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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atellite-based red tide detection algorithms have been developed for specific
occurrence waters and red tide species. However,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whole occurrence waters and
various red tide species for quick and accurate surveillance of red tide around the Korean coastal waters.
In this study, the comprehensive analyses involve the spectral features of red tide areas and the suitability
of the satellite-based red tide detection algorithms used with GOCI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As a
result, the spectral characteristics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chlorophyll content of red tide species
and the turbidity of the waters where the red tide appeared. In addition, the previous red tide detection
algorithm is applied to GOCI, and it is found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red tide area extraction as the
existing threshold valu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red tide speci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chlorophyll content and a system for red tide surveillance was suggested.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red tide and non-red tide area through five steps. As a result of applying
to GOCI, the red tide was appropriately extracted from the previous algorithm based on red tide breaking
news. If such a red tide surveillance system is used, it will be possible to efficiently monitor red tide by
quick and accurate surveillance of the whole occurrence waters around the Korean and various red tide
species.
Key Words : Red tide, Surveillance system, C. polykrikoides, N. scintillans, GOCI

요약 : 위성기반 적조 탐지 알고리즘들은 특정 해역, 적조 종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한반도 주

변해역의 빠르고 정확한 적조 감시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전 발생 해역과 다양한 적조 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GOCI 영상을 활용하여 적조 영역의 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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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

반도 주변해역은 1995년 이후 유해성 적조가 점차 대규

모화, 광역화, 만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조 발

생 해역별 특징을 보면 남해안의 경우 유해성 적조인

Cochlodinium polykrikoides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서해안의경우주로Noctiluca scintillans, Heterosigma akashiwo

등의 무해성 적조가 주로 발생한다(NFRDI, 2015). 특징

적으로 2012년의 경우에는 서해안 태안만 근처에서 C.

polykrikoides적조가크게발생하여첫적조주의보가발령

된 사례가 있다. 동해안도 서해안과 유사하게 무해성 적

조가 주로 번성하지만, C. polykrikoides적조 발생이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주로 남해안 적조가 확대되어 발생한 경

우가 많으며, 2013년의 경우 울릉도, 독도까지 확대되기

도 했다. 이러한 적조현상은 관광 산업, 어업 및 양식업

등의 경제적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어 심각한 사회 · 경

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NFRDI, 2015). 따라서 한반

도 해역의 적조 감시를 위한 탐지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적조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은 지금까지 선박을 이용한 정점 조사를 중심으로 적조

발생 지역, 적조 종, 발생밀도 등의 현장자료를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력, 비용, 시간적 측면에서 한계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광역화되어 발생하고 있는 적

조 발생 영역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Ahn et al.,

2009). 따라서 적조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감시 차원에

서 주기적이고 광역적인 탐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무

인항공기나 위성을 통한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

이 효율적이다.

적조의 탐지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적조 종을 구분

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 이는 주로 식물플랑크톤

(Phytoplankton)의 흡광 스펙트럼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식물플랑크톤의 색소나 셀의 크기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Bidigare et al., 1990; Ciotti et al., 2002; Nair et

al., 2008; Shang et al., 2014). 또한 역산란 계수는 흡광계

수에 비해 아주 작은 값을 갖지만, 적조 종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광 특성이며 이를 활용한 연구도 있다

(Robert et al., 2004; Cannizzaro et al., 2008). 한국 연안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적조 종을 중심으로 광학적 특성이 연

구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Lee (2007)와 Ahn et al. (2009)

의 연구에서는 적조 종에 따라 스펙트럼의 형태와 흡수,

산란 계수의 차이를 보였으며, 21종의 적조 종 중에서

종간 구분이 가능한 종은 7-8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 et al. (2015)는 4개의 적조 종을 대상으로 흡광과 반

사도 스펙트럼 특성을 분석하여 적조 발생해역과 비 발

생해역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적조 종 배

양의 어려움, 유사 종간 구분의 모호함, 배양 환경과 실

제 적조 발생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확하고 정량

적인 적조 탐지에는 한계가 있다.

위성을 기반으로 한 적조 및 해수의 탁도와 관련된

원격탐사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으며(KORDI, 1999), 현

재까지 다수의 적조 탐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왔다

(Table 1). bbp/bbp morel 방법은 원격반사도(Rrs)와 클로로

필(Chlorophyll) 값을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SeaWiFS(Sea-

Viewing Wide Field-of View Sensor)와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에 적용 가능하다

(Morel, 1988; Carder et al., 1999; Canizzaro et al., 2008;

Tomlinson et al., 2009). 대상 적조 종은 Karenia brevis로 멕

시코만 연안에서의 적조 탐지에 활용되었고, 임계 값 ‘2’

이상을 적조 영역으로 나타내었다. FRTD(Feasibility of

Red Tide Detection)는 적조 발생 시 부유물질 증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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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특성과 위성기반 적조 탐지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조 종들의 클로로필 함량과 적

조가 출현하는 해역의 탁도에 따라서 스펙트럼 특성이 달라졌다. 또한 기존 적조 탐지 알고리즘을 GOCI 영

상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임계값으로는 적조 영역 추출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적조 종들을 클로로필 함량의 차이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적조 감시 체계를 제시하였다. 총

5 단계를 거쳐 적조 영역과 비적조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적조 속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최종 추출된 적조

영역이 기존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영역에 비해 적절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적조 감시 체계를 활용한다

면 한반도 주변의 모든 해역과 다양한 적조 종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감시로 인해 효율적인 적조 감시가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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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탐지하는 방법으로MODIS 센서의 488, 555 nm

파장대역 정보를 활용한다(Suh et al., 2004). 탁한 해역의

특징을 갖는 우리나라 해역을 대상으로 C. polykrikoides

적조 종을 탐지하였으며, 임계 값 ‘15’ 이상을 적조 영역

으로 결정한다.

