경우 단파적외채널과 적외채널의 차이가 음

수에서 양수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했고, 경계치에

따른 변화가 환경 변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변수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4. 경계값에 따른 SST 산출 영역변화

앞에서 살펴본 구름 탐지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nitpix 과정을 수행, 구름 탐지 결과를 주간, 야간으로 나타내

보았다. Fig. 11과 Fig. 12는 주간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을 탐

지한 영상으로 ch4_delta의 값을 5로 고정한 이유는 동해 수온

전선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지 않기 위해서 앞의 채널4번 휘도

온도 공간일관성 검사에서 확인된 값인 5를 사용했다. ch2_delta

의 값은 2로 고정하였으며, 이는 주변화소과의 비교시 알베도

의 2이상의 차이는 여러 가지 환경변수가 작용하여 오염됐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ch2_max의 값은 초기

설정값에서 1씩 증가시켰으며, 마지막 레벨은 8을 설정 총 4개

의 영상을 제시했다. ch2_max의 경우 해수면이 육지나 구름에

비해서 훨씬 작은 알베도를 보이지만 해수면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 변수에 의해 알베도 값의 작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여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ch2_max

의 값을 증가시켜서 SST를 산출하였다.

Fig. 13과 Fig. 14는 야간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을 탐지한 영

상으로 ch4_delta의 값을 3.5로 고정했다. 주간자료와 마찬가지

로 야간자료의 경우도 동해 수온전선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기

위해서 채널 4번 휘도온도 공간일관성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3.5의 값부터 영향이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ch3_minus_ch4

Fig. 8. SST images retrieved for the 6 different thresholds of

ch4_delta in nighttime (a: 0.3, b: 1, c: 1.5, d: 2.5, e: 3, f: 3.5).

ch3_minus_ch4 and min_ch4_temp are 0. 

Fig. 9. SST images retrieved for the 6 different thresholds of

ch3_minus_ch4 in nighttime (a: 2, b: 1, c: 0, d: -0.5, e: -1, f: -2).

ch4_delta and min_ch4_temp are  3.5 and 0, respectively.

Fig. 10. Same as Fig.9, except for derived SST area.

Table 3. Threshold list of each level for cloud detection in daytime

Parameter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ch4_delta 5 5 5 5

ch2_delta 2 2 2 2

ch2_max 3 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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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파적외채널과 적외채널의 차이를 이용하여 야간의 구름을

탐지하는 테스트로 야간 구름탐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값을 0부터 -1까지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며 테스트를 진행했다.

단파적외채널과 적외채널의 차가 0에 가까우면 해수면 또는 상

부까지 잘 발달된 구름이고, 음의 값을 갖는 영역은 하층운을

의미한다. ch2_max와 마찬가지고 ch3_minus_ch4의 경우도 여

러 가지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여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ch3_minus_ch4의 값을 변화시켜서 영상을 만들었다.

Fig. 15와 Fig. 16은 각 주간과 야간 자료의 경계값에 따른

영역변화를 보다 쉽게 표현해 보았다. 흰색으로 표현된 영역은

육지 혹은 두꺼운 구름으로 인해 경계값에 관계없이 해수면온

Fig. 11. SST images for each level processed at 00:48(UTC) on May 13, 2009.

Fig. 12. SST images for each level processed at 04:04(UTC) on May 16, 2010.

Table 4. Threshold list of each level for cloud detection in nighttime

Parameter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ch4_delta 3.5 3.5 3.5 3.5

ch3_minus_ch4 0 -0.3 -0.6 -1

min_ch4_temp 0 0 0 0

Fig. 13. SST result images for each levels processed at 21:00(UTC) on May 13, 2009.

Fig. 14. SST result images for each levesl processed at 17:48(UTC) on May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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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료가 산출되지 않는 영역이고, Level 1에서 산출되는 해

수면온도영역은 회색 영역, Level 2에서 산출되는 해수면온도

영역은 회색과 하늘색 영역을 합친 영역, Level 3에서 산출되

는 해수면온도영역은 회색과 하늘색과 검정색 영역을 합친 영

역, Level 4에서 산출되는 해수면온도영역은 회색과 하늘색과

검정색과 갈색 영역을 합친 영역이며 이것을 각각 표현한 영

상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ST 생산프로그램인 TeraScan시스템을 분석

하고, 구름탐지 방법을 분석했다. TeraScan시스템의 구름탐지

는 주간의 경우 AVHRR 채널 4번 적외채널 휘도온도 공간일

관성 검사, AVHRR 채널 2번 가시채널의 알베도 공간일관성

검사와 알베도 경계값 검사를 진행하며, 야간의 경우 AVHRR

채널 4번 적외채널의 휘도온도 공간일관성 검사, AVHRR 채널

3번과 4번 단파적외채널과 적외채널의 휘도온도 일관성 검사,

적외채널 경계값 검사를 진행한다. 동해 수온전선의 해수면온

도 차이로 적외채널 휘도온도 일관성검사에 영향이 미치는 현

상을 확인했고, 영향을 감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계값을 찾

아 적용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 변수가 해수면온도 산출

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간에는 ch2_max를 야간에는

ch3_minus_ch4를 4단계로 분류하고 영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적 변수의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고 수치화시켜 적용하는

좀 더 높은 신뢰도의 해수면온도 자료를 산출할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5월의 자료만 사용해서 봄

철의 해수면온도, 구름탐지를 연구 하였지만, 시간별, 계절별,

공간별로 알맞은 파라미터 선정을 위한 연구와 한반도 주변 해

역의 특성을 감안한 자료동화용 SST 생산프로세스 정립 및 결

과분석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Fig. 15. SST coverages at each levels on May 13, 2009: (a) at 00:48 (UTC), (b) at 21:00 (UTC).

Fig. 16. SST coverages at each levels: (a) at 04:04 (UTC) on May 16, 2010, (b) at 21:00 (UTC) on May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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