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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identify Cochlodinium polykrikoides red tide from non-red tide water (satellite high
chlorophyll waters) in the South Sea of Korea (SSK), we improved a spectral classification method
proposed by Son et al.(2011) for the world first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C.
polykrikoides blooms and non-red tide waters were classified based on four different criteria. The first
step revealed that the radiance peaks of potential red tide water occurred at 555 and 680 nm
(fluorescence peak). The second step separated optically different waters that were influenced by
relatively low and high contributions of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including detritus)
to chlorophyll. The third and fourth steps discriminated red tide water from non-red tide water based on
the blue-to-green ratio, respectively.

After applying the red tide classification, the spectral response of C. polykrikoides red tide water,
which is influenced by pigment concentration as well as CDOM (detritus), showed different slopes for
the blue and green bands (lower slope at blue bands and higher slope at green bands). The opposite
result was found for non-red tide water. This modified spectral classification method for GOCI led to
increase user accuracy for C. polykrikoides and non-red tide blooms and provided a more reliable and
robust identification of red tides over a wide range of oceanic environments than was possible using
chlorophyll a concentration, or proposed red tide detection algorithms. Maps of C. polykrikoides red
tide in SSK outlined patches of red tide covering the area near Naro-do and Tongyeong during the end
of July and early of August, 2012 and extending into from Wan-do and Geoje-do during the middle of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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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남해안에서 발생한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를 적조인 경우와 아닌 경우(satellite

high chlorophyll water)로부터분류하기위해서, 본연구는 Son et al.(2011)의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을 세계 최초 해색위성인 GOCI 파장에 맞도록 개선했다. C. polykrikoides 적조인 경우와 아닌 경우

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분리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조 발생 가능지역으로 555nm와 68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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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적조는 전세계 연안 지역(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

에서집단폐사, 물리적손상과막대한생태계에 향을

야기시켜왔고, 최근 표층수온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에

의한 향으로 증가되고 있다(Kang et al., 2002; Lee
et al., 2006; 손외, 2010; 손외, 2012). 원격탐사를활

용한적조탐지및모니터링연구는위성에서추정된클

로로필 농도나 클로로필 이상에 기초하여 시도되었다

(Stumpf et al., 2003; Hu et al., 2004, 2005; Suh
et al., 2004; Tomlinson et al., 2004; Ahn and
Shanmugam 2006; Ahn et al., 2006; Ishizaka et
al., 2006). Stump et al.(2003)과 Tomlinson et
al.(2004) 연구는위성에서추정된클로로필의두달평

균값에서 클로로필 이상을 계산하여 적조 발생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현재 NOAA에서는 적

조탐지를위한공식적인방법으로사용되고있다. 그러

나 다른 비적조종은 종종 적조와 유사한 클로로필 농도

를보이거나또는광합성이덜한적조종은위성에서분

석할수없을정도의약한클로로필특성을보이므로항

상 적조지역에서 클로로필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색위성에서 추정된 클로로

필알고리즘은맑은해역에중점을두고개발되어서(O’

Reilly et al., 2000) 연안지역에서의 용존 유기물/부유

퇴적물과 천해의 향에 의해 생광학적 알고리즘과 지

구대기보정 방법의 문제점 및 공간/시간 해상도로 인하

여 탐지가 쉽지 않다(Hu et al., 2003; Ahn and
Shanmugam, 2006; Son et al., 2011).

연안에발생한적조는용존유기물및부유물질의

향으로 인하여 짧은 파장(412 또는 443 nm)에서 흡광

이(absorption) 증가하면서위성의클로로필농도는과

대추정된다(Son et al., 2011). 이런문제점을극복하기

위해서 Hu et al.(2005)는 미국 걸프만의 Karenia
brevis 적조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해색위성의

fluorescence line height(FLH) 측정에 기초한 방법

을 이용하여 개선된 클로로필 농도를 이용했다. 이 방

법은 용존 유기물에 의한 향이 적은 형광 파장을 사

용하기 때문에 연안에서의 적조 감지의 정 도를 향상

시켰으며, 에어로졸과 대기 특성을 모델화하는 복잡한

대기보정 방법보다 간단한 대기보정을 요구한다. 그러

나 이들 방법은 양염의 유용성, 빛의 강도, 기온과

식물플랑크톤의 물리적 관점에 의존하는 클로로필 형

광의 다양한 효율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리고 이 방법은 부유퇴적물이 많은 탁한 해역에서는

클로로필과 부유퇴적물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적조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Babin et al., 1996; Ahn and
Shanmugam, 2006).

적조탐지를위한최근연구는기존의클로로필농도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수의 광학적 특성을 파악

하여 적조 구분을 시도했다(Dierssen et al., 2006;
Cannizzaro et al., 2008; Sasaki et al., 2008).
Dierssen et al.(2006)과 Sasaki et al.(2008)는 적조

발생시 가시광선의 흡광도나 반사도가 긴 파장대로

(570-590 nm) 이동되어 나타남을 발견했다. 그리고

Cannizzaro et al.(2008)은 K. brevis 적조종은 적조

가발생했을때높은클로로필농도를보이지만낮은역

산란값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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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ce peak)에서 피크를 보이는 지역을 선택했다. 두 번째 단계는 적조 발생 가능 지역 중에서 용

존유기물/부유물질 함량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blue-to-green

밴드비를이용하여적조발생지역과아닌지역을구분했다.

