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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ceanic environment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change of marine environments and ecological activities. Satellite thermal
infrared images can be effective for understanding the global trend of sea surface temperature due to large
scale. However, their low spatial resolution caused some limitations in some areas where complicated
and refined coastal shapes due to many islands are present a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oastal ocean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human activities interact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 of coastal area
and most aqua farming is distributed in the coastal ocean. Thus, low-cost airborne thermal infrared remote
sensing with high resolution capability is considered for verifying its possibility to extract SST and to
monitor the changes of coastal environment. In this study, an airborne thermal infrared system was
implemented using a low-cost and ground-based thermal infrared camera (FLIR), and more than 8 airborne
acquisitions were carried out in the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periods between
May 23, 2012 and December 7, 2013. The acquired thermal infrared images were radiometrically
calibrated using an atmospheric radiative transfer model with a support from a temperature-humidity
sensor, and geometrically calibrated using GPS and IMU sensors. In particular, the airborne sea surface
temperature acquired in June 25, 2013 was compared and verified with satellite SST as well as ship-borne
thermal infrared and in-situ SST data. As a result, the airborne thermal infrared sensor extracted SST with
an accuracy of 1ºC.
Key Words : Sea Surface Temperature, Airborne remote sensing, Thermal infrared, OSTIA, MODIS

요약 : 해수표층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SST)는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물의 생태활동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환경요소 중 하나이다. 인공위성 열적외선 영상으로는 전 세계의 해수표층온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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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수 환경의 특성 중 해수표층온도는 해양의 화학적

반응과 해양 생물의 생태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

며, 기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안 지역

의 해수표층온도는 지하수 탐지, 양식장 관리 및 해류

의 공간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연안의 내해와 외해의 공간적인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해수표층온도를 관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반도는 복잡한 해안선으로 인해 파악하는데 어려움

이 따른다. 해안선 근처에 설치된 부이나 등표, 선박 등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온 관측은 하고 있지만 특정

해역에만 국한되어있고또한그범위가넓지가않다. 넓

은 범위의 해수표층온도를 관측하기 위해 주로 인공위

성에 탑재된 열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왔다. 한반도 연안

의 수온 추출 연구들을 위해 비교적 공간해상도가 낮은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Landsat 등의 열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인공위성을 활용

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Landsat-5/7과NOAA 열적외

선 자료를 이용하여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 전후로 주변

해역의 온도변화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였고(Yoon et al.,

2009), Landsat TM과 MODIS영상을 이용하여 새만금

해역의 표층수온의 시간적 변화 탐지를 연구하기도 하

였다(Jeong., 2011). 하지만MODIS 열적외선밴드는1 km

의 공간 해상도를 갖기 때문에 복잡한 해안선 주변이나

섬이 많은 연안의 수온을 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열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Landsat자료를 이용하

여 한강 수계 호수에서의 대기보정을 통해 표층 수온 추

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Lee et al.,

2005). Landsat 7위성의 경우는 최대 60 m에 해당하는 공

간해상도를 갖는 해수표층온도 자료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단 하나의 밴드만을 보유하고 있어 정밀한

대기보정에 한계가 있고 이로부터 추출된 표층수온 자

료의 정밀도도 좋지 않다. 또한 Landsat 위성은 상대적으

로 고해상도의 지구관측 인공위성이어서 관측주기가

충분히 조밀하지 않아 원하시는 시기의 자료를 획득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공위성 열적외선 자료를

이용하여 조밀한 한반도 연안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

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공위성 탑재 열적외선 센서의 한계와 더불

어, 2015년 초 발사예정인 국내 최초 적외선 센서를 탑

재한 KOMPSAT-3A의 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도

항공기에 탑재된 열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해수표층온

도 추출 및 연안 모니터링 등은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

다. 해외의 경우 1970년대부터 항공기 기반의 열적외선

센서를 개발하여 해수표층온도를 추출하는 연구가 본

격적으로 수행되었다(John et al., 1982). 그 후, 성능이 향

상된 항공기용 열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강과 시냇물

등의 좁은 수로에서의 온도 변화를 탐지하는 연구를 수

행하기도 하였고(Torgersen et al., 2001), Sobrino et al.

