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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ightness temperature (BT) difference between sea fog and sea surface is small,

because the top height of fog is low.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detect sea fog with infrared

(IR) channels in the nighttime. To overcome this difficulty, we have developed a new algorithm

for detection of sea fog that consists in three tests. Firstly, both stratus and sea fog were

discriminated from the other clouds by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BTs 3.7 µm and 11 µm.

Secondly, stratus occurring at a level higher than sea fog was removed when the difference

between cloud top temperature and sea surface temperature (SST) is smaller than 3 K. In this

process, we used daily SST data from AMSR-E microwave measurements that is available even

in the presence of cloud. Then, the SST was converted to 11 µm BT based on the regressed

relationship between AMSR-E SST and MTSAT-1R 11 µm BT at 1733 UTC over clear sky

regions. Finally, stratus was further removed by using the homogeneity test based on the

difference in cloud top texture between sea fog and stratus. Comparison between the retrievals

from our algorithm and that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lgorithm,

shows that the KMA algorithm often misconceived sea fog as stratus, resulting in

underestimating the occurrence of sea fog. Monthly distribution of sea fog over northeast Asia

in 2008 was derived from the proposed algorithm. The frequency of sea fog is lowest in winter,

and highest in summer especially in June. The seasonality of the sea fog occurrence between

East and West Sea was comparable, while it is not clearly identified over South Sea. These

results would serve to prevent the possible occurrence of marine accidents associated with sea

f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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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개는 수적에 의해 가시거리가 1 km 미만으로 감

소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기상청, 2009). 해상에서

발생된 안개인 해무는 주로 5~8월에 발생하고, 시정

을 악화시켜 교통의 지연이나 사고를 빈번히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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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김문옥, 1998; 강원덕 등, 2005; Gultepe et al.,

2007). 김삼곤과 강종필 (2011)은 2005~2009년 안개

발생시의 어선 1척당 해양사고 발생 주기가 1.6일로

다른 기상요인에 비해 매우 짧음을 보였다. 이러한 해

상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무의 정확한

탐지가 필요하다.

안개는 지상과 위성으로 관측할 수 있다. 지상에서

는 관측소가 한정된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의 관측정보만이 얻어진다. 이에 반해, 위성은

시·공간적으로 연속된 관측이 가능하여, 해무의 탐

지에 매우 용이하다 (Ellrod, 1995; Ahn et al., 2003;

Yoo et al., 2005).

위성을 이용한 안개 탐지는 주간과 야간에 다른 방

법을 사용한다. 주간에는 가시채널의 반사도 차이로

구름과 지표를 구분한 후, 적외채널 (11 µm)의 밝기

온도를 이용해 구름과 안개를 분리하여 안개를 탐지

한다 (Ahn et al., 2003; 유정문 외, 2006). 가시채널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의 경우, 적외파장대를 이용하여

안개를 탐지해야한다. 하지만, 안개는 운정고도가 매

우 낮아 지표와 온도가 비슷해, 적외채널만으로는 구

분이 어렵다 (Ellrod, 1995; 허기영 외, 200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근적외채널 (3.7 µm)과 적외채

널의 밝기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안개 및 하층운을 탐

지하는 Dual Channel Difference (DCD) 방법이 고안

되었다 (Eyre et al., 1984). 수적의 방출율은 3.7 µm

에서 0.8~0.9, 11 µm에서는 1.0 이므로, 수적의 3.7 µm

와 11 µm의 밝기온도 차이는 음의 값을 가진다 (Hunt,

1973).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DCD 방법은 3.7 µm와

11 µm의 밝기온도 차이가 음의 값을 갖는 영역을 안

개 또는 하층운으로 탐지한다. Eyre et al. (1984)이 극

궤도 위성 NOAA에 탑재된 AVHRR 센서를 이용한

안개와 하층운 탐지에 DCD 방법을 적용한 이후, Ellrod

(1995)가 정지궤도 위성인 GOES-9을 이용한 안개 탐

지에 적용되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안개 및 하층운의

탐지연구에 이용되었다 (Lee et al., 1997; Bendix,

2002; Yoo et al., 2005; Cermak and Bendix, 2007;

Gao et al., 2009). 하지만 DCD 방법은 안개와 하층

운을 함께 탐지하기 때문에, 위성을 이용한 안개 탐

지를 위해서는 하층운을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DCD 방법외에 다른 방법을 추가하