SS(Spectral Shape)는 적조 발생 시 나타나는 스펙트럼

형태를이용하는방법으로서 SeaWiFS 센서에적용할수

있다(Wynne et al., 2008; Tomlinson et al., 2009). 멕시코만

연안을 대상으로 K. brevis적조 종에 적용되었고 적조 영

역은 임계 값 ‘0’ 이하로 나타난다. 적조 지수(Red tide

Index, RI) 방법은 탁한 해역에서 적용 가능하고 클로로

필과 RI의 관계식을 통해 C. polykrikoides적조 발생 영역

을 나타낼 수 있으며, SeaWiFS 센서를 기준으로 개발되

었 다 (Ahn and Shanmugam, 2006). RI 방 법 은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센서의 자료처리 소

프트웨어인 GDPS(GOCI Data Processing System)에 의

해 산출되는 적조지수의 기반이 되고 있다(Ryu et al.,

2012). MRI(Modified Red index) 방법은 탁한 해역인 중

국연안에 발생하는 Prorocentrum donghaiense적조 종을 대상

으로 개발되었다(Lou and Hu, 2014). 이는GOCI 센서에

적용 가능하며, 임계 값 ‘4’ 이상을 적조 영역으로 정의

하였다. 이외에도 클로로필의 이상 값을 탐지(Stump et

al., 2003; Tomlinson et al., 2004), 형광 밴드의 정보를 활용

(Hu et al., 2005), 해수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

(Cannizzaro et al., 2008; Sasaki et al., 2008), 해수면 표층 수

온과 부유물질을 고려한 2단계 필터링 방법(Kim et al.,

2009), 스펙트럼 분류 기법을 통해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적조를 탐지하는 방법(Son et al., 2012) 등의 연구도 있다.

기존의 적조 알고리즘 개발은 특정 해역별, 특정 적

조 종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적조 감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해역별 특성과 발

생 적조 종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또한 무해성 적

조는 독성이 없어 직접적으로 수산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고밀도로 집적될 경우 야간 용존산소 저하로 인

A study on red tide surveillance system around the Korean coastal waters using G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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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ious studies of red tide algorithms

Method Description Threshold Sensor Red tide speices

bbp/bbp morel

bbp(555) = _ 0.00182 + 2.058 × Rrs(555)
bbp(555) morel = 0.3(chl)0.62 × {0.002 + 0.02

× [0.5 _ 0.25 × log10(chl)]}
(where chl is MODIS OC2 chlorophyll)

2< SeaWiFS
MODIS K. brevis

Feasibility of red tide
detection (FRTD)

Suspended solid considering particles of red tide bloom
= _ 11.51 × Ln{[nLw(488) / nLw(555)]} + 14.38 15< MODIS C. polykrikoides

Spectral shape at
490 nm (SS)

SS(490) = nLw(490) _ nLw(443) 
_ [nLw(510) _ nLw(443)] × (490) _ (443)

(510) _ (443)
<0 SeaWiFS K. brevis

Red tide Index (RI)

RI = 

RI(DII) = 10{ }

RCA RI = 0.316e(0.61 × RI(DII))

RCA: Red tide index Chlorophyll Algorithm

Lw(510)/Lw(555) _ Lw(443)
Lw(510)/Lw(555) + Lw(443)

_ 0.1069 × [Lw(443)]3 + 0.6259 × [Lw(443)]2
_ 1.3936 × Lw(443) + 0.919 - SeaWiFS C. polykrikoides

Modified Red tide
Index (MRI) method MRI = 

Rrs(555) _ Rrs(443)
Rrs(490) _ Rrs(443) 4< GOCI P. donghaiense

Chlorophyll anomaly
technique

Using increase in chlorophyll concentration from the
mean of the previous 60 days <1μg_1 SeaWiFS K. brevis

FLH method chl = 1.255(FLH × 10) × 0.86
FLH: Fluorescence Line Height - MODIS K. brevis

Analysis of 
opt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bio-optical data such as Rrs, a(λ), bb(λ),
chlorophyll a (high-chlorophyll, low-backscattering) - SeaWiFS

MODIS K. brevis

Two-stage filtering method Two-stage filtering processes(SST, 667 nm wavelength
filtering) based on MODIS Red tide Index(MRI) - MODIS C. polykrikoides

Spectral classification
method

Red tide classification(4 stage) considering fluorescence
peak and detritus/CDOM - GOCI C. polykriko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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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서생물 및 주변 양식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에 대한 탐지도 필요하다(NFRDI, 2015).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해역 적조의 빠르고 정확

한 감시를 위하여 출현 해역별, 적조 종별 특징을 고려

한 적조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 출현 해역별, 적조 종별 스펙트럼 특성

을 분석하고 기존 적조 탐지 알고리즘을 GOCI 영상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적조 감시 체계를 제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 연구 지역 및 현장관측

연구지역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맑은 해역부터

탁한 해역까지 매우 폭 넓은 해수 환경의 특징을 갖는

다(Fig. 1). 동해는 작은 대양이라 불리며 식물플랑크톤

이 우세한 매우 맑은 해역의 특성을 보인다. 반면 황해

는 많은 강, 넓은 조간대, 대륙붕 지형으로 인해 폭넓은

시공간적 부유물질(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M)의

변화를 나타낸다(Choi, 1993; Oh, 1995; Choi and Park,

1998). 남해의 경우 외해역은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

로 맑은 해수 특성을 갖지만, 연안으로 갈수록 용존유

기물(dissoved organic matter, DOM)과 부유물질의 함량

이 높아지는 복잡한 해역 특성을 나타낸다(Yoon et al.,

2004; Son et al., 2012). Min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대

표적인 해수 구성 성분인 식물플랑크톤, 부유물질, 용존

유기물의 흡광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각 해역별 해수 환

경의 차이를 분석하고, 총 7가지 유형으로 해수를 분류

하였다. 그 결과 동해, 남해, 동중국해, 황해 외해역이 용

존유기물과 식물플랑크톤의 기여도가 높은 패턴을 나

타냈고, 이와는 다르게 목포 및 경기만 연안 해역은 부

유물질과 용존유기물의 기여도가 높은 분포 패턴을 보

여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였다.