(2006)은 항공기에 탑재된 하이퍼스펙트럼 스캐너

(airborne hyperspectral scanner) 자료 중 열적외선 밴드 영

역을 활용하여 스페인 지역의 농경지에서의 지표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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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섬들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한반도 연안 해역에서는 고해상도의 해수표

층온도 자료를 획득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인간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대부분의 양

식장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연안 해역이므로 상세한 해수표층온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저비용의 지상용 열적외선카메라(FLIR)를 항공기용으로 구축하여 연안 표층수온

추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7일까지 최소 8회 이상 서해 연안에

대하여 항공기 관측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구축된 열적외선 센서를 탑재하여 해수표층온도 추출 연구

를 수행하였다. 항공기에 탑재된 열적외선 센서로부터 획득된 자료는 대기모델 및 온/습도계 센서를 이용

하여 방사보정(radiometric correction)을 수행하였고,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및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센서를 이용하여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을 자동으로 수행한 후 해수

표층온도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 중 2013년 6월 25일에 관측된 항공기 해수표층온도에 대해 인공위성 및 선

박 열적외선 센서를 통해 획득된 해수표층온도 자료와 비교하였으며, 선박 현장 관측 자료와는 1℃ 이내 오

차 범위의 해수표층온도를 획득하였다.



도를 추출하는 캠페인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는 항공기 기반의 열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수온 추출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많지 않다. 일부 국내

연구소에서는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고가의 다중분광

센서를 해외로부터 도입하여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

전소 주변의 온배수 확산 등을 관측하기 위한 연구가 수

행된 바 있으며(Lee et al., 1993), 또는 이러한 센서의 검

보정을 위해 현장에서 측정한 표층수온 관측치와 비교

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공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측범위가 좁은 항공기 센서의 제약으로

인해 넓은 해양환경(특히 연안해양환경)의 시계열적 변

화를 고가인 하나의 열적외선 센서만으로 관측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해상도로 관

측할 수 있고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비용의 열적

외선 센서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면, 여러 연구자들과

기관에서 쉽게 접근하여 환경변화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상용 열적외선

센서(FLIR 사의A615, 또는A310 모델)를 활용하여 항공

기에 적합한 마운트 시스템을 제작하고, 항공기의 위치

및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GPS와 IMU센서를 추가하여

저비용의 열적외선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시스

템을 이용하여 연안의 표층수온 측정이 어느 정도까지

관측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및 선박에

탑재된 열적외선 센서로부터 추출된 표층수온 자료뿐

만 아니라 선박 현장관측을 통해 획득된 해수표층온도

자료와 비교검증을 수행할 것이다.

2. 연구지역 및 자료 특징

서해연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겨울과 여름의

수온차이가 매우 심하며 담수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좁은 영역에서 상당한 수온의 차이를 보일 수 있

는 지역이기에 고해상도의 해수표층온도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서해 연안에

대해 항공기 및 인공위성 열적외선 자료를 획득하였다.

Fig. 1은 항공기 열적외선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년 5

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7일까지 총 8회 서해 연안을

비행한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2와 같이 항공기

열적외선 센서로부터 추출된 해수표층온도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날짜에 획득된 Operationl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Analysis (OSTIA) 및MODIS 해수

표층온도(SST)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획득된 날짜 및 시

간(KST 기준)을Table 1에 나타내었다. 항공기 열적외선

자료가 획득된 시각에 해당하는MODIS 자료는 구름으

로 인해 분석이 불가능하여 하루 동안 합성된 자료(daily

composite data)를 사용하였다. OSTIA 자료 역시 하루 동

안 합성된 모델 자료를 사용하였다(Fig. 3). OSTIA는

Group for High Resolution Sea Surface Temperature (GHRSST)

프로젝트에 의해 인공위성 자료와 현장관측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되고, 전지구적의 수온을 제공해주는 시스

템이다(Donlon et al., 2012). MODIS와OSTIA는 공간해

상도가 각각 4 km와 5 km이고 기하보정이 수행된 자료

를 사용하였다.