여 안개와 하층운을 분리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안개표면의 균질성을 이용해 안개

와 하층운을 구분한 허기영 외 (2008)의 연구가 있었

고, 해상의 바람이 약할 때 안개가 발생함을 이용하

여, 해상풍 자료와, DCD 방법, 그리고 안개표면의 균

질성을 이용하여 안개를 탐지하는 연구가 있었다 (Heo

et al., 2008). 기상연구소 (2009)는 DCD 방법, 지표면

에 의한 오염화소를 제거하기 위한 11 µm와 6.7 µm

밝기온도차, 권운 등 상층운제거를 위한 11 µm와 12 µm

의 밝기온도차, 그리고 안개표면의 균질성을 이용한

3 × 3 격자의 11 µm 밝기온도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안

개를 탐지하였다. Cermak and Bendix (2011)는 운정

고도와 구름의 두께, 지표의 높이를 이용하여 육지에

발생하는 안개를 탐지하였다.

야간에 해무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려면, 관측시간의

주기가 짧은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해야한다. 위 문단

에서 소개한 안개탐지 방법은 우리나라 주변의 야간

해무탐지에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있었다. Hea et al.

(2008)의 방법은 우리나라 부근을 하루 두 차례 관측

하는 극궤도 위성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해무

탐지에 이용할 수 없었다. 기상연구소 (2009)의 방법

은 하층운 제거가 미흡하였고, 탐지과정에서 해무가

제거되는 등 정확한 해무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Cermak and Bendix (2011)는 유럽을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인 MSG (Meteosat Second Generation)

을 사용하여 안개를 탐지하는데, 이용되는 채널이 우

리나라를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무 탐지에 적용할 수 없

었다. 이러한 문제로 새로운 야간 해무 탐지 방법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해무 탐지 방법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해무가 포함된 하층운 탐지를 위해서 DCD

방법을 사용하였고, 해수면온도 (Sea Surface Temperature:

SST)와 11 µm 밝기온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하층운을 제거한 후, 표면 균질성을 이용하

여 해무를 탐지하였다. 연구자료로는 MTSAT-1R의 밝

기온도, AMSR-E의 SST를 선택하였고, 2008년 우리

나라 부근 30
o

N~45
o

N, 115
o

E~140
o

E 영역에서 해무를

탐지하였다. 구름 영역에서 11 µm 밝기온도는 운정고

도에 의존하므로, SST와 11 µm 밝기온도의 차이는 특

정고도 이상의 구름 제거에 사용될 수 있다 (Ahn et al.,

2003; Ellrod, 2002). 그리고 야간에 SST의 변화가 극

히 적기 때문에 (0.5 K 미만, Gentemann et al., 2003),

극궤도 위성에 탑재되어 야간에 한 번 측정되는 SST

자료를 해무의 탐지에 이용할 수 있다. AMSR-E는 마

이크로웨이브채널 센서로 구름과 에어러솔의 영향을

받지 않고 SST를 측정할 수 있고 (Wentz et al., 2000),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속해있는 A-train의 Aqua 위성

에 탑재되어 향후 안개와 관련된 다른 연구를 수행하

기 유리하여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2.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야간 해무 탐지를 위

해 3.7 µm 밝기온도, 11 µm의 밝기온도, 그리고 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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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두 밝기온도 자료는 2005년 2월 26일

에 발사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인 MTSAT-1R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1 Replacement)의 11 µm (IR1 channel:

10.3~11.3 µm)와 3.7 µm (IR4 channel: 3.5~4.0 µm) 밝기

온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두 밝기온도의 공간해상도

는 4 km 이다.

적외채널로 측정된 SST는 구름에 의해 차폐되어

SST를 측정할 수 없거나, 에어러솔의 영향으로 SST

가 과소추정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Nalli and Stowe,

2002; Merchant et al., 2006; 전형욱과 손병주, 2009).