네 가지 단계를 적용한 결과 적조의 스펙트럼은 증가된 식물성 플랑크톤과 용존유기물(부유물질)의 흡광

때문에 짧은 파장에서는 낮은 기울기를 보이고, 증가된 부유물질 때문에 긴 파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기울기를나타냈다. GOCI를위해개선된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은C. polykrikoides 적조인경우와

적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높은 user accuracy를 보이고,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적조 탐지 가

능성을보이고클로로필농도를이용한방법이나기존의다른적조탐지방법보다좋은결과를보 다. 남해

안 C. polykrikoides 적조는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나로도와 통 부근 해상에서 탐지 되었고,

2012년 8월중순에는완도에서거제도까지남해안전체에걸쳐발생했다.



한 식물플랑크톤 종에 대해서는 위험조류의 독특한 광

특성에 기초한 안정적 기술이 요구되고 현장조사에 기

초한 알고리즘은 비적조종으로부터 적조종이 차별화되

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용존유기물이나 부유퇴적물이

적은 해수환경에서 탐지가 용이하다(Ahn et al.,
2006).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대한민국 남해안

지역은 diatom과 dinoflagellate 종에 의한 적조가 빈

번하고, 이 두종은 해수 중에서 유사한 흡광 특성을 가

지고있어서각각의스펙트럼특성은종의특성및농도

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되지 않고, 용존

유기물 및 탁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탐지가 용이하지 않

다(Ahn and Moon, 1998; Schofield et al., 1999;
Ahn et al., 2006; Dierssen et al., 2006).

1990년 초 대한민국 남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diatom에 의한 적조 발생이 빈번했지만, 1995년 이후

적조는dinoflagellate인Cochlodinium polykrikoides
에 의해서 발생되었다(Kang et al., 2002; Lee et al.,
2002; Suh et al., 2004; Lee, 2006). C. polykrikoides
적조는 맑은 해역인 나로도와 남해도 사이에서 발생하

여 남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고, 연도별 차이를 보이지만

서해안 및 동해 지역에서도 발생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Lee et al., 2002; Suh et al., 2004; Son et al., 2011;
http://www.nfrdi.re.kr/redtideInfo). 남해안 유해성

적조의 발생 원인은 연안의 해수와 외해의 해수가 만나

는 지역에서 frontal mixing에 의해서 맑은 해역인 나

로도 또는 남해도 부근해상에서 발생하여 강한 남서풍

에 의해서 적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1999; Lee, 2008). 그리고 남해안 유해성 적조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남

해 전역 및 동해 및 서해 연안 해역까지 확산되면서 많

은피해를주는것이다. 그래서지역적으로국한된조사

만으로는 유해성 적조의 조기 탐지 및 모니터링에 한계

가있기때문에위성을활용한자료제공이필수적이다.

원격탐사 기술은 적조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으며 향을 최소화하

기위한중요한잠재력을제공하고, 적조발생시민감지

역에서적합한적조방제를위하여도움을준다.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적조는 외해에서 발생하는 적

조와는 달리 해수 중에 용존유기물/부유물질 등과 같은

복잡한 해수 신호를 가지고 있어서 적조 신호와 구분이

힘들다. 이런 남해 연안에 발생한 C. polykrikoides 적

조를탐지하기위해서, Suh et al.(2004)는적조발생에

따른 부유물질의 증가를 위성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Ahn et al.(2006)는연안에서용존유기물/부

유물질에 의한 향을 개선시킨 대기 보정 방법을 적용

하여 Red tide index Chlorophyll Alorithm(RCA) 방

법을개발하 다. Kim et al.(2009)는해수면표층수온

과 부유물질의 향을 고려한 two-stage filtering 방

법으로 남해안 적조를 탐지하 다. Son et al.(2011)은
유해성 적조인 C. polykrikoides 우세하게 발생했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MODIS 해색위성 자료를 이

용하여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으로 적조 발생지

역을체계적으로분리했다. 그리고위와같은적조탐지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하여 기존의 여러 방법들과 비교

분석하여 지역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은 클로로필 농도의 절대

값을 사용하지 않고 적조 종이 가지는 스펙트럼의 특성

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대기 효과 및 주위 해수 신호에

민감하지 않아서 연안역에 발달한 적조를 탐지하는데

용이하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유해성 적조는 남해안에서

소규모로발달되어큰 향이없었지만, 2012년일사량

의증가로남해안수온상승및해양환경변화로남해안

전역에 대규모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

었다(http://www.nfrdi.re.kr/redtideInfo). 본 연구

는 2010년 발사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색위성인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을활용하

여 지역해에 적합한 유해성 적조를 탐지하는 알고리즘

을 개선하여 적조를 조기에 탐지하여 시/공간적 변화를

모티터링 하고자한다. 기존에 개발된Son et al.(2011)
의 적조탐지 알고리즘은 MODIS 위성에 체적화 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GOCI 해색위성 파장에 적합한

알고리즘개선및이를통해관측된남해안유해성적조

의 변화를 관측하고자 한다. GOCI는 하루 8회 관측 및

500 m 공간해상도를가지고있어서MODIS 위성에비

하여시간/공간해상도가우수하여적조탐지및모니터

링에필요한자료제공이가능할것이다.

Monitoring Red Tide in South Sea of Korea (SSK) Using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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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및방법

본연구에서남해안유해성적조의시/공간적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속보 자료를 이용하 다(http://

www.nfrdi.re.kr/redtideInfo). 유해성적조주의보(red

tide attention) 및경보(red tide alert)는C. polykrikoides
의 도가300 cells/ml 이상이거나1,000 cells/ml 이

상 존재할 때 발령된다. 2012년 남해안에 처음 유해성

적조주의보는7월27일나로도및경남통 부근해상

에서 발령되었고, 이후 8월 중순 남해안 전역에 유해성

적조주의보및경보가확대발표되었다.