항공기에 탑재된 열적외선 센서(FLIR사의 A615)와

선박에 탑재된 열적외선 센서(FLIR사의 A310)의 특징

은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 장비들은 본래 항공기에 탑

재할 수 있는 센서가 아니라 근거리에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지상용 센서로 개발이 된 제품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항공기 동체 옆이나 아래에 부착할 수 있도록

마운트를 제작하였으며,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사 및 기

하보정을 통해 자료 획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Kim et al., 2013). 특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3년 6월 25일에 획득된 자료는 인공위성 자료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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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and routes of flight (2012.05.23-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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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set used in this study

No.
Airborne TIR OSTIA SST MODIS SST

Date Start time End time Date Date

1 2012. 05. 23 14:10 16:32 2012. 05. 23 2012. 05. 23

2 2012. 09. 14 15:06 17:42 2012. 09. 14 2012. 09. 14

3 2012. 12. 13 12:14 14:03 2012. 12. 13 2012. 12. 13

4 2013. 04. 18 16:22 18:14 2013. 04. 18 2013. 04. 18

5 2013. 06. 25 12:19 15:28 2013. 06. 25 2013. 06. 28

6 2013. 08. 20 13:43 16:05 2013. 08. 20 2013. 08. 20

7 2013. 10. 01 16:06 18:22 2013. 10. 01 2013. 10. 01

8 2013. 12. 07 11:38 13:22 2013. 12. 07 2013. 12. 07

Table 2. Specification of thermal infrared sensors
Parameter FLIR A615 FLIR A310

Field of view(FOV) 45º×34º 25º×18º

Spatial resolution(IFOV) 1.23 mrad 1.36 mrad

Spectral range 7.5-13 µm 7.5-13 µm
Focal length 13.1 mm 18 mm

Thermal sensitivity 0.05ºC @+30ºC 0.05ºC @+30ºC

IR resolution 640×480 pixels 320×240 pixels

Fig. 2. Airborne thermal infrared image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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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hipborne thermal infrared system and in-situ measurement.

Fig. 3. Satellite SST(OSTIA and MODIS) used in this study.



아니라 25시간동안 정박해 있던 현장의 선박관측자료

와 동시에 비교가 가능하였다. 선박관측자료는 원래

2013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1시간

간격으로 각 정점에서 측정되었으며, 선박에 탑재한 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도 해수표층온도 수집이 이루

어졌는데이는 1초간격으로연속적으로측정되었다. 선

박에서 해수표층온도를 관측하기 위해 설치된 열적외

선 센서의 모습과 이를 보정하기 위한GPS 및 자이로 센

서의 모습은 Fig. 4의 왼쪽과 같다. 또한 선박에서 직접

측정한 해수표층온도는 버킷을 이용한 해수채취를 통

해 고정밀 온도측정기(Testo735)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Fig. 4의 오른쪽).

3. 연구 방법

1) 항공기 열적외선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적외선 센서가 탑재된 항공기

원격탐사 시스템의 구성은 Fig. 5와 같다. 항공기의 중앙

하단 부분에 비행시 충격을 흡수해주는 마운트 시스템

을 탑재하고 수온 측정을 위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의 지상용 열적외선 센서(FLIR사의 A615)를 비행기 동

체 아래에 설치하였다. 센서와 항공기 사이의 마운트 시

스템은 Fig. 5의 우측과 같이 제작하였다. 그리고 비행기

동체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제공해 줄GPS 및 자이로 센

서(Xsens사의MTi-G)와 열적외선 센서의 대기 방사보

정을 위한 온도/습도계 데이터로거(SE-342)도 부착하

였다. 이 모든 장치들의 자료들은GPS 시간을 기준으로

동기화를 시켜 보정을 위하여 활용하였다.