그러나 적외채널 보다 파장이 긴 마이크로웨이브채널

을 이용하면 구름 및 에어러솔의 영향을 받지 않고

SST의 측정이 가능하다 (Wentz et al., 2000).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는 2002년 5월에 발사된 극궤도 위

성인 Aqua에 탑재된 마이크로웨이브 센서인 AMSR-E

(Advanced Microwave Sounding Radiometer for EOS)

의 SST를 사용하였다. 4 GHz와 11 GHz 사이의 수직

편광된 해수면 밝기온도가 SST에 민감한 특성을 이

용하여, AMSR-E의 6.9 GHz 채널과 10.7 GHz 채널의

수직 편광된 해수면 밝기온도를 SST 측정에 사용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SST 중 공간 해상도가 더 높

은 10.7 GHz 채널로 측정된 SST를 사용하였다. SST

측정오차는 0.76 K, 공간해상도는 25 km이며, 해안선

에서 75 km 떨어진 지역부터 측정 가능하다 (Wentz

and Meissner, 2000; Went et al., 2003; Gentemann et

al., 2010). 

2.2. 연구방법

해무와 하층운은 고도가 낮기 때문에 해수면과 온

도 차이가 작아 야간에 적외채널만을 이용하여 탐지

되기 어렵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의 창에

해당하는 3.7 µm와 11 µm 밝기온도 차이를 이용하

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층운과 해무를 함께 탐지

하여 하층운을 제거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하층운과 해무를 두 가지 과정을 적용하여

분리하였다. 먼저 해수면온도와 11 µm 밝기온도 차이

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운고의 하층운을 제거

한 후, 해무와 하층운의 표면균질성 차이를 이용하여

해무를 분리하였다. 이러한 해무를 탐지하는 과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2.2.1. DCD 경계값 선정

해수면과 해무/하층운을 분리하기 위해 3.7 µm와

11 µm의 밝기 온도 차이, 즉 DCD 방법을 이용하였다.

Hunt (1973)의 연구에 따르면, 수적의 방출율은 3.7 µm

에서 0.8~0.9, 11 µm 에서 1.0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

러한 특성으로 야간에 안개 또는 하층운의 3.7 µm와

11 µm 밝기온도의 차이는 음의 값을 가지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구름이 혼재된 영역에서 안개와 하

층운을 구분할 수 있다 (Eyre et al., 1984; Ellrod,

1995; Lee et al., 1997; Yoo et al., 2005; 유정문 외,

2006; Heo et. al., 2008; Gao et al., 2009; 기상연구소,

2009). DCD 방법은 안개 및 하층운 탐지에 널리 이

용되어왔고, DCD 경계값은 위성의 센서 특성과 공간

해상도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다. 다양한 위성을 이용

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경계값은 Table 1과 같다.

Yoo et al. (2005)과 유정문 외 (2006)의 연구를 제외

하면 DCD 경계값은 음의 값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DCD 방법에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MTSAT-

1R의 밝기온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공간해상도가 다른 AMSR-E의 SST를 하층운 제거에

이용한다. 그래서 두 자료의 공간해상도를 맞추기 위

해 각각 0.2
o

× 0.2
o로 자료를 격자화하여 사용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fog detection algorithm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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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간분해능 조정으로 인해 DCD 경계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새로운 DCD

경계값을 선정하였다.

DCD 경계값을 선정하기 위해서, 상층운 차폐가 없

는 해무가 뚜렷한 2008년의 4~7월까지의 기간을 선

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해수면과 해무/하층운을 포함

하는 영역의 3.7과 11 µm의 밝기온도 차이의 분포는

Fig. 2와 같았다. 이 그림에서 밝기온도 차이의 분포

는 bimodal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해수면의 방출율은

3.7과 11 µm에서 거의 같기 때문에 해수면의 밝기온

도 차이 분포는 0 K에 극값이 나타나고, 해무/하층운

의 방출율은 3.7 µm와 11 µm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

에 −3 K에 극값이 나타난다. 해수면과 해무/하층운의

밝기온도 분포가 −1.5 K를 기준으로 나누어지기 때

문에, 이 값을 DCD 경계값으로 선정하였다.

2.2.2. 해수면온도를 이용한 해무와 하층운 구분

DCD 경계값을 이용한 방법은 낮은 구름에 해당하

는 해무와 하층운을 해수면과 구분하기 위해 적용되

었다. 해무의 정확한 탐지를 위해선 하층운의 제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두 번째 과정에서는 SST와 11 µm

밝기온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운고가 높은

하층운을 제거하였다. Ellrod (2002)은 지상관측소의

지상온도와 GOES 위성의 채널4 (10.7 µm)로 측정된

밝기온도의 차이가 3 K 이하일 때 1000 ft (약 300 m)

이하에 ceiling이 관측된다고 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

하여 해무/하층운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하층운

을 제거하기 위해 SST와 11 µm 밝기온도를 사용하

였다. 해무/하층운이 존재할 때, 적외채널을 이용하면

그 아래의 SST를 측정할 수 없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채널을 이용하면 해무/하층운을 투과하여 SST 측정이

가능하다(Wentz et al., 2000). 본 과정에서는 하층운

의 제거를 위해, 마이크로웨이브 센서인 AMSR-E로

측정된 SST와 MTSAT-1R 위성의 11 µm밝기온도를

사용하였다.