해색위성GOCI자료는 유해성 적조가발생후 2012

년7월부터8월까지일일자료중에서적조발생지역에

구름이 없는 맑은 날짜에 대해서 처리하 다(34°-

35.5°N, 126°-129.5°E; Fig. 1). GOCI (Level 1b; 500

m 공간해상도) 자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

Fig. 1.  (a) Map of the South Sea of Korea. (b)-(c) A true color image on July 28, 2012 generated from GOCI 660 nm (red), 555 nm
(green), and 443 nm (blue). (d) A true color image on July, 28, 2012 generated from LandSat. (e) GOCI chlorophyll-a
concentration (mg/m3) on July 28, 2012 included red tide information.



양위성센터(KOSC)의 자료를 이용하 다(조 외, 2010;

Ryu et al., 2012). Level 1b 자료는 true color (Red:

660 nm, Green: 555 nm, Blue: 443 nm) 상을 제

작하고, GDPS (GOCI Data Processing System)에의

해서 Level 2 자료인 클로로필 농도, water leaving

radiance (Lw), normalized-water leaving

radiance(nLw) 및 remote-sensing reflectance

(Rrs)를추출했다(한외, 2010; Ryu et al., 2012).
첫째, 유해성 적조 탐지 알고리즘 방법은 기존에 개

발된 Son et al.(2011)의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

을 GOCI 파장에 맞도록 개선하 다. 유해성 적조의 광

학적 특성은 2012년 7월 28일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속

보에서보고된나로도부근해상및적조가발생하지않

은지역에서해색위성GOCI의파장별nLw자료를수집

하고, 적조 탐지 계산에 사용했다. 둘째, 적조인 경우와

아닌경우의GOCI 스펙트럼자료는제안된알고리즘과

기존에 개발된 여러 적조 탐지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사용했다(Table 1). RCA와 FRTD 방법은 본 연구지역

인남해안에서유해성적조인C. polykrikoides를탐지

하기위해서개발되었고, 나머지두개의방법은걸프만

에서 K. brevis 적조 탐지를 위해 개발되었다. 개발된

적조 탐지 알고리즘 검증은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속보

및 위성에서 파악된 적조 지역과 위성에서 파악된 적조

지역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했고, Table 2

는정확도평가방법에대해서기술했다.

Total accuracy (%)
(1)

= [(TP+TN)/(TP+FN+FP+TN)]×100

Precision (%) = [TP/(TP+FP)] ×100 (2)

User Accuracy for C. polykrikoides bloom (%)
(3)

= [TP/(TP+FN)] ×100

User Accuracy for non-red tide (%)
(4)

= [1- {FP/(FP+TN)}] ×100

각각의 TP, FN, FP, TN은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셋째, 높은시간해상도를가지는GOCI 자료는연구

지역에서적조가발생한기간동안적조의이동경향및

확산 지역을 파악하는데 활용했다. 일일 GOCI 상 자

료는 적조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적조 지역을 파악하고

시간에 따른 이동 경향을 파악했고, 사용 가능한 적조

상 자료는 날짜별 적조 지역을 누적하여 발생 지역을

도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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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ized five different red tide detection methods

Method Description

Red tide index Chlorophyll RI(DII) =10(-0.1069×(Lw(443))3 + 0.6259×(Lw(443))2 - 1.3936×(Lw(443)) + 0.919)

Algorithm (RCA) Chl_RCA=0.316 e(0.61×RI(DII))

(Ahn and Shanmugam, 2006) Lw is water leaving radiance

bbp/ bbp_morel bbp(555)=-0.00182 + 2.058×Rrs(555)
(Morel 1988; Carder et al., 1999; bbp(555)_Morel=0.3(chl)0.62×{0.002+0.02×[0.5-0.25×log10(chl)]}

Canizzaro et al., 2008; bbp(555)/ bbp(555)_Morel is used to indicate K. brevis bloom, when the value is 2 or less.
Tomlinson et al., 2009) (where chl is MODIS OC2 chlorophyll in this study).

Spectral Shape at 490 nm (SS) SS(490)=nLw(488)-nLw(443)-(nLw(555)-nLw(443))×(490-443)/(555-443)
(Wynne et al., 2008; A negative SS(490) was indicative of a K. brevis bloom.

Tomlinson et al., 2009) (Original wavebands for SeaWiFS (443, 490, 510 nm) are modified by GOCI wavelengths (443,
490, 555 nm)).

Feasibility of red tide  Suspended solid considering particles of red tide bloom = -11.51×Ln((nLw(488)/nLw(555)) + 14.38
detection (FRTD) (In this study, original wavebands for SeaWiFS (490 nm) are modified by MODIS wavelengths
(Suh et al., 2004) (488 nm). The threshold used above 15 as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

Method Description

Table 2.  Accuracy assessments between satellite and reference data (Kim et al., 2009; Son et al., 2011)

Satellite data

Detection C. polykrikoides pixels Detection non-red tide pixels

Reference data
in-situ C. polykrikoides pixels True Positive (TP) False Negative (FN)

in-situ non-red tide pixels False Positive (FP) True Negative (TN)

Satellite data

Reference data



3. 결과

1) Modified spectral classification method for
C. polykrikoides red tide

Son et al.(2011)의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은

MODIS의 7개 파장을(412, 443, 488, 531, 555, 667,

678 nm) 이용하여 네 단계로 나누어서 적조인 경우와

적조가아닌경우로분류하여적조지역을파악했다. 첫

번째 단계는 MODIS 상에서 하나의 pixel이 가지는

가시광선 역의스펙트럼을분석하여555 nm와678 nm

에서 peak를 가지는 부분만 추출하고, 그렇지 않을 경

우 배제했다. 두 번째 단계는 남해안 적조는 맑은 해역

및 탁하고 용존유기물 많은 해역에서도 발생한다. 그래

서 용존유기물/부유물질의 향이 작은 지역과 많은 지

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MODIS의 세개의 밴드(412,

488, 555 nm)를 이용한 밴드비로 지역을 구분하 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용존유기물/부유물질의 향

이 크고 작은 지역에서 네 개의 밴드(443, 488, 531,

555 nm)의밴드비를사용하여최종적으로적조지역을

구분한다. 이 방법은 적조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서 용존유기물/부유물질이 많고 또는 작은 지역을 구분

하고 각각의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유해성 적조 C.

polykrikoides 발생지역을 탐지했다. 그러나, GOCI의

파장은(412, 443, 490, 555, 660, 680 nm) MODIS에

포함되어 있는 가시광선 역 파장 중에서 488 nm는

GOCI의 490 nm로 대처 가능하지만, 531 nm 없기 때

문에다른밴드를이용해서개선되어야한다.