현장관측을 통해 적조 종의 스펙트럼 정보와 클로로

필 농도, 적조 생물밀도가 분석되었다. C. polykrikoides적

조 종의 자료는 Choi et al. (2014)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였

으며, 이는 2013년 8월 12일과 13일에 동해에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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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y area using GOCI L1B true-color composite image in (a) the West Sea, (b) the South Sea, (c) the East Sea.
The red stars indicated the stations which the spectral data, chlorophyll concentration and cell abundance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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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측 결과이다. N. scintillans의 자료는 2016년 8월 10

일 새만금 연안에서 수행된 현장관측에 의해 획득되었

다 . 현장 스펙트럼 측정에는 ASD(Analytical Spectral

Devices) FieldSpec RS3 스펙트로미터를사용하였으며, 파

장대역은 350-1050 nm로간격은 1 nm이다. 현장관측스펙

트럼 측정은 해수 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최종적으로

원격반사도 값으로 산출된다. 산출된 원격반사도는

GOCI 파장대역에 맞추어 변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band-equivalent calculation 방법을사용했다(Gordon, 1995).

적조 종이 포함된 해수의 클로로필 농도 산출을 위하

여 해수 여과를 실시한 후 90 % 아세톤을 이용하여 클

로로필을 추출하였다(Min et al., 2015). 추출된 클로로필

은 분광광도계(UV/VIS dual beam spectrophotometer)인

Lambda19를 이용하여 파장에 따른 흡광도 값을 측정하

여 농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고정용액(Lugol)을 사용하

여 해수를 보관한 후 실험실에서 현미경, FlowCAM,

PCR 분석을 통해 적조 종을 확인하고 적조 생물밀도를

산출하였다.

2) 적조 자료 및 위성 영상 처리

본 연구에서는 위성에서 분석된 적조 분포의 검증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속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http://www.nfrdi.re.kr/redtideInfo). 적조 속보는 우리나

라 해역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C. polykrikoides 적

조 종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무해성 적조의 경

우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C.

polykrikoides 적조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 속보

자료를 이용하였고, 무해성 적조 정보는 적조 속보 자

료와 현장 자료 정보를 이용하였다.

위성 영상은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색센서인 GOCI

영상을 사용하였다. GOCI는 2010년 6월 27일에 발사되

었으며, 공간해상도는 500 m를 갖는다. 또한 SeaWiFS나

MODIS와 같은 극궤도 위성에 비하여 일 8회의 높은 시

간해상도를 갖고 있어 구름에 의한 제한을 줄일 수 있

으며, 해수 환경의 장/단기 모니터링에도 유용하다.

GOCI Level 1B 자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았다(http://kosc.kiost.

ac.kr). Level 2 자료인 정규화된 수출 광량(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 nLw), 클로로필 영상 및 적조 지수

(Red tide Index, RI) 영상은GDPS에 의해 산출되었다.

각 해역별로 적조 발생 영역의 스펙트럼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름이 없는 맑은 날 영상을

선택하였다(Table 2). 남해에서 발생한 C. polykrikoides적

조 종의 스펙트럼 자료는 2015년 8월 27일 11시 영상의

거제도 부근, 2015년 9월 10일 11시 영상에서 통영과 거

제도 부근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서해 스펙트럼 자료는

2012년 9월 10일 11시와 13시 영상에서 획득되었다. 동

해 연안의 스펙트럼 자료는 2013년 8월 13일 13시, 2015

년 8월 27일 11시 자료를 사용하였고, 먼 바다는 2013년

8월 13일 13시 자료를 사용하였다. N. scintillans 적조 종

은 2016년 8월 7일 11시와 13시, Prorocentrum dentatum 적

조 종은 2013년 7월 1일 13시, Akashiwo sanguinea적조 종

은 2015년 5월 13일 11시, 12시 영상을 사용하였다. 스펙

트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별, 적조

종별로 최적의 적조 탐지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 Table 1

의 알고리즘 중 SS, FRTD, MRI 방법을 선택하여 각

GOCI 영상에 적용시켰다. 선택된 알고리즘은 모두

GOCI를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대응 가능한

파장대역으로 대체하여 적용시켰으며, 설정된 임계값

을 사용하였다. 알고리즘 적용 결과는 해당 날짜의 클

로로필 영상, 적조 지수 영상,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속

보를 참고 자료로 하여 비교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

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적조 종에 대한 감시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GOCI 영상에 적용시켜 보았다.