Aqua 위성은 극궤도 위성이고, MTSAT-1R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으로 두 자료의 시·공간 해상도가 다

르기 때문에, 자료를 사용하기에 앞서 두 자료의 시·

공간 해상도 일치가 필요했다. 먼저 시간 해상도를 일

치시키기 위해 Aqua 위성이 우리나라 주변을 관측하

는 시간과 가장 가까운 1733 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의 MTSAT-1R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리고 공간 해상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면적평균을 사

용하여 두 자료를 격자화 하였다. MTSAT-1R의 공간

해상도는 4 km, AMSR-E의 SST 공간해상도는 25 km

이다. 해상도가 더 큰 SST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0.2o

× 0.2o 격자를 사용해 면적평균을 실시하였다.

두 자료의 시·공간 해상도 일치 후, 온도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였다. 두 위성은 센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센서에서 측정한 해수면의 온도가 다

를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였다. 구름이 없

는 날 SST와 11 µm 밝기온도의 1차 회귀식을 구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사례일로는 해상에 맑은 지역이

충분히 존재하는 2008년과 2009년의 4~9월 중 17일

이 선택되었다. 계산에 사용된 SST와 11 µm 밝기온

도의 수는 각각 2916개 이고, 상관지수는 0.984, RMSE

는 0.963 K 이다. 높은 상관지수는 두 온도가 범위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고, RMSE

도 작은 값을 보이므로 둘의 온도 차이가 하층운 제

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회귀를 이용

한 SST의 보정식은 식 (1)과 같고, 본 연구에는 이 식

Table 1. DCD (Dual Channel Difference: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3.7 µm and 11 µm)

threshold values using previous studies.

Author Sensor
BTD 

threshold value

Eyre et. al., 1984 AVHRR −2.5 K

Ellrod, 1995 GOES-7, 8 −4~−2 K

Lee et. al., 1997 GOES-8, 9 −3~−1 K

Yoo et. al., 2005 MODIS 4.0 K

유정문 외, 2006
GOES-9,

MODIS

−0.91~−0.40 K,

2.6~3.6 K

Heo et. al., 2008
MTSAT-1R,

GOES-9

−2.0 K,

−2.0 K

Gao et. al., 2009 MTSAT-1R −2.5 K

기상연구소, 2009 MTSAT-1R −2.5 K

Fig.2. Averaged distribution of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3.7 µm and 11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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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보정된 SST (adj_SST)를 하층운 제거에

사용하였다.

(1)

2.2.3. 구름의 균질성을 이용한 해무와 하층운 구분

해수면온도를 이용한 하층운 제거 방법은 운고가

낮은 하층운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

는 해무와 하층운의 표면 균질성을 이용하여 하층운

을 제거하였다. 안개는 연직적으로 안정한 조건에서

생성되어 하층운에 비해 표면이 균질한 특성을 갖는

다 (Güls and Bendix 1996; Heo et al., 2008; 기상연

구소, 2009). 그리고 허기영 외 (2008)의 연구에서

0.1
o

× 0.1
o영역의 11 µm 밝기온도 표준편차는 안개에

서 1.0 이하, 구름에서 2.0 이상의 값을 가짐을 밝혔

고, 밝기온도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안개와 하층운

의 분리가 가능함을 보였다. 이 방법을 본 과정에 적

용하여 하층운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해

상도가 4 km 인 MTSAT-1R의 적외채널의 표준편차를

이용하므로, 충분한 밝기온도 자료 수의 확보를 위해

0.2o

× 0.2o 영역의 11 µm 밝기온도 표준편차를 사용하

였다.