Fig. 2는GOCI파장에맞도록개선된적조탐지방법

을 도시화했다. 유해성 적조 탐지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는 Son et al.(2011)의 spectral classification 방

법 중에서 첫 단계를 만족하는 555와 680

nm(fluorescence peak)에서피크를가지는pixel을선

택하고 나머지는 적조가 아닌 경우로 분류했다. 일반적

으로 클로로필 농도가 증가 할수록 440-450 nm와

670-680 nm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560-570 nm와

680-690 nm에서 반사가 일어난다(Ahn et al., 2006;

Dierssen et al., 2006; Sasaki et al., 2009). 이런 결

과는 해수중에 유기/무기물질이 증가하게 되면(클로로

필농도증가) 가시광선의긴파장대에서피크를가지게

되고, 반대로 감소하면 짧은 파장에서 피크를 보인다

(Morel and Maritorena, 2001; Werdell and Bailey,

2005; Son et al., 2009).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적조를 포함할 수 있는 높은 클로로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녹색 및 적색 파장에서(555와 680 nm) 피크를

보이는 지역을 선택하 다. Fig. 3(a)는 유해성 적조 발

생 지역에서 추출한 GOCI 파장별 nLw자료이고, Fig.

3(b)는적조가나타나지않은지역의스펙트럼을클로로

필 농도 변화에 따라 평균해서 도식화 했다.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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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employed to classify red tides using a four-step modified spectral classification based on Son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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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Red tide and (b) non-red tide spectral characteristics averaged for water with four different bins of GOCI chlorophyll-a
concentrations. Blue colr shows nLw(412)/nLw(555) > (nLw(555)-nLw(490))/nLw(555) and red color shows the reverse
relationship for red tide (c) and high satellite chlorophyll samples (d). (e) The relationship between nLw(490)/nLw(555) and
nLw(443)/nLw(490) was plotted to distinguish red tide water (blue color; nLw(490)/nLw(555) > nLw(443)/nLw(490)) from high
satellite chlorophyll water (green color; nLw(490)/nLw(555) ≤ nLw(443)/nLw(490)) using the data shown in Fig. 3c-3d. (f) The
relationship between nLw(490)/(nLw(555)-nLw(490)) and 0.9× [nLw(555)/(nLw(443)+nLw(490))] was plotted to distinguish red
tide water (red color; 0.9× [nLw(555)/(nLw(443)+nLw(490))] > nLw(490)/(nLw(555)-nLw(490)) from high satellite chlorophyll
water (green color; 0.9× [nLw(555)/(nLw(443)+nLw(490))] ≤ nLw(490)/(nLw(555)-nLw(490)) using the data shown in Fig. 3c-
3d. Red tide spectra for (g) low and (h) high detritus/CDOM waters (the blue and red lines showed the mean values). Non-red
tide spectral for (i) low and (j) high detritus/CDOM water (the green and red lines showed the mean values).



형태는두개의경우모두비슷한구조를가지고있어쉽

게구분이되지않는다. 그러나, 적조의스펙트럼은클로

로필 농도 증가에 따라 490 nm를 기준으로 412과 490

nm 사이의 기울기와 490과 555 nm 사이의 기울기 크

게변하지만, 적조가아닌경우의스펙트럼은이런변화

를보이지않는것으로보고되었다(Son et al., 2011).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를 만족하는 지역 중에

서 용존유기물/부유물질 함량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을구분하는 단계이다(Fig. 2). 일반적 남해안에서 적조

는나로도또는소리도등과같은맑은해역에서도존재

하지만, 내만에위치한여수, 완도, 또는금오도등과같

은 용존유기물이나 탁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Suh et al., 2004; Son et al., 2011). 맑은 해역은 낮

은 용존유기물/부유물질의 함량으로 짧은 파장에서

pigment나 용존유기물에 의한 흡광은 약한 반면 해수

에의한산란이증가한다. 광학적으로복잡한해역은짧

은 파장에서 pigment나 용존유기물에 의한 흡광 증가

되고, 긴 파장에서는 부유물질에 의한 산란이 증가된다

(Carder et al., 1999). 그래서, Son et al.(2011)은적조

고유의 스펙트럼에서 해수 중에 포함된 용존유기물/부

유물질의 혼합된 스펙트럼 특성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Fig. 3(c)는 적조 지역에 추출된 스펙

트럼 자료를 이용하여 적용했고(Fig. 3a 자료), Fig.

3(d)는 적조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의 스펙트럼 자료를

적용했다(satellite high chlorophyll water, Fig. 3b

자료). 파란색샘플은용존유기물/부유물질이작은지역

으로 nLw(412)/nLw(555) > (nLw(555)-nLw(490))

/nLw(555)의 관계식을 이용했고, 빨간색 샘플은 용존

유기물/부유물질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으로nLw(412)/

nLw(555) ≤ (nLw(555)-nLw(490))/nLw (555)의 관

계식을이용했다.