3. 연구결과

1) 현장 스펙트럼 측정

Fig. 1(a)에는 2016년 8월 10일에 수행된 새만금 연안

A study on red tide surveillance system around the Korean coastal waters using G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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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OCI data used in the red tide detection
Acquisition data Acquisition time(h)

South Sea

Jul. 1, 2013
Aug. 13, 2013
May 13, 2015
Aug. 27, 2015
Sep. 10, 2015

13
13

11, 12
11
11

East Sea Aug. 13, 2013
Aug. 27, 2015

13
11

West Sea Sep. 10, 2012
Aug. 7, 2016

11, 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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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관측 정점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각 정점에

서는 현장관측 스펙트럼, 클로로필 농도, 적조 생물밀도

정보가 획득되었다. Fig. 2(a)는 정점 A01에서의 현장 사

진으로 선명한 주황색 적조 띠를 관측할 수 있었고, 현

장에서 채수하여 획득한 적조 종을 FlowCA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Fig. 2(b)). A01 정점 이외의 A02, A03

에서는 적조 띠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적조

종 분석 결과 A01 정점은 모두 N. scintillans적조 종으로

2344 의 밀도를 보였다 . 하지만 나머지 두 정점은

Scrippsiella trochoidea, P. dentatum 등의 다른 적조 종이 혼

합되어 있었다(Table 3). C. polykrikoides 적조 종의 현장

관측 자료의 경우, Choi et al.(2014)의 연구에서 총 현장

관측 정점은 14개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적조 생물밀도

가 6015 cells/mL로 높은 밀도를 보이는 R10 정점의 자료

를 사용하였다(Fig. 1(c)).

Fig. 3은 적조의 광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수행한 적

조 스펙트럼 측정 결과이다. 두 적조 종의 스펙트럼 자

료를 GOCI 파장대에 맞추어 산출한 원격반사도를 함

께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두 적조 종은 상이한 스펙트

럼 형태를 보였다. N. scintillans적조 종은 녹색 파장대역

에서는 낮은 반사도, 적색 파장대역에서는 높은 반사도

를 보였으며 클로로필 농도는 4.8 mg/m3으로 비교적 낮

은 농도를 나타냈다. 반면C. polykrikoides적조 종의 경우

는 비교적 낮은 원격반사도를 보였으며, 570와 710 nm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여 식물플랑크톤의 형광 특성

(fluorescence peak)이 잘 나타났다. 또한 관측 정점에서

의 클로로필 농도는 434.3 mg/m3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두 적조 종의 반사도 차이는 종 특성 차이뿐만 아니

라 현장 스펙트럼 측정 시 해수 위에 나타나는 형태 차

이에 의해 발생한다. N. scintillans적조 종은 Fig. 2(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콜로이드 상태로 되어 있는 지점의 스

펙트럼을 측정하였지만, C. polykrikoides 적조 종은 해수

와 혼합되어 있는 지점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또한

N. scintillans 적조 종은 C. polykrikoides 적조 종과 다르게

광합성 색소가 극히 적거나 없고 다른 원생생물을 포식

하는 동물플랑크톤 형태로 출현하기 때문에 현장관측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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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Red tide waters dominated by N. scintillans species in the Saemangeum coastal areas on
10 August, 2016 (b) Images of N. scintillans, collected from the study area, captured by

Fig. 3. The in-situ Rrs spectra at (a) the East Sea(434.3 mg/m3 chlorophyll, 6,015 cells/mL C. polykrikoides) and
(b) the Saemangeum(4.8 mg/m3 chlorophyll, 2,344 cells/mL N. scintillans). B1 to B8 refer to GOCI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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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된 클로로필 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두

적조 종의 스펙트럼 자료를 GOCI 파장대역에 맞추어

변환한 결과, 최대값이 나타나는 파장대역이 다르게 나

타났다(Fig. 3). 이를 통해 현장관측 스펙트럼과 위성 영

상에서 추출한 스펙트럼 정보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2) 출현해역별 · 적조종별 스펙트럼 분석

GOCI 영상을 기반으로 C. polykrikoides 적조 발생 영

역의 스펙트럼을 해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Fig. 4

와 같다. 전 해역의 적조 스펙트럼은 555 와 680 nm에서

최대값을 갖는 특징을 보여 현장 스펙트럼 자료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냈다. 적조 발생 영역을 해역별로 나누어

서 보면, 남해의 경우 고흥 부근의 스펙트럼이 전체 파

장 영역에서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거제, 통영 지역

순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Fig. 4(a)). 이러한 스펙트럼 형

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추출된 적조 영역의 클로로

필 농도, 적조 생물 밀도, 용존유기물 및 부유물질 등의

해수환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조 스펙트럼 정보

를 획득했던 영역의 클로로필 평균 농도는 고흥, 거제,

통영이 각각 5.1, 4.8, 4.3 mg/m3의 값을 보여 큰 편차를 보

이지 않았다. 적조 속보에 나타난 적조생물 밀도는 고흥

이 720~4,100 cells/mL로 가장 높았고, 거제와 통영은 각

각 300-3,800, 250-3,000 cells/mL의 밀도를 나타냈다. 이

론적으로는 적조생물 밀도가 높을수록 흡광에 의해

nLw 값이 작아진다고 연구되어 왔다(Son et al., 2012).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적조

생물 밀도와 클로로필 농도가 높은 영역이 전체적인

nLw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조 스펙트럼을 추출한

영상의 날짜가 다르고 각 해역에 따른 해수환경의 차이

와 위성기반 클로로필 알고리즘의 정확도의 한계로 인

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실제 적조속보 정보가 대략적

인 생물 밀도 범위로 제시되기 때문에 생물 밀도의 정확

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해는 복잡한 해수

환경의 특징을 가지므로 적조생물 밀도와 클로로필 농

도가 아닌 주위 영향, 즉 용존유기물이나 부유물질에 의

한 영향으로 인해 반사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남해에서 발생한 적조 종의 스펙트럼 형태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Son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남해안을 용존유기물

과 부유물질의 함량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구분

하여 적조 지역을 탐지하였다. 남해안은 나로도나 소리

도 등과 같은 맑은 해역과 내만에 위치만 여수, 완도 또

는 금오도 등과 같은 용존유기물과 탁도가 높은 지역이

공존하는 해역이다. 맑은 해역은 낮은 용존유기물과 부

유물질의 함량으로 단파장에서의 흡광은 약한 반면 해

수에 의한 산란이 증가한다. 하지만 탁한 해역은 단파

장에서의 흡광은 증가하고, 긴 파장에서는 부유물질에

의한 산란 증가로 인해 녹색 파장에서의 nLw 절대값은

증가한다(Carder et al., 1999). 즉 이러한 현상은 443-490

nm, 490-555 nm 사이의 기울기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용존유기물과 부유물질의 함량 정도를 파