안개와 하층운을 구분 하는 경계값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기간 중 해무와 하층운 사례를 각각 7일씩

선정한 후 해무와 하층운 영역에서 0.2o

× 0.2o 11 µm

밝기온도 표준편차를 구하여 그 평균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고, 분포를 Fig. 4에 보였다. Fig. 4의 회색

실선은 안개 사례일에서 안개 영역의 0.2o

× 0.2o 11 µm

밝기온도 표준편차 분포, 회색 점선은 하층운 사례일

에서 하층운영역의 0.2o

× 0.2o 11 µm 밝기온도 표준편

차 분포를 나타낸다. 굵은 선은 안개 사례와 하층운

사례의 평균된 분포를 나타낸다. 검은 점선은 해당되

는 11 µm 밝기온도 표준편차 이하의 안개 면적 비율

과 하층운의 면적 비율의 차이를 나타낸다. 해무 영

역에서 11 µm 밝기온도 표준편차의 평균값은 0.326

였고, 구름에서는 1.468 였다. 하층운에 비해 해무의

11 µm 밝기온도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하층운에 비해 해무의 표면이 매우 균질

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표준편차의 평균이 허기영 등

(2008)의 선행연구에 비해 낮은데, 이는 본 연구에 사

adj_SST
SST 15.299+

1.066
-------------------------------=

Fig. 3. Relationship between AMSR-E SST and MTSAT-

1R 11 µm brightness temperature during Apr 2008 - Sep

2009 in clear sky condition.

Table 2. The average of standard deviation of 11 µm every

0.2o

× 0.2o grid in target area on fog days and stratus days.

Fog days Stratus days

Date
Mean of 

Std. dev.
Date

Mean of 

Std. dev.

2008. 04. 29 0.389 2008. 01. 02 0.976

2008. 05. 01 0.354 2008. 02. 03 2.353

2008. 05. 25 0.417 2008. 07. 20 1.039

2008. 05. 28 0.202 2008. 08. 23 0.839

2008. 06. 12 0.168 2008. 10. 26 2.315

2008. 07. 13 0.349 2008. 10. 27 1.779

2008. 10. 17 0.402 2008. 11. 09 0.972

Fig. 4. Distribution of standard deviation of 11 ㎛ brightness

temperature in 0.2o

× 0.2o grid. Gray solid lines represent the

standard deviation of fog area; Gray dashed line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for stratus area; Two thick lines are their

mean distributions; Black dashed line represents the

difference between fog area and clou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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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MTSAT-1R의 공간해상도가 MODIS의 공간해상

도에 비해 더 크고, 표준편차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격

자의 크기 역시 선행연구에 비해 크기 때문으로 사료

되었다. Fig. 4의 검은 점선은 x축에 해당되는 11 µm

밝기온도 표준편차를 사용했을 때 탐지할 수 있는 해

무 영역과 하층운 영역의 차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해무와 하층운의 효과적인 분리를 위해서 하

층운을 덜 포함하면서 해무 영역을 가장 많이 탐지할

수 있는 0.55 K를 표준편차 경계값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상연구소 안개탐지 알고리즘과 비교 분석

기상연구소 (NIMR: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의 안개탐지 방법은 해무를 과

소탐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8년 5월 25일과 2008년

5월 28일은 해무 과소탐지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해

무가 육지에도 유입되어 관측소의 시정자료로 정확한

해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수립된 해무 탐지방법을 기상연구소의

안개 탐지 알고리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5는

MTSAT-1R 위성영상이고, 왼쪽은 2008년 5월 25일

1733 UTC, 오른쪽은 2008년 5월 28일 1733 UTC

이며, 위는 적외영상, 아래는 4시간 후인 2133 UTC

의 가시영상이다. 두 사례일 모두 서해상에서 적외영

상으로는 관측이 되지 않는 구름이 가시영상에서는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름과 해수면의 적

외채널 밝기온도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구름이 해무임을 확인가능하다. 적외영

상과 가시영상 모두 관측되는 구름은 중상층운이고,

적외영상에서 서해에는 중상층운의 차폐가 거의 없

었다. Fig. 6은 두 알고리즘의 해무 탐지 결과이고, 왼

Fig. 5. MTSAT-1R IR and VIS image of sea fog occurrence days. Upper images (a, b) are IR images (1733 UTC), and bottom

images (c, d) are VIS images (2133 UTC). The VIS image is observed 4 hours later than that of the I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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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은 2008년 5월 25일 1733 UTC, 오른쪽은 2008년