2) 항공기 열적외선 센서의 방사보정

열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정량적 수온측정을 위해 해

수 표면과 항공기 센서 사이의 대기 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센서로 입사하는 복사 에너지는 물체가 방사하는

복사 에너지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에서 그 물체에 입사

하여 다시 반사되는 복사 에너지와 대기를 통과하는 동

안 대기 수증기에 흡수되는 에너지 또 대기 자체에서 방

출되어 센서로 들어오는 에너지도 함께 고려한 복사 전

달 모델(radiative transfer model)을 이용하여 보정이 가능

하다(Chandrasekhar, 1950; Price, 1983).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열적외선 대역에 대한 여러 복사 전달 모델 중

Santa Barbara DISORT Atmospheric Radiative Transfer

(SBDART; Ricchiazzi et al., 1998)모델을 이용하였다. 열

적외선 대역에 대한 대기모델 입력 파라미터는 고도에

따라 수증기량(water vapor)과 오존(O3)으로서 기본적으

로 항공기 관측이 이루어진 시각에 해당하는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WRF)모델 결과를 사용하였고 보

다 정확한 정량적인 값의 일치를 위해 항공기에 탑재된

온도/습도계 데이터로거(SE-342)에 기록된 관측 값을

해당고도의 온도와 수증기량과 일치할 수 있도록WRF

모델 결과의 프로파일을 적용하였다. 열적외선 센서인

FLIR사의 A615 모델은 단위시간당 파장대역(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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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irborne thermal infrared system.



μm)을 통해 들어오는 총 에너지의 합을 정량적인 숫자

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파장대역에서 센서의 응답반

응(response)에해당하는필터타입(filter type)을적용하여

총 전력을 구하였다. 열적외선 센서로부터 기록된 원시

자료(raw count)는 물리적 의미를 가진 전력으로 변환하

기 위하여 여러 실내실험을 통해 도출한 경험식을 적용

하였으며, 이후 대기 방사 보정 과정에 통해 온도로 추출

된다(Kim et al., 2013).

3) 항공기 열적외선 센서의 기하보정

광학 원격탐사 관측 자료의 경우 지상기준점(Ground

Controp Point: GCP)을 선정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열적외선 자료의 경우 지표지형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지상기준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

히 인지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바다에서 획득

된 수많은 자료들을 모두 지상기준점을 이용한 기하보

정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위치 오차는 다소 포

함하더라도 자동화된 기하보정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

서는 항공기 원격탐사 시스템에GPS 및 IMU 센서를 탑

재하여 위치(x, y, z) 및 자세 정보(yaw, pitch, roll)를 획득

하였다. Xsens 사의MTi-G 제품의 경우 GPS 수신기와

자이로 센서가 동시에 작동하여 자료가 획득이 되기에,

열적외선 센서의 관측 자료와 GPS 시각을 이용하여 동

기화한 후 동일 시각에 해당하는 위치 및 자세정보를 기

하보정을 위해 활용하였다. 또한 열적외선 센서의 초점

거리, 순간시야각(IFOV) 및 시야각(FOV) 정보(Table 2)

등을 알기에 획득된 영상의 4 꼭지점에 해당하는 지상

좌표는 Kim 등(2013)의 식 5와 식6에 설명된 간략한 공

선조건식(simple collinearity condition equation)을 이용하

여 추출하였고, 이를 구글어스(Google Earth)에 바로 투

영될 수 있도록 kml파일로 생성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열적외선 센서는 한 영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소(pixel)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관측

고도에 따라 공간해상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500 m

의 고도에서 관측이 이루어질 경우 관측 폭은 약 414 m

가 되고 한 화소당 약 60 cm의 공간 해상도를 갖게 된다.

앞서 설명한 간략한 공선조건식을 이용한 기하보정은

GPS/IMU 센서의 정확도에 의해 위치오차가 다소 포함

될 수는 있지만, 지상기준점을 선정할 수 없는 바다에서

수많은 영상 자료를 모두 자동적으로 기하보정 가능한

장점이 있다.