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흥 부근이 거제나 통영 부

근에 비해 용존유기물에 의한 흡광과 부유물질에 의한

산란의 영향으로 인해 412 에서 555 nm 사이의 기울기

변화가 크고, 전체적인 nLw 값이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서해의 적조 스펙트럼 형태는 남해의 거제 지역과 유사

하게 나타났다(Fig. 4(b)). 서해 적조 영역의 클로로필 농

도는 평균 4.5 mg/m3, 적조 생물밀도는 111-1,587 cells/mL

로 남해의 거제 지역보다 적조 생물밀도는 낮았지만, 클

로로필 농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해는 포항이나 경주 부근의 연안지역과 울릉도, 독

도와 근접한 먼 바다로 나누어 스펙트럼 특성을 분석하

였다. 연안지역의 경우, 분석된 적조 발생 영역의 클로

로필 평균 농도는 4.8 mg/m3이었고, 적조 생물밀도는

3,000-20,000 cells/mL로 나타났다. 남해나 서해와 유사

한 스펙트럼 형태를 보였지만, 412에서 555 nm의 기울

기가 가장 낮은 특징을 나타냈으며 다른 해역보다 각 지

점마다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Fig. 4(c)). 이는 적조 발

생 영역의 클로로필 값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약 3~7

mg/m3의 클로로필 범위를 갖는 다른 해역에 비해 동해

연안 적조 발생 영역의 클로로필 범위는 2.5~9.9 mg/m3

A study on red tide surveillance system around the Korean coastal waters using G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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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ell abundance at each sampling location in the
Saemangeum station on 10 August, 2016(cells/mL)

A01 A02 B06
Noctiluca scintillans 2344 - 2
Scrippsiella trochoidea - 52 6
Prorocentrum dentatum - 7 14
Chattonella antiqua - - 4
Alexandrium sp.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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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스펙트럼

값의 범위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울

릉도, 독도에 근접한 동해 먼 바다의 적조 발생 영역의

스펙트럼은 단파장에서 높은 nLw 값을 나타냈으며(Fig.

4(d)), 클로로필 평균 농도는 3.2 mg/m3로 다른 적조 발생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동해 먼

바다가 용존유기물과 부유물질에 의한 영향이 적은

Case-1의 맑은 해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Fig. 4(e)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C.

polykrikoides 적조 종의 스펙트럼 평균값을 도식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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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 polykrikoides spectra of (a) the South Sea (gray line: Goheung, black line: Geoje-do, dot line: Tongyeong) (b) the West
Sea (c) the East Sea around the coast (d) the East Sea far off the coast and (e) average spectra in various waters(■: the East
Sea far off the coast, ▲ : the East Sea around the coast, � : the South Sea, ◆: the We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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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남해, 서해, 동해 연안

지역의 적조 스펙트럼은 555 nm에서 단파장으로 갈수

록 nLw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각 해역별로 412

에서 555 nm 사이에서 평균 스펙트럼의 기울기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동해 먼 바다의 적조 스

펙트럼은 443에서 412 nm로 갈수록 값이 증가하였으

며, 나머지 파장대역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C. polykrikodies적조 종 이외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빈

번히 발생하는 무해성 적조종의 스펙트럼 분석을 위해

GOCI 영상을 활용하여 적조 종의 스펙트럼 정보를 추

출하였다(Fig. 5(a)-(c)). N. scintillans 적조 종의 스펙트럼

정보는 서해 새만금 연안, P. dentatum은 남해 내나로도

동부, A. sanguinea는 남해 가덕도 부근에서 추출되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N. scintillans와 P. dentatum 적조 종

은 490, 680 nm, A. sanguinea는 555, 680 nm에서 최대값

이 나타났다. GOCI 영상에 의해 산출된 적조 발생 영역

의 클로로필 농도를 비교해보면, N. scintillans적조 종은

1.3 mg/m3, P. dentatum 적조 종은 1.5 mg/m3로 비교적 낮

은 농도를 보였다. 하지만 A. sanguinea적조 종은 4.7

mg/m3로 C. polykrikoides 적조 종과 유사한 농도로 나타

났다.

Fig. 5(d)는 4개 적조 종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으

며, N. scintillans와 P. dentatum 적조 종, A. sanguinea와 C.

polykrikoides 적조 종이 각각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다. 4

개의 적조 종은 모두 와편모충류(dinoflagellates)에 속하

며, 특히 A. sanguinea와 C. polykirkoides 적조 종은 같은

목(order), 과(family)로 Gymnodiniales, Gymnodiniaceae

에 속한다. 하지만 각 적조 종마다의 특징으로 인해 적

조 종이 일으키는 수색변화나 생물 내부에 함유하고 있

는 클로로필 농도는 차이가 있게 된다. N. scintillans 적

조 종은 일반적으로 투명한 색이나 이들이 죽어 해수표

면에 떠오르면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나타낸다. 특히 체

내에 발광물질로 인해 야간에는 빛을 내서 야광충이라

고도 한다. P. dentatum, A. sanguinea적조 종은 수색을 붉

게 변화시키며, C. polykrikodies적조 종은 붉은색이나 흙

갈색으로 나타난다(Kim, 2005). 이를 볼 때 4개의 적조

종은 모두 유사한 수색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종 별로

스펙트럼 차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었다. 클로로필

농도의 경우, 적조 종 별로 GOCI 영상에서 산출된 클

로로필 평균 농도가 차이가 있었으며, 농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종과 낮은 종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또한 Anh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적조 생물 종마다의 내부 엽