5월 28일 1733 UTC이며, 위는 기상연구소의 해무 탐

지 결과, 아래는 새로 수립된 해무 탐지 결과이다. 그

리고 회색은 해무 탐지지역, ≡ 표시된 지역은 시정

1 km 미만 관측지점,  표시된 지역은 시정 1 km 이

상인 관측지점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8년 5월 25일에 우리나라 중

부지방과 산둥반도 이남의 서해 전 해상에 해무가 발

생한 것을 Fig. 5(a)와 (c)에서 알 수 있고, Fig. 6(a)의

시정자료로 서해안에 해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Fig. 5(a)에서 산둥반도 부근을 제외한

34oN 이북 해상은 중상층운의 차폐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5월 25일에 서해에 발생

한 해무는 위성을 이용한 해무 탐지에 용이한 상황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Fig. 6(a)에서 기상연구소의 안개

탐지 알고리즘은 경기만 부근을 제외한 해무를 거의

탐지하지 못하였다.

2008년 5월 28일 역시 서해 남부해상에 해무가 발

생한 것을 MTSAT-1R 적외영상 (Fig. 5(b))과 가시영

상 (Fig. 5(d)), 그리고 Fig. 6(b)의 시정자료를 통해 확

Fig. 6. The results of sea fog detection of NIMR fog detection algorithm and new fog detection algorithm. It make sure that

new algorithm detects more accurate than NIMR fog detection algorithm results. Upper images (a, b) are NIMR algorithm

results, and Bottom images (c, d) are developed algorithm results. ≡ marks represent low visibility (below than 1000 m) in

weather station, and  marks represent high 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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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으며, Fig. 5(b)에서 제주도 이남을 제외한

지역에 중상층운 차폐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5월 28일에 서해남부에 발생한 해무

역시 위성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용이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Fig. 6(b)에서 볼 수 있듯이 기상연구소

의 안개탐지 알고리즘은 서해남부 해상의 해무 대부

분을 탐지하지 못하였다. 동해의 해무탐지 영역은 두

알고리즘의 결과 모두 지상의 안개 탐지 지점과 불일

치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약 6시간 전까지 지속된

강수로 인해 사례일에는 속초, 동해, 강릉에 2 km 이

하의 저시정이 발생하였고, 동해상에도 역시 구름과

안개가 혼재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역이 발생하

였음을 Fig. 5(b)와 Fig. 6(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연구소의 해무 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한 세 과정인 3.7과 11 µm

밝기온도차 검사, 11과 6.7 µm 밝기온도차 검사, 그리

고 11과 12 µm 밝기온도차 검사의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3.7과 11 µm 밝기온도 차는 안개를 포함

한 하층운영역을 탐지하는데 사용되고, 11과 6.7 µm

밝기온도 차는 지표면에 의한 오염화소를 제거하기

위해, 11과 12 µm 밝기온도 차는 권운 등 상층운제거

를 위해 사용되며, 세 과정에서 모두 안개로 판단되

는 지점을 안개로 추정한다. Fig. 5(c)와 Fig. 5(d)의

MTSAT-1R 가시영상과 Fig. 7(a), Fig. 7(d)의 비교를

통해, 두 사례일에서 DCD 방법만을 사용했을 경우

에 해무/하층운 영역이 잘 탐지됨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5월 25일의 사례에서는 11과 12 µm 밝기온도

차 검사에서 (Fig. 7(c)), 2008년 5월 28일 사례에서는

11과 6.7 µm 밝기온도차 검사와 11과 12 µm 밝기온

도차 검사 모두에서 (Fig. 7(e), Fig. 7(f)) 해무영역이

제거되었다. DCD 검사에서 탐지되었던 해무영역이

다른 두 과정에서 제거되어 전체적인 해무탐지 능력

이 저하되었고, 해무의 탐지에 있어서 두 과정은 불

필요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해무 탐지방

법은 DCD 검사를 이용해 탐지된 해무/하층운 영역에

서 온도 차이와 균질성을 이용해 하층운 영역을 걸러내

기 때문에, 해무 영역이 거의 제거되지 않는다. Fig. 6(c),

Fig. 6(d)의 해무탐지 결과를 Fig. 5(c), Fig. 5(d)의 가

Fig. 7. The results of sea fog detection of NIMR fog detection algorithm. (a) and (d) are fog detection results using difference

between 3.7 µm and 11 µm brightness temperature (DCD) test. (b) and (e) are fog detection results using difference between