4) 인공위성 자료 분석

방사보정 및 기하보정이 수행된 항공기 열적외선 영

상들의 수온추출 정밀도 및 변화관측 가능성을 평가해

보기 위하여 위성으로부터 추출된 수온영상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위성에 해당하는 수온 추출 계

산 방법을 적용하였다. OSTIA자료의 경우 획득된 원시

자료로부터 수온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어진 방정식

(scaling equation)의 기울기(slope)와 offset을 적용하였고

(Donlon et al., 2012), MODIS 자료 역시 주어진 방정식

(scaling equation)에서 기울기(slope)와 절편(intercept)값

을 이용하여 수온으로 변환하였다(Brown, 1999). 이렇게

변환된 수온자료는 각 위성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위도

및 경도 정보를 활용하여 구글어스에 투영될 수 있도록

kml파일을 생성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2012년 5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7일까지 항공기 열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서해 연안의 관측 실험을 통해

자료를 획득하였다. 총 8회의 관측 실험 중 2013년 6월

25일 항공기 관측 실험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비교 및 분

석하였다.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선박에서 각 정

점마다 해수 채취를 통해 해수표층온도 자료를 획득하

였고, 추가적으로 선박에 열적외선 센서(FLIR A310)를

설치하여 1초 간격의 해수표층온도도 관측하였다. 그리

고 이 기간 중 6월 25일에는 항공기 열적외선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수표층온도 관측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은 2013년 6월 25일 13시부터 15시까지 서해 연

안에서 관측된 항공기 열적외선 자료를 방사보정 및 기

하보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 6의 별표(★) 표시 지역

(N36.1489˚ E125.8276˚)은 6월 24일 14시부터 25시간동

안 선박이 정박하여 1시간 간격으로 표층해수 샘플링을

통해 해수표층온도 관측과 선박에 설치된 열적외선 센

서를 통해 1초 간격의 표층수온이 동시에 관측된 지점

이다. 이 지점은 또한 6월 25일 13시 14분, 13시 57분, 14

시 22분, 14시 41분 등 총 4차례에 걸쳐 항공기에 탑재된

열적외선 센서로도 동시에 관측자료가 획득된 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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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다. Fig. 6의배경은 6월 28일에해당하는MODIS

해수표층온도를 나타낸다. 항공기가 관측한 6월 25일의

MODIS 자료에서는 서해 외해가 모두 구름으로 자료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상대적으로 구름이 거의 없고, 선박

관측 기간에 포함되면서 최대한 가까운 날짜인 6월 28

일자료와의비교를수행하였다. 비록MODIS와항공기

열적외선 자료가 3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외해에서는

MODIS결과와 항공기 관측결과가 공간적으로 서로 일

치함(21˚C 이상)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MODIS의 경

우 여전히 육지와 해안의 경계에서는 정확한 온도 범위

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내해에서는MODIS 자료가

19˚C 이하의 공간적인 분포는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지

만 항공기 열적외선 자료는 보다 세밀한 관측이 이루어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어청도 부근에서는 세로

로 띠를 이루며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분포

(17˚C 이하)가 관측되었다. 이는 섬 주변의 해저지형

(bathymetry)에 의해 조수에 따라 해수의 용승(upwelling)

이 일어나 차가운 수온분포를 나타냄을 현장관측자료

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 OSTIA나MODIS 등의 인공위

성 해수표층온도 자료는 서해 외해의 넓은 영역에서는

효율적인 관측이 가능하지만 연안 및 섬 주변에서의 세

밀한 관측은 어렵다. 이는 인공위성 수온 자료의 경우 하

루 동안의 합성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수 변화에

따른 수온변화가 잘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해상도로 인해 좁은 지역에 나타

나는 수온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

로 여겨진다.