세 번째 단계는 용존유기물/부유물질이 낮은 지역에

서(Fig. 3c-d의 파란색 샘플 이용) 적조를 구분하는 것

으로, Son et al.(2011)의 방법에서는 443, 488, 531,

555 nm의밴드비를사용하지만, GOCI는488와531 nm

밴드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두파장모두490 nm을

대신사용하여구분을시도했다. Fig. 3(e)에서nLw(443)/

nLw(490) > nLw(490)/nLw(555)의 관계식을 만족하

면 적조인 지역으로 구분되고(파란색 샘플), 역의 관계

는 적조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녹색 샘플) 구분했

다. Son et al.(2011)의결과에서보여지듯용존유기물/

부유물질이 낮은 지역에서의 적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클로로필 농도를 보이지만, 680 nm에서 높은 형광 값

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용존유기물/부유물질이 낮

은 지역에서의 적조인 경우와 적조가 아닌 스펙트럼 특

성은(Fig. 3g and 3i)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에서 nLw

값이 높게 나타나고 클로로필 농도는 낮게 나타난다(평

균3.7과 2.7 mg/m3). 그러나, 적조의스펙트럼은짧은

파장에서pigment에의한흡광이증가하면서상대적으

로 412-490 nm 사이의 기울기가 감소하지만, 적조가

아닌경우는이런스펙트럼형태가나타나지않았다.

네 번째 단계는 용존유기물/부유물질이 높은 지역에

서(Fig. 3c-d의 빨간색 샘플 이용) 적조를 구분하는 것

으로 Son et al.(2011)의 방법에서는 443, 488, 531,

555 nm의 밴드비를 사용했다. 개선된 적조 탐지 알고

리즘은488과 531 nm 밴드모두를 490 nm로대신사

용해서는적조를구분할수가없었기때문에개선된밴

드비를 만들었다. Fig. 3(f)에서 0.9× [nLw(555)/

(nLw(490)+nLw(443))] > nLw(490)/(nLw(555)-

nLw(490))의관계식을만족하면적조인지역으로구분

되고(빨간 샘플), 역의 관계는 적조가 포함되지 않은 지

역으로(녹색 샘플) 구분했다. Son et al.(2011)의 방법

에서는 nLw(555)/(nLw(490)+nLw(443))의 관계식에

서555 nm 대신531 nm을사용했고, GOCI에서이밴

드가없기때문에대신 555 nm를사용했고, 증가된밴

드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관계식에 0.9의 weighting

factor를 곱했다. 역의 관계는 적조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녹색 샘플) 구분했다. 용존유기물/부유물질이

높은 지역에서의 적조인 경우와 적조가 아닌 스펙트럼

특성은(Fig. 3h and 3j)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에서

nLw 값이낮게나타나고클로로필농도도높게나타난

다(평균 31.7과 8.9 mg/m3). 적조의 스펙트럼은 짧은

파장에서 pigment에 의한 흡광뿐만 아니라 용존유기

물에 의한 흡광도 같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412-

490 nm 사이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부유물질의 증가로

녹색 파장에서 상대적으로 nLw 절대값이 증가하지만,

적조가 아닌 경우는 이런 스펙트럼 형태가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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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oss comparisons of proposed red-tide
detection algorithms

알고리즘 검증은 Fig. 3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적조 탐지 알고리즘(Table 1)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

고리즘(Fig. 2)을 이용하여 비교/부넉하고 오차를 계산

했다(Table 2 and 3). RCA 알고리즘(Ahn et al.,

2006)은 적조를 구분하는 경계값이 명확하지 않고,

Kim et al.(2009)의 알고리즘은 해수면 표층수온 자료

가 요구되어 계산 과정에서는 제외시켰다. 기존의 제안

된 세가지 방법과 개선된 spectral classification을 이

용한 정확도 평가 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다. bbp/

bbp_morel과 SS 방법은 ~47%과 ~58% 의 user

accuracy for C. polykrikoides을 나타내고, ~55%과

~68%의 user accuracy for non-red tide을 나타냈

다. FRTD 방법은 100% 의 user accuracy for C.

polykrikoides을 나타냈지만, ~18%의 user accuracy

for non-red tide을 나타냈다. 개선된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은 높은 accuracy와 precision을

나타내고 있다(Table 3, 53%와 75%). 그리고 user

accuracy for C. polykrikoide과 user accuracy for

non-red tide은각각77%와89% 이다.

기존의 제안된 적조탐지 방법들은(Table 1) Son et

al.(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전체 적조 샘플 중에

서~50%를유해성적조로구분하지만, 적조가않은샘

플도적조인경우로과대추정되었다. FRTD 방법은전

체122 샘플중에서70개의 false positive로적조가아

닌 경우이지만 계산 결과 적조로 과대평가되었다. 그러

나 개선된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은 적조인 경우

뿐만 아니라 적조가 아닌 경우 모두 효율적으로 구분되

었지만, 적조로 추정되는 모든 샘플을 탐지하지 못했다

(Table 3).

4. 토의

1) Image-based analysis for C. polykrikoides
red tide

2012년 7월 28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외나로도 및 남

해 통 부근에 저 도(140-930 cells/ml) C.
polykrikoides 유해성 적조 발생을 통보했다(http://

www.nfrdi.re.kr/redtideInfo). 적조 발생 지역의 현

장관측표층수온은24-26 °C이고, MODIS위성에서관

측된표층수온은현장값보다1~2 °C 높게나타났다. 적

조의공간적분포는동일날짜의GOCI RGB 이미지및

클로로필 상에서 확인 되었고, 고해상도 LandSat

RGB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Fig. 1b-e). 두 상

에서확인된적조지역은어두운색을띄고있어서주위

의 해수와 잘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적조 발생 지역은

dark red/brown으로보이고, 이것은클로로필농도증

가 뿐만 아니라 해수 중 용존유기물/부유물질이 증가되

면서 짧은 파장대에서 흡광이 증가하고 복사량이 감소

하면서 나타나게 된다(Ahn and Shanmugam, 2006;

Dierssen et al., 2006; Son et al., 2011). 그러나저

도의 적조는 pigment에 의한 흡광보다 주위 해수에 의

한반사가우세하고낮은공간해상도때문에RGB 상

에서파악하기힘들었다.