11 µm and 6.7 µm brightness temperature with DCD test. (c) and (f) are fog detection results using difference between 11 µm

and 12 µm brightness temperature with DC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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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새로 수립된 해무 탐지 알

고리즘은 해무를 잘 탐지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

여 본 연구의 해무 탐지 알고리즘이 기상연구소의 안

개 탐지 알고리즘보다 더 향상된 해무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알고리즘은 해무아래의 SST를 얻기 위

해 마이크로웨이브채널로 탐지된 AMSR-E의 SST를

사용하였다. 해상도가 큰 마이크로웨이브채널 센서를

사용하여 육지와 가까운 SST가 측정되지 못하고, 이

로 인해 Fig. 6(c)와 Fig. 6(d)에서 볼 수 있듯이 해안

선 부근의 해무탐지가 불가능한 단점을 가진다.

3.2. 지상 관측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검증

개발된 해무 탐지 알고리즘은 SST를 기본자료로 이

용하기 때문에, 먼 바다의 안개만 관측 가능하다. 이

에 반해, 안개를 관측할 수 있는 지상관측소는 대부

분 해안 부근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위성에서 관

측된 해무의 검증을 위해서 지상관측소의 자료를 이

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육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백령도와 흑산도의 관측자료를 선정하여 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에 사용하였다. 관측자료 중 시정이

1 km 미만일 때를 안개로 정의하였고 (기상청, 2009),

상층운 또는 강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검증에서 제외

하였다. 각 지상 관측지점에서 가까운 4개의 위성관

측화소 중 최소 2개 이상의 화소에서 안개로 탐지될

경우를 안개일로 정의하였다. 검증방법으로는 Table 3

의 2 × 2 분할표를 사용한 score test를 이용하였다.

Table 3의 용어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위성에서 안개를

탐지할 때, 지상에서도 안개가 관측되면, hit (H), 위

성에서 안개를 탐지하였지만, 지상에는 안개가 관측

되지 않으면, false alarm (F), 위성에서 안개가 탐지

되지 않지만, 지상에서는 안개가 관측되면, miss (M),

위성에서 안개가 탐지되지 않고, 지상에도 안개가 탐

지되지 않으면, correct negative (C)로 정의하였다. 이

러한 네 가지 변수들은 해무 탐지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 확률 지수인 Probability of Detection

(POD), Critical Success Index (CSI), False Alarm

Ratio (FAR)의 계산에 이용되었다. POD는 안개 발생

시에 위성의 안개 탐지가 적중할 확률을 나타내고,

CSI는 위성에서 예측되거나 지상에서 관측된 안개 발

생 중 위성 안개 탐지가 정확하게 예측될 확률을 나

타낸다. FAR는 위성이 안개를 잘못 탐지할 확률을 나

타낸다. POD, CIS, FAR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의 식

(2)~(4)에 나타내었다.

Probability of Detection (POD) = H/(H+M) (2)

Critical Success Index (CSI) = H/(H+M+F) (3)

False Alarm Ratio (FAR) = F/(H+F) (4)

개발된 알고리즘 관측과 지상관측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괄호안의 값은 기상연구소 알

고리즘과 지상 관측자료를 비교한 결과이다. 개발된

알고리즘의 POD는 58%, CSI는 54%, 그리고 FAR는

12%의 확률을 보였고, 기상연구소 알고리즘의 POD

는 46%, CSI는 43%, 그리고 FAR는 14%의 확률을

보였다. 그러므로 개발된 알고리즘은 기상연구소 알

고리즘보다 POD와 CSI는 0.1 이상 높고, FAR는 0.025

낮으므로 해무 탐지 정확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POD와 CSI를 참고하였을 때, 개발된 알고리즘의 해

무 탐지 정확성은 최소 54% 으로 비교적 낮은 정확

성을 보인다. 이는 해무 탐지에 사용된 격자의 크기

가 비교적 큰 0.2o

× 0.2o로 작은 규모의 안개가 탐지

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3. 월별 해무 발생빈도 분포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 해무의

2008년 월별 발생빈도 분포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겨울철인 1월과 2월에는 해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

았다. 3월에 서해의 동쪽 연안과 러시아 부근 해상에

Table 3. 2 × 2 Contingency table for the verification of fog

events.