Fig. 7은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 동안 선박의

이동경로를 따라 선박에 설치된 열적외선 센서를 통해

획득된 해수표층온도를 나타낸다. 해당하는 시각 및 위

치에 열적외선 센서로부터 측정된 평균 수온을 그 위치

에 표시하여 생성한 그림이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동일

한 날 짧은 시간(13시 14분~ 14시 41분)에 걸쳐 획득된

해수표층온도인 Fig. 6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청도 부근에서 세로로 띠로

형성된 차가운 해수표층온도 분포 층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인공위성 관측자료에서는 미세한 관

측을 할 수 없었지만, 항공기와 선박의 열적외선 센서

로부터 관측된 해수표층온도 자료는 어청도 부근의 차

가운 온도 분포 범위가 공간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공기 열적외선 자료, 선박 열적외선 자료 및 선박

현장 관측 자료의 비교를 위해 정선 관측 지점에서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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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eo-referenced shipborne thermal infrared images
(2013.06.24-2013.06.28) overlaid on OSTIA SST
(2013.06.28).

Fig. 6. Geo-referenced airborne thermal infrared images
(2013.06.25) overlaid on MODIS SST(2013.06.28).



시간 동안의 연속적인 온도 변화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선박열적외선자료는 1초간격으로자료가획득되기때

문에 연속적인 온도 변화인 실선으로 나타내었고, 해수

채취(bucket sampling)를통한선박현장관측수온자료는

1시간 간격으로 자료가 획득되었기에 비연속적인 적색

점원(red point circle)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항공기 열

적외선 자료는 짧은 시간 동안 4차례 획득이 되었고 이

를 녹색 점원(green point circle)으로 표시하였다. 위성, 선

박 및 항공기에 탑재된 열적외선 센서의 정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선박 현장 관측 수온자료를 기준으로 비교

하였다. 인공위성 자료의 경우MODIS 자료는 6월 24일

부터 6월 28일까지 선박 정선 관측 지점이 계속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 자료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6월 28일

자료의 경우에도 선박의 관측 지점은 구름에 가려 보이

지않았지만, 주변 10 km 이내지점은 19.24 ̊ C로관측되

었다. 날짜가 3일이 차이는 나지만 어청도 부근의 차가

운 온도 분포와 유사한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OSTIA 해수표층온도 자료의 경우, 6월 24일(UTC 기준)

평균 21.96˚C, 6월 25일 평균 22.0˚C 로 관측되었으며,

선박의 정선 관측 지점에서 6월 24일 평균 21.43 ˚C, 6월

25일 평균 20.83 ˚C 보다 다소 높게 추정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선박 열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해수표층

온도 자료의 경우, 선박 현장 관측 해수표층온도와 일대

일 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25시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

하여분석을하였다. 25시간동안유사한온도변화추이

를 보이고 있지만, 6월 24일 14시부터 4시간정도는 선박

현장 관측 해수표층온도가 선박 열적외선 자료보다 약

1.5˚C 정도 다소 높게 획득됨을 확인하였다. 그 시각에

선박에서 측정된 풍향이 N130~170˚, 풍속이 약 4 m/s

정도였고, 그 이후는 풍향이 반대로 바뀌고 풍속 또한 약

해졌다. 이는정확한분석이더필요하겠지만풍향, 풍속

은 선박의 롤링(rolling)과도 연관이 있으며, 선박에 탑재

된 열적외선 센서가 해수표면을 바라보는 입사각이 수

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방사율(emissivity)이 고려되

지 않아(본 연구에서는 방사율을 0.98로 고정) 온도차이

가 다소 높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선박 열적외선 센서로 관측된 총 25시간동안의 자료

는 0.61˚C의 RMSE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항공기에 탑재된 열적외선 자료의 정확도도 추정해보

고자 하였다. 선박관측 해수표층온도는 6월 25일 13, 14,

15시 정시에 21.33˚C, 21.71˚C, 21.89˚C 로 각각 측정된

반면, 항공기는 6월 25일 13시 14분, 13시 57분, 14시 22

분, 14시 41분에 선박이 정박한 위치를 지나가면서

20.85˚C, 21.02 ̊ C, 20.59˚C, 21.5 ̊ C로 각각 측정이 되어,

항공기 열적외선 센서를 통해 추정된 해수표층온도와

선박에서 직접 관측된 해수표층온도를 일대일로 비교

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선박에서 관측된 해수표층온도

의 선형내삽(linear interpolation)을 통해 비교를 했을 때

항공기 탑재 열적외선 센서로부터 추출된 수온은 최대

1˚C 이내의 오차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

가 선박에 탑재된 열적외선 센서로부터 측정된 해수표

층온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0.46˚C 이내여서, 저

비용의 지상용 열적외선 센서를 항공기에 탑재하여 활

용하여도 충분한 정밀도의 해수표층온도가 추정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저비용 지상용 열적외선 센서를 항공