Fig. 4는 2012년 7월 28일 GOCI 상을 이용하여

기존의적조탐지알고리즘(Table 1)과개선된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Fig. 2)으로계산된적조발생지역

과 GOCI 클로로필 농도를 보여준다. 적조가 발생한 나

로도 및 남해안 통 부근은 GOCI 클로로필 이미지에

서상대적으로낮은농도를보이지만, 나로도부근해상

에서가늘고길게발달된패치가관측되었다(Fig. 1b-e

and 4a). 나로도 부근 적조 발생 지역은 GOCI 및

LandSat RGB 상에서dark red/brown으로주위해

수와다른색깔을나타내고있다(Fig. 1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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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curacy of each red tide detection method

Method TP FN FP TN Total Total Precision User Accuracy for User Accuracy for
events Accuracy (%) (%) C. polykrikoides (%) non-red tide (%)

bbp/ bbp_morel 17 19 38 48 122 38.24 30.91 47.22 55.81

SS 21 15 27 59 122 44.20 43.75 58.33 68.60

FRTD 36 0 70 16 122 37.68 33.96 100.00 18.60

Spectral classification 28 8 9 77 122 52.76 75.68 77.78 89.53

Method TP FN FP TN
Total Total Precision User Accuracy for User Accuracy for
events Accuracy (%) (%) C. polykrikoides (%) non-red tide (%)



RCA 방법으로계산된결과는나로도부근적조발생

지역에 대해서 과소평가되어 적조를 탐지하고 못하고,

남해군 및 거제 부근 해역을 적조 지역으로 분류했다

(Table 1 and Fig. 4b). bbp/bbp_morel 적조 탐지 방

법에 의한 적조지역은 2보다 작은 지역으로(Table 1),

나로도 부근과 통 북쪽 해상이 적조 발생지역으로 구

분되었다(Fig. 4c). SS 적조탐지방법은계산결과가0

보다작은경우를적조지역으로분류한다(Table 1 and

Fig. 4d). SS 방법은bbp/bbp_morel 방법의결과와유

사하게 나로도 부근의 적조띠를 적조 발생지역으로 구

분했다. bbp/bbp_morel 방법은 원격반사도와 클로로

필농도를이용하여555 nm에서역산란계수를이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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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ps of (a) GOCI chlorophyll-a concentration (mg/m3) on July 28, 2012 included red tide information. Maps showed the red
tide area determined by red tide detection of (b) RCA (mg/m3), (c) bbp/bbp_morel (non-dimension), (d) SS (non-dimension),
and (e) FRTD (mg/l) methods (Table 1). (f)-(g) The potential red tide area after apply modified spectral classification (Fig. 2).

(a) GOCI Chlorphyll (mg/m3)

(b) RCA (mg/m3) (c) bbp/bbp_morel

(e) FRTD (mg/l)(d) SS

(f) (g)



고(Morel, 1998; Carder et al., 1999; Canizzaro et

al., 2008; Tomlinson et al., 2009), SS 방법은 스펙

트럼의 경사를 이용하여 K. brevis 적조를 구분한다

(Wynne et al., 2008). 그러나 K. brevis 적조는 상대

적으로높은클로로필농도및낮은역산란계수를보이

는 반면, 외해에 발달된 남해안 C. polykrikoides 유해

성적조는상대적으로낮은클로로필농도및짧은파장

에서증가되는흡광특성을나타낸다(Son et al., 2011).

FRTD 적조탐지방법은적조가발생할경우증가된부

유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계산 결과가 15보다 큰 경우에

적조 지역으로 구분한다(Table 1 and Fig. 4e). 나로도

부근 적조는 FRTD 방법으로 탐지가 되지만, 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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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ps of (a) GOCI chlorophyll-a concentration (mg/m3) on August 5, 2012 included red tide information. Maps showed the red
tide area determined by red tide detection of (b) RCA (mg/m3), (c) bbp/bbp_morel (non-dimension), (d) SS (non-dimension),
and (e) FRTD (mg/l) methods (Table 1). (f)-(g) The potential red tide area after apply modified spectral classification (Fig. 2).

(a) GOCI Chlorphyll (mg/m3)

(b) RCA (mg/m3) (c) bbp/bbp_morel

(e) FRTD (mg/l)(d) SS

(f) (g)



이외의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을 적조 발생지

역으로 추정했다. 이 방법은 과거 MODIS를 이용한

Son et al.(2011)의 탐지 결과와 유사하게 적조가 아닌

지역을 적조 지역으로 과대평가 했다. 부유물질의 향

은적조종에의한것도존재하지만, 주위육상에기인한

부유물질 및 담수에 의한 향으로 적조가 아닌 지역에

서도증가된다.

Fig. 4(f)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적조탐지 방법(Fig.

2) 중에서 1-2 단계를 적용한 결과로 적조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파란색 부분은 용존유기물/부유

물질의 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고, 빨간색 부분

은반대의경우이다. Fig. 4(g)는네단계의적조탐지알

고리즘(Fig. 2)을모두적용한후최종적으로적조발생

지역을도식화한것이다. 개선된적조탐지알고리즘적

용 후 적조는 나로도 부근 해상과 남해 통 부근 해상

으로 최적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된 방법

(Fig. 2)은적조 도가낮거나소규모로발달된경우공

간해상도의 문제 및 약한 적조 신호로 인하여 국립수산

과학원 적조속보에서 보고된 전체 적조 지역을 탐지되

지 못했다. 그러나 GOCI 위성에 기반을 둔 탐지 결과

현장관측에서보고되지못한부분들이관측되었다.