록소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적조 생물에 대한 단위 cell

당 클로로필 양을 계산하였다. C. polykrikoides적조 종은

1.6×10-1 μg•cell -1, A. sanguinea 적 조 종 은 4.6×10-2

μg•cell -1, P. dentatum 적조 종은 1.5×10-4 μg•cell -1의 클

A study on red tide surveillance system around the Korean coastal waters using G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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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d tide spectra of (a) N. scintillans (b) P. dentatum (c) A. sanguinea (d) Four red tide
spectra(■: P. dentatum, ▲: N. scintillans, �: C. polykrikoides, ◆: A. sangui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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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필 양이 산출되었으며, 실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

만 N. scintillans 적조 종은 대부분 클로로필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Kim, 2005). 이를 통해 적조 종

의 클로로필 함량 정도에 따라 스펙트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각 적조 종이 탐지되

었던 영상의 적조 생물밀도의 차이가 스펙트럼 형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적조 탐지 알고리즘 적용 및 분석

남해안의C. polykrikoides적조 종을 대상으로 2013년 8

월 13일GOCI 영상에 3개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이

에 대한 분석을 위한 적조 지수, 클로로필 영상, 동일 날

짜의 적조 속보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Fig. 6). 적조 속

보에는 여수, 남해, 통영 부근에서 적조 경보가 발령되

었으며, 3개의 알고리즘 중 SS(Fig. 6(a))와 MRI(Fig. 6(b))

방법으로 추출된 적조 영역이 FRTD(Fig. 6(c))에 비해 적

조 속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적조 지수 영상과 클로로

필 영상을 살펴보면 두 영상 모두 높은 값을 보이는 영

역이 적조 속보의 적조 발생 영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두 날짜 영상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나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다. 2015년 8월 27일의 적조 속

보에서는 남해, 거제, 부산 부근에 적조 경보가 발령되

었으며, 동일 날짜의 GOCI 영상에서는 ISRD(Inter-slot

radiometric discrepancy)에 의해 거제도 남단 부근의 결

과가 잘 도출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SS와 MRI 방법

으로는 적조 영역이 검출되지 않았고, ISRD가 있는 영

상임에도 불구하고 FRTD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적조

속보와 가장 유사하게 추출됨을 볼 수 있었다. 적조 지

수 영상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여수 서쪽 부근만 제외

하고 적조 영역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적조

가 발생한 영역인 거제도 남단 부근에서는 클로로필 값

이 높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적조 발생 영역이 모두 클

로로필 값이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015년 9월 10일에는 완도, 고흥, 여수 부근에서 적

조 경보가 발령되었다. 적조 알고리즘 적용 결과 SS와

MRI 방법은 클로로필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지만

FRTD 방법으로 추출된 적조 영역은 과대 추정되었다.

적조 지수 영상은 통영 부근에서만 클로로필 영상 분포

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고흥 남단 부근에서 높은 값

을 나타냈다.

서해에서 발생한 C. polykrikoides 적조 종은 2012년 9

월 10일 GOCI 영상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Fig.

7). 영상에서 적조 발생 영역의 남단 부근이 구름에 의

해 마스킹 되어 알고리즘 적용에 다소 제한이 있었지만,

서해에서 C. polykrikoides 적조는 발생이 드물어 이 날짜

의 영상을 활용하였다. 적조 속보에는 충남 태안, 보령,

서천 해역에서 적조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세 방법 모

두 적조 속보의 영역보다는 과대 추정되었다. 적조 지

수 영상은 적조 속보의 적조 영역과 유사한 분포에서 높

은 값을 보였고, 클로로필 영상에서는 구름에 의한 마

스킹으로 연안 부근의 정보는 알 수 없었지만 적조 영

역 부근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동해는 2013년 8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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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 of detection by red tide algorithm for C. polykrikoides (a) SS (b) FRTD (c) MRI and (d) RI (e)
chlorophyll concentration using GOCI image on Aug. 13, 2013 at the South Sea (f) red tide report from NF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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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영상을 활용하였으며, 적조 속보에는 울진, 포항, 경

주 연안 부근을 따라 적조 경보가 발령되었다(Fig. 8). 적

조 속보는 현장관측을 기반으로 하여 포항 부근의 연안

에만 적조 경보가 발령되었지만, Fig. 8(f)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는 검붉은 색의 적조 띠가 동해 연안에서

울릉도와 적조까지 확대되어 있었다. SS와MRI 방법으

로 추출된 적조 영역은 동해 연안 부근에서는 추출되나

대양 쪽으로 갈수록 추출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영역

은 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FRTD 방법으로 추출

된 적조 영역은 비교적 적절하게 추정되었지만, 적조 지

수 영상의 경우 해안선을 포함하여 적조가 아닌 지역이

높은 값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무해성 적조인 3개의 종을 대상으로 GOCI 영상에 3

개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참고 자료와의 비교 분석

을 수행하였다(Fig. 9-11). N. scintillans적조 종은 적조 속

보 자료가 없어 적조의 공간 분포는GOCI L1B RGB 영

상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SS 방법으로 추출된

적조 영역이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N. scintillans

적조 종은 대부분 클로로필을 함유하지 않으므로 적조

영역의 클로로필 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적조 지수 영

상은 클로로필 영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조 영역

의 분포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P. dentatum 적조 종의 적

조 속보 자료(Fig. 10(f))는 나로도 부근의 선박 예찰로만

제공되었으며, FRTD로 추출된 적조 영역이 이와 일치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장 조사로 제공되지 않은

적조 발생 영역을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발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N. scintillans적조 종과 마찬가지로 P. dentatum

적조 종은 낮은 클로로필 함량을 갖는 특징을 보이므로

적조 지수, 클로로필 영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A. sanguinea 적조 종에 알고리즘 적용 결과,

SS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적조 영역이 과대 추정되었다.