기에 탑재하여 서해 연안의 해수표층온도 추출가능성

을 평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본래 항공기 탑재용으

로 개발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여 표층수온 측정을 진

행한 바 있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쉽게 접근하기에 어

려워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훨씬 적은 지상용으로

개발된 열적외센 센서(FLIR 사의 A615 또는 A310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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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SST variation for 25 hours(2013.06.24-
2013.06.25).



를 통해 연안지역의 해수표층온도를 유사한 정도의 정

밀도로 측정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지상용 열적외선

센서에서 기록되는 원시자료(raw count)를 물리적인 의

미를 가진 전력(power)를 전환할 수 있는 관계식을 수립

하고, 센서의 파장대역에 해당하는 필터타입(filter type)

과 대기의 복사전달모델을 결합하여 엄격한 대기보정

을 수행한다면 1˚C 이내의 정확도로 해수표층온도를 추

정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상기준점의 획득

이 어려운 해양에서 GPS 와 IMU정보만을 이용하여 자

동기하 보정할 수 있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시, 항

공기 운항시간(4-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획득된 수많

은 자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지도에 투영시킬 수 있어 공

간적인 연안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데 유

용하였다.

2013년 6월 25일에는 항공기 관측과 동시에 선박을

통한 해상실험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비교검증이 이루

어졌다. 이때 위성 열적외선 자료인Landsat 8 의 경우, 동

일한 관측 시기에 자료 획득이 어려웠으며, MODIS 는

2013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선박 현장조사 기

간) 모두 획득 가능하였지만 구름으로 인하여 원하는 지

역의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구름이 상대적으로 적은 6

월 28일 에 획득된 열적외선 자료와 비교는 수행하였지

만, 여전히 선박이 관측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여 주변 10 km 이내 지점에서만 비교가

가능하였다. 기상모델의 입력자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

는 OSTIA 자료의 경우 자료동화기법을 통해 재해석된

자료이기 때문에 연안 및 섬 주변지역에서는 상세한 온

도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듯 위성

자료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자료획득이 어려운 점, 원하

는 지점에서의 구름 등으로 인하여 관측이 불가능한 점,

저해상도이기 때문에 연안 및 섬 주변에서의 상세한 온

도변화를 관측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점이 이번 실험

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상용

열적외선 센서를 여러 대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을 나누

어 동시에 항공기 관측을 수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

한 비용으로 원하는 지역 및 시기에 해수표층온도를 정

밀하게 추출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서해 연안주변 지역

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표층수온분포를 비교적 상세

히 파악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항공기 열적외선 센서

를 이용한 해수표층온도 산출의 장점은 선박을 이용할

경우 약 5일이상 소요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단 1시간

30분안에 유사한 정도의 정밀도로 해수표층온도 자료

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항공기 열적외선 자료로부터 해수표층

온도를 산출하기 위하여WRF모델을 기반으로 한 튜닝

된 수증기 프로파일로 방사보정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해수 표면에 대한 방사율을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값

(0.98)을 이용하였지만, 앞으로 항공기에서 떨어뜨리거

나 선박에서 쏘아 올리는 라디오존데(radiosonde) 자료

를 활용하거나 해양의 파랑방향 및 foam의 영향을 고려

한 방사율을 적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해수표층온도 추

출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 구축된항공기열적외

선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안 지역에서 조수간만의 차이

에 따른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지역에서 쉽게 자료 획득

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파나 해수용승과 같은 특이한

해양현상을 관측하는 연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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