Fig. 5는 2012년 8월 5일GOCI 상을이용하여기

존의 적조 탐지 알고리즘(Table 1)과 개선된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Fig. 2)으로계산된적조발생지역

과 GOCI 클로로필 상이다. 유해성 적조는 남해지역

에서 돌산도-여수-남해군-거제도 부근 연안에 발생되

어적조주의보가발령되었다. C. polykrikoides의 도

는 20-7,600 cells/ml으로 지역적 차이를 보 다

(http://www.nfrdi.re.kr/redtideInfo). 적조 발생 지

역의 표층수온은 현장관측 자료에서는 24-27 °C이고,

MODIS에서 관측된 표층수온은 26 °C 이상을 나타냈

다. 적조발생한지역의GOCI 클로로필농도는가막만,

여수내만, 그리고 사랑도 북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대

적으로낮았다(Fig. 5a).

RCA 방법을 이용한 적조 지역은 돌산도-여수내만-

남해군 연안을 지시하지만, 연구지역 남동쪽 지역 또한

적조 지역으로 추정되었고(Fig. 5b), 기존의 다른 결과

(Fig. 5c-g)에서는 탐지 되지 못했다. bbp/bbp_morel

방법은가막만, 여수내만, 남해군북쪽을적조발생지역

으로구분했다(Fig. 5c). SS 방법으로계산된적조지역

은 여수내만과 남해군 북쪽이다(Fig. 5d). FRTD 방법

으로 추정된 적조 지역은 나로도 북쪽에서 거제도 서쪽

까지상대적으로넓은지역을나타냈다(Fig. 5e).

본 연구에서 개선된 적조탐지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적조 가능 지역은 나로도부터 거제도까지 내만 지역에

집중되었고(Fig. 5f), 최종적으로 계산된 적조 지역은

돌산도, 여수내만, 남해군 부근 해역, 사랑도 및 거제도

서쪽 지역으로 나타냈다(Fig. 5g). 기존의 방법과 본 연

구에서제안된방법모두에서적조가보고되지않은지

역에서적조발생지역으로추정되거나, 적조발생지역

으로 보고된 지역을 탐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적조발생지역이연안인접지역에서발생하 고, 위성

상에서는 연안 부근은 대기보정 과정(Ahn et al.,
2012)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연안에 인접한 적조는

구분이 힘들다. 그러나 Fig. 5(g)에서 보여지듯 개선된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사랑도 부근

적조가탐지가되었고, 이부분은적조속보에서보고되

지않았다.

Fig. 6는 2012년 8월 18일 GOCI 상을 이용하여

기존의적조탐지알고리즘(Table 1)과개선된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Fig. 2)으로계산된적조발생지역

과 GOCI 클로로필 농도이다. 적조 발생 지역은 완도에

서거제도지역까지적조주의보및경보가발령되었고,

전남고흥및통 시부근해상은적조경보가발령되었

다. C. polykrikoides의 도는 100-6,000 cells/ml으

로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http://www.

nfrdi.re.kr/redtideInfo). 적조 발생 지역의 표층수온

은 현장관측 자료에서는 25-32 °C으로 8월 초에 비하

여 증가되었다. 적조 발생 지역의 GOCI 클로로필 농도

는 완도, 고흥, 나로도, 돌산도, 여수내만, 그리고 거제

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외해에서는 낮게 나타났

다(Fig. 6a).

RCA 방법을 이용한 적조 지역은 여수내만과 거제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구지역 서쪽에서 보고된 적조 발

생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이고, 반대로

외해에서 증가된 클로로필 농도를 나타냈다(Fig. 6b).

bbp/bbp_morel 방법을 이용한 적조 지역은 연구지역

서쪽에 위치한 고흥, 소리도 부근 외해 및 사랑도 부근

으로나타냈다(Fig. 6c). SS 방법으로계산된적조지역

은 고흥, 여수내만과 거제도 부근이다(Fig. 6d). F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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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추정된적조지역은고흥내만의대부분지역,

나로도, 여수내만, 돌산도, 및 거제도로 추정 계산되었

다(Fig. 6e). FRTD방법은 적조가 보고 되지 않은 넓은

지역을적조발생지역으로과대추정했다.

본 연구에서 개선된 적조탐지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적조 가능 지역은 완도부터 거제도까지 클로로필 농도

가 증가되어진 내만 지역을 선정했고(Fig. 6f), 최종적

으로 계산된 적조 지역은 완도, 고흥, 여수내만, 여수내

만, 남해군 부근 해역, 사랑도 및 거제도 서쪽 지역이다

(Fig. 6g). 적조경보지역은개선된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에의해서많은지역이추정되었고, 그이외의적조

주의보 지역도 적조 속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적조

지역으로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기존의적조탐지방법은RCA 방법을제

외하고 나로도 부근 해역의 적조는 구분되었지만, 적조

가 보고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넓은 지역이 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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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ps of (a) GOCI chlorophyll-a concentration (mg/m3) on August 18, 2012 included red tide information. Maps showed the
red tide area determined by red tide detection of (b) RCA (mg/m3), (c) bbp/bbp_morel (non-dimension), (d) SS (non-
dimension), and (e) FRTD (mg/l) methods (Table 1). (f)-(g) The potential red tide area after apply modified spectral
classification (Fig. 2).