Fog observed

YES NO

Fog

detected

YES hits (H) misses (M)

NO false alarms (F) correct negatives (C)

Table 4. Contingency table and verification scores for fog detection between ground station (Baengnyeongdo, Heuksando) and

satellite observation in 2008.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with outcome from NIMR FOG2 algorithm.

Fog observed

YES NO

Fog detected
YES hits (H): 15 (12) false alarms (F): 2 (2)

NO misses (M): 11 (14) correct negatives (C): 122 (122)

POD = 0.58 (0.46), CSI = 0.54 (0.43), FAR = 0.1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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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였고, 6월

에 최대로 발생한 후, 서해 해무는 8월, 동해 해무는

9월에 발생 빈도가 줄어들었다. 10월에 서해와 동해

모두 해무의 발생빈도가 약간 증가하였지만, 11월과

12월에는 해무의 발생이 감소하여, 거의 관측되지 않

았다. 이러한 해무의 분포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무는

주로 봄에서 여름에 발생하고, 여름에 최대로 발생 한

다는 선행연구와 거의 일치하였다 (Cho et al., 2000;

허기영과 하경자, 2004; Zhang et al., 2009). 서해는

서쪽해안에 비해 동쪽해안의 해무 발생빈도가 더 높

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서해의 동쪽해안에

해무 발생빈도가 높다는 Zhang et al. (2009)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백령도와 흑산

도 부근에 빈번한 해무 발생을 보여준 Cho et al.

(2000)의 공간분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변희룡

외 (1997)는 동해의 해무는 함경도 동해안과 그 이북

에서 주로 발생하며,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유입되

는 한류인 베링해류의 영향으로 동쪽 해안보다 서쪽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occurrence day of sea fog around Korea. The number of occurrence day is counted

in each 0.2o

× 0.2o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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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Fig. 8에서 동해

의 해무는 주로 40oN 이북에 발생하였고, 러시아 주

변 해상에서 많이 분포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변희

룡 외 (1997)의 연구와 비교적 일치하였지만, 최대 발

생지점이 해안에 가깝지 않은 42oN의 먼 바다에 나

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남해의 해무는 7월을 제외하

면 거의 탐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남해상의 해무의 규

모가 작아 위성으로 관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 이전의 한반도 주변 해무 발생빈도 분포는

주로 지상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되어졌고, 관측소

가 부족한 해상의 분포는 주로 내외삽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위성을 이용하여 구해진 본 연구의 해무 발생

빈도는 연속된 공간의 해무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외삽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보다 정확한 해무의

공간분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해무는 낮은 고도에 발생하여, 해수면과 적외채널

의 밝기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야간에 위성

을 이용한 해무탐지는 매우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우선 3.7과 11 µm 밝기온도 차이를 이용해 해

무와 하층운이 혼재된 영역을 탐지한 후, SST와 11 µm

밝기온도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운고가 높은

하층운을 제거하였다. 해무/하층운 영역 아래의 SST

를 얻기 위해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SST 측정

이 가능한 마이크로웨이브채널을 사용하였고, SST를

11 µm 밝기온도로 환산하여 온도 차이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무가 하층운에 비해 표면이 균질한 특

성을 이용해 하층운을 제거하였다. 세 과정에 사용된

경계값은 각각 −1.5 K, 3 K, 0.55 K 이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해무 사례를 통해 기상연구소의

안개 탐지 알고리즘과 비교되었다. 기상연구소의 안

개 탐지 알고리즘은 해무 탐지 과정에서 해무영역이

다른 구름과 함께 제거되는 단점을 가졌다. 그러나 개

발된 해무 탐지 알고리즘은 해무 영역이 제거되지 않

았고, 이를 통해 더 향상된 알고리즘임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본 알고리즘은 육지와 인접한 해상의

안개를 탐지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해무

탐지에 사용된 AMSR-E 센서가 육지와 가까운 곳의

SST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단

점에도 불구하고 지상 관측자료와 비교한 결과 본 알

고리즘은 기상연구소의 해무 탐지 알고리즘에 비해

약 10%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008년의 월별 해무

발생빈도를 나타내었다. 동해와 서해의 해무는 3~4월

에 발생하여 6월에 최대로 발생한 후 8~9월에 소멸

하였고, 이는 지상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 위성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 해무의 월별 발

생빈도 분포 도출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

었다. 이러한 해무 발생빈도 분포는 관측소가 없는 해

상의 안개 다발 지역 설정에 이용되어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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