또한A. sanguinea적조 종은 C. polykrikoides적조 종과 유

사하게 클로로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적조 지수, 클로

로필 영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한반도 전 해역에서 발생하는 적조 종들을 대상으로

3개의 알고리즘과 적조 지수 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SS와MRI 방법으로 추출된 적조 영역은 대부분 적절하

거나 과소 추정된 반면 FRTD는 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SS과 MRI 알고리즘은 443, 490, 555 nm의 스펙

트럼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는 모두 적조 발

생 영역의 용존유기물과 부유물질 함량에 따른 흡광과

산란 정도를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알고리즘마다 정해

진 임계값을 적용했을 경우 적조 속보와는 다른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FRTD 알고리즘은 부유물질의 증가로

적조 여부를 판단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안 지

역의 부유물질 증가로 인한 영역이 적조 영역으로 인식

A study on red tide surveillance system around the Korean coastal waters using G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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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sult of detection by red tide algorithm for C. polykrikoides (a) SS (b) FRTD (c) MRI and (d) RI (e)
chlorophyll concentration using GOCI image on Sep. 10, 2012 at the West Sea (f) red tide report from NF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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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 of detection by red tide algorithm for C. polykrikoides (a) SS (b) FRTD (c) MRI and (d) RI (e)
chlorophyll concentration using GOCI image on Aug. 13, 2013 at the East Sea (f) red tide report from

Fig. 9. The result of detection by red tide algorithm for N. scintillans (a) SS (b) FRTD (c) MRI and (d) RI (e)
chlorophyll concentration using GOCI image (f) GOCI L1B RGB image on Aug. 7, 2016 at the West Sea.

Fig. 10. The result of detection by red tide algorithm for P. dentatum (a) SS (b) FRTD (c) MRI and (d) RI (e)
chlorophyll concentration using GOCI image on Jul. 1, 2013 at the South Sea (f) red tide report from NF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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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된다. 따라서 적조 스펙트럼을 분석한 영역의 자

료를 활용하여 FRTD 알고리즘에 적용했을 때, 기존 임

계값으로 적조 영역이 추출되었지만 부유물질도 함께

추출되었다. 한편 적조 지수 영상은 적조 영역과 유사

한 분포를 보여 적조 영역의 판별에 용이했지만, 영상

마다 적조 지수 값의 히스토그램이 변화되어 적조 영역

을 위한 임계값을 결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적조 속보

정보는 연안 지역의 적조 정보에는 공간적 분포를 파악

하기에 용이하나 현장 조사 지역 외에서 발생하는 적조

정보의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4) 한반도 주변해역 적조 감시 체계

GOCI 영상을 활용하여 적조 종의 스펙트럼 분석과

기존 적조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본 결과를 기반으로

Fig. 12와 같이 한반도 주변해역 적조 감시 체계를 도시

화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4개의 적조 종이 갖는 식물플

랑크톤의 형광 특성인 680 nm에서의 최대값을 기준으

로 하여 적조 영역과 비적조 영역을 구분하였다. 두 번

째 단계는 FRTD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한 적조 영역의 정보를 참고하여 클로로필

함량에 따라 4개의 적조 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임계

값을 적용하였다. FRTD 알고리즘은 모든 적조 종 탐지

에서 실제 적조 영역을 포함하여 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적조 가능 영역을 추출하는데 적합하

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단계는 클로로필 함량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두 그룹은 555 nm 이하 파장대역에

서의 스펙트럼 형태가 다르며, 높은 클로로필 함량을 갖

는 적조 종은 555 nm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지만 낮은 클

로로필 함량을 갖는 적조 종은 이러한 최대값이 나타나

지 않는다. 네 번째 단계는 S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

며, 적조 스펙트럼 분석 시 두 그룹은 SS 알고리즘으로

추출 가능한 임계값이 달라 각각 다른 임계값을 적용하

여 적조 영역과 비 적조영역을 구분하였다. SS 알고리

즘은 모든 적조 종 탐지에서 적조 영역을 과소 추정하

였지만 사용하는 파장대역과 알고리즘이 본 연구에서

탐지하고자 하는 적조 종의 스펙트럼 특성을 가장 잘 반

영하고 있어 적조 영역 추출에 사용하였다.

다섯번째 단계는 높은 클로로필 함량을 갖는 적조 종

만을 대상으로 Case-1, Case-2 해역 적조 영역을 구분하

였다. C. polykrikoides적조 종은 적조 속보에서 제공되는

시/공간적 정보가 많아 여러 영상을 활용하여 Case-1,

Case-2 해역에서의 적조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3개 적조 종에 대해서는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

다. 이 단계에서는 443에서 412 nm 사이의 기울기에 따

라 구분하였으며, 이는 Case-1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 영

역은 용존유기물에 의한 흡광이 적어 443 nm보다 412

nm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반면 Case-2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 영역은 412 nm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는 특징을 사

용하였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적조 감시 체계에 이러한 과정을

적용해보고자GOCI 영상을 활용한 결과는 Fig. 13과 같

다. 두 그룹에서 각각C. polyrkrikoides와N. scintillans적조

종을 대상으로 Fig. 12의 과정을 통해 적조 영역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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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result of detection by red tide algorithm for A. sanguinea (a) SS (b) FRTD (c) MRI and (d) RI (e)
chlorophyll concentration using GOCI image on May 13, 2015 at the South Sea (f) red tide repor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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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process for red tide surveillance around the Korean coastal waters using GOCI. Part A and B are flow charts for
surveillance of red tide species with high chlorophyll content and low chlorophyll content, respectively.