(a) GOCI Chlorphyll (mg/m3)

(b) RCA (mg/m3) (c) bbp/bbp_morel

(e) FRTD (mg/l)(d) SS

(f) (g)



발생 지역으로 과대 추정되었다. 남해안의 적조는 적조

종에따라다른광특성을나타내고, 내만에서증가된용

존유기물 및 부유물질의 향으로 주위 해수 신호가 적

조로 오인되는 광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지역적 특성 때

문에 적조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기 힘들다(Shu

et al., 2004; Ahn et al., 2006; Son et al., 2011). 이
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Ahn et al.(2006)은 개

선된 해수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 새로운 대기보정 방법

을 적용하여 적조를 탐지했고, Kim et al.(2009),
Tomlinson et al.(2009)와 Suh et al.(2004)는통계학

적/경험적 방법이나 모델 결과를 이용한 접근을 시도했

다. 그러나 Son et al.(2011) 결과에서 보여지듯 bbp/

bbp_morel과 SS 적조 탐지 방법은 C. polykrikoides

의적조에대해서상대적으로높은user accuracy 나타

내지만, 반대로 C. polykrikoides의 적조가 아닌 경우

에 대해서는 낮은 user accuracy를 나타냈다. 그리고

FRTD 적조탐지방법은C. polykrikoides의적조에대

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user accuracy를 보이고, C.

polykrikoides의 적조가 아닌 경우에는 높은 user

accuracy를보 다.

2)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C. polykriko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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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Comparison of the patches of C. polykrikoides red tide around Naro-do on July 30, 2012. The dominant movement of red
tide changed from northwest to southeast. (b) Maps of C. polykrikoides red tide occurrence for July 28, July 30, August 1,
August 5, and August 18, 2012.



red tide

정지궤도 해색위성 GOCI는 일일 8회 관측으로 다른

극궤도 해색위성에 비하여 높은 시간 해상도을 가지고

(Ryu et al., 2012; Son et al., 2012), 이를 활용하여

시간에따른적조의공간적변화를추적및예측에활용

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적조의시/공간적변화는

가용한GOCI 위성자료에개선된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을적용하여추적했다(Fig. 7). Fig. 7(a)는GOCI의

높은 시간해상도를 이용하여 나로도 부근 해상된 발달

된적조의움직임을 파악했고, Fig. 7(b)는 GOCI의 높

은 공간해상도를 이용하여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남해안에 발달된 유해성 적조의 공간적 분포를 도식화

했다.

2012년 7월 30일GOCI 상자료중에서오전10시

부터오후3시까지적조의움직임을추적해본결과, 적

조는 북동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남서 방향으로 내

려오는 움직임을 보 다(Fig. 7a). 이는 조석에 의한 움

직임과 유사함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해

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HyCOM 모델에 나온 결

과와 비교해 본 결과, Son et al.(2012)의 연구에서 녹

조는 바람에 의한 향이 우세하지만, 적조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해류의 방향과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 다(본

결과는 나타내지 않았음). 추후 이런 결과들은 적조 발

생뿐만 아니라 이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것으로사료된다.

Fig. 7(b)는 2012년 7월 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여

8월까지발생한지역을파악하기위해서, GOCI 상에

서적조지역이구름이없는맑은날짜의 상을이용하

여 개선된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을 적용하여 공

간적인 경향을 파악했다. 수산과학원 적조 속보에 나타

난것처럼유해성적조는7월말나로도및통 부근해

역에서발달되어, 8월초및중순에접어들면서적조발

생 지역이 확대되어 완도에서 거제도 부근 해상까지 남

해안 전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다. 완도 및 금오도

지역은 탁도가 높은 지역으로 적조가 잘 발생되지 않은

지역이지만(Son et al., 2011), 2012년의 경우 높은 수

온과 증가된 담수의 유입으로 연안역의 부 양화로 유

해성 적조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http://www.nfrdi.re.kr/redtideInfo).

5. 결론

원격탐사를 활용한 남해안 유해성 C. polykrikoides
적조를탐지하기위해서, 본연구에서는기존의Son et
al.(2011)의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을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색위성 GOCI의 파장에 맞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 다. 알고리즘분석은2012년7월과8월남해안

에 발생된 적조의 시/공간적 GOCI 스펙트럼과,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스펙트럼을 이용했다. 개선된 적

조탐지알고리즘은크게네단계로나누어서적조인경

우와 적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분석했

다. 구분된유해성적조의스펙트럼은증가된식물성플

랑크톤의 흡광 때문에 짧은 파장에서는(412-490 nm)

낮은기울기를보이고, 증가된부유물질때문에긴파장

에서는(490-555nm) 높은 반사도 값을 보여서 상대적

으로증가된기울기를나타냈다.

개선된 spectral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은 기존의

적조 탐지 알고리즘 방법과 비교/검증되었다(Table

1-3). 기존의 적조 탐지 알고리즘은 C. polykrikoides
의 적조인 경우나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user accuracy를보 다. 개선된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은 C. polykrikoides의 적조인 경우나 아닌 경우

모두높은user accuracy를나타냈다.

서로다른방법을적용하여구현된적조지도에서기

존의 적조 탐지 알고리즘의 결과는 내만의 용존유기물

과 탁도가 높은 지역을 적조로 구분했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알고리즘은현장관측에서지시한다양한지역의

적조를 구분했다. 그리고 GOCI의 장점인 높은 시간해

상도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된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2012년 7월30일나로도부근해상에발달된적조

의 이동을 파악해 보았다. 유해성 적조는 표층 해류 흐

름의 향을 받아서 북동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표층

조류에 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GOCI의장점인높은공간해상도를이용하여2012년7

월말부터8월중순까지가용한GOCI 상을활용하여

적조의 공간적 분포를 구현했다. 위성으로 파악된 유해

성 적조는 전남 완도에서부터 거제도 해상까지 남해안

전지역에걸쳐서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다.

Monitoring Red Tide in South Sea of Korea (SSK) Using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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