Fig. 15.  GOCI nLw RGB images ((a), (c): Aug. 13, 2013, (e) : Aug. 7, 2016). (b), (d) and (f) are the result of red
tide surveillance. The white and red areas of (b) and (d) represent the area of C. polykrikoides with
Case-1 and Case-2 waters, respectively. Also, the yellow area of (f) represents the area of N. scintil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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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동일 날짜의 GOCI nLw 영상과 비교하였다.

Fig. 13(a)와 (c)는 2013년 8월 13일GOCI nLwRGB 영상으

로 C. polykrikoides 적조 종이 포함된 해수가 붉은색으로

나타났다. 적조 영역 추출 결과, 남해안의 경우 연안에

가까운 지역이 Case-2 해역으로 분류되어 탁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했지만 동해안은 적조 생물 밀도가 높은 일

부 지역이 Case-2 해역으로 분류됨을 볼 수 있었다(Fig.

13(b), (d)). Fig. 13(e)는 2016년 8월 7일 서해안 GOCI nLw

영상으로N. scintillans적조종은붉은색으로나타났으며,

Fig. 12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적조 영역이 이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Fig. 13(f)). 적조 속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Fig. 12의 과정으로 추출된 적조 영역이 기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출된 Fig. 6, Fig. 8의 영역보다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적조 감시 체계는 적조 발생이 일어난 후

탐지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적조 잠재 지역을 선제

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적조 감시에 유용한 체계가 될 것이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적조 탐지 및 감시

를 위해서 전 해역, 적조 종 기반의 새로운 적조 감시 체

계를 제시하였다. 현장자료 및 위성영상을 활용한 스펙

트럼 분석 결과, 적조 종의 클로로필 함량과 해역의 탁

도에 따라 스펙트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분석을 수행한 적조 종은 총 4개 종으로 클로로필

함량에 따라 C. polykrikodies와 A. sanguinea, N. scintillans

와 P. dentatum적조 종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해역의 탁

도는 C. polykrikoides 적조 종을 대상으로 구분이 가능했

다. 기존 적조 탐지 알고리즘을 각 영상에 적용한 결과,

추출된 영역이 과소/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보여 기존

임계값으로는 적조 영역 추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적조 감시를 위한 체계

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조 영역과 비적조 영역

구분뿐만 아니라 적조 종의 클로로필 함량, 해역의 탁

도에 의한 구분이 가능했다.

적조 발생 시 수색은 적조를 일으키는 생물의 종류와

밀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적조 생물이 수

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밀도, 즉 적조현상의 인식 한계

는 세포의 크기가 작은 종이 크기가 큰 종보다 높은 밀

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Noctiluca 종은 세포의 크기가

1 nm정도로 100 이상의 밀도면 수색을 변화시키지만,

Prorocentrum종은 세포의 크기가 20 μg 로 작기 때문에 수

색을 변화시키려면 1,000 cell/mL 이상의 밀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적조

를 일으키는 편모조류의 세포길이가 30 μg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밀도 1,000 cell/mL 을 적조 인식 한계로 보고

적조주의보 발령기준이 정해졌다(Kim, 2005). 현재 국

립수산과학원의 적조 속보는 10 cells/mL 이상일 경우

적조생물 출현주의보, 100 cells/mL 이상은 적조 주의보,

1,000 cells/mL 이상은 적조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NFRDI, 2015). 적조 종의 스펙트럼을 추출한 해당 날

짜 의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의 적 조 속 보 를 보 면 C.

polykrikoides 적조 생물밀도는 250-4,100 , P. dentatum는

2,800-3,000 cells/mL, A. sanguinea는 130-7,500 cells/mL 였

으며, 현장관측으로 측정된N. scintillans는 2,344 cells/mL

였다. 4개 적조 종 모두 생물 밀도는 1,000 cells/mL 이상

이어서 알고리즘에 의해 대부분 탐지가 가능했지만, 각

적조 종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알고리즘 적용

시에 탐지 가능한 최저 생물밀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

한 생물밀도에 따라 적조 종의 스펙트럼 형태도 달라지

며, 추출 가능한 알고리즘 임계값도 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적조 생물밀도를

갖는 다양한 적조 종이 포함된 영상을 이용한 검증이 필

수적일 것이다.

GOCI 영상에 적용한 알고리즘들은 모두 GOCI 파

장대역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실제 같은 파

장대역을 갖더라도 센서마다의 특징으로 인해 알고리

즘 적용 시 도출된 결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한

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C. polykrikoides 적조는 서

해와 동해보다 주로 남해안에 빈번히 발생한다. 서해에

서는 2012년에 이례적으로 적조가 발생한 이후, 동해 대

양에서의 적조는 2013년에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에 사

례가 없어 이에 대한 영상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무해

성 적조는 적조 속보에 상세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현

장관측이나 육안분석으로 적조 발생 영역을 파악해야

했다. 또한 적조 영역의 스펙트럼 분석 및 적조 알고리

즘 적용을 위해 활용된GOCI 영상은 구름에 의한 영향

으로 인해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한편 남해이나 동해

A study on red tide surveillance system around the Korean coastal waters using GOCI

–227–

09신지선(all)(213~230)ok.qxp_원격탐사  2017. 5. 2.  오후 5:42  페이지 227



에서 발생하는 무해성 적조는 대부분 용존유기물이 많

은 연안지역이나 만 부근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GOCI 영상에서는 연안지역이 마스킹이 되는 특징으로

인해 적조 영역 분석이 어려웠다. 향후 센서별 특징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해역별로 다양한 적조 종이 포함된 영

상의 분석과 위성영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무인기

영상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더 효과적인 한반도 주변해

역의 적조 감시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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