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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hange has been accelerating in coastal waters recentl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coastal

environmental monitoring is also increasing. Chlorophyll-a concentration, an important marine variable, in the surface layer

of the global ocean has been retrieved for decades through various ocean color satellites and utilized in various research

fields. However, the commonly used chlorophyll-a concentration algorithm is only suitable for application in clear water

and cannot be applied to turbid waters because significant errors are caused by differences in their distinct components

and optical properties. In addition, designing a standard algorithm for coastal waters is difficult because of differences in

various optic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coastal area. To overcome this problem, various algorithms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considering the components and the variations in the optical properties of coastal waters with high

turbidity. Chlorophyll-a concentration retrieval algorithms can be categorized into empirical algorithms, semi-analytic

algorithms, an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hese algorithms mainly use the blue-green band ratio based on the

reflective spectrum of sea water as the basic form. In constrast, algorithms developed for turbid water utilizes the green-

red band ratio, the red-near-infrared band ratio, and the inherent optical properties to compensate for the effect of

dissolved organisms and suspended sediments in coastal area. Reliable retrieval of satellite chlorophyll-a concentration

from turbid waters is essential for monitoring the coastal environment and understanding changes in the marine ecosystem.

Therefore, this study summarizes the pre-existing algorithms that have been utilized for monitoring turbid Case 2 water

and present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mornitoring and study of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e also

summarize the prospective for future ocean color satellites, which can yield more accurate and diverse results regarding

the ecological environment with the development of multi-spectral and hyperspectral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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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기후변화는 연안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연안에서의 해양 환경변화 감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클

로로필-a 농도는 해양 환경 변화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수십년 동안 여러 해색 위성을 통해 전구 해양 표층의 클로

로필-a 농도가 산출되었으며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었다. 하지만 연안 해역의 탁한 해수는 외해의 맑은 해수와는

구별되는 구성 성분과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각한 오차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지구 대양을 위하여

만들어진 클로로필-a 농도 알고리즘은 연안 해역에 대입할 수 없다. 또한 연안 해역은 해역에 따라 성분과 특성이 크게

달라져 통일된 하나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안의 탁도가 높은 해역에서는

구성 성분과 광학적 변동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클로로필-a 농도 산출 알고리즘

은 크게 경험적 알고리즘, 반해석적 알고리즘, 기계학습을 활용한 알고리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해수의 반사 스펙트

럼에 기반한 청색-녹색 밴드 비율이 기본적인 형태로 주로 사용된다. 반면 탁한 해수를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은 연안

해역에 존재하는 용존 유기물과 부유물의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녹색-적색 밴드 비율, 적색-근적외 밴드 비

율, 고유한 광학적 특성 등을 사용한다. 탁한 해수에서의 신뢰성 있는 위성 클로로필-a 농도 산출은 미래의 연안 해역

을 관리하고 연안 생태 변화를 감시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탁도가 높은 Case 2 해수에서 활용되어온 알

고리즘들을 요약하고, 한반도 주변해역의 모니터링과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다분광 및 초분광 센서의

개발로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해색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미래의 해색 위성에 대한 발전 전망도 제시한다.

주요어: 클로로필-a 농도, 알고리즘, 맑은 해수, 탁한 해수, 해색, 연안 해역

서 론

식물플랑크톤에 존재하는 엽록소인 클로로필-a는

해양 저차 영양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

표이자 해양 생태 모델의 입력 자료가 된다(Cullen,

1982; Morel, 1988).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광합성을 통한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탄소 고정 능력

이 주목받고 있으므로 전 세계 해양의 클로로필-a 농

도의 분포와 변동을 이해하는 것은 현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978년 Coastal Zone Color Scanner

(CZCS)의 발사 이래로 원격탐사를 통한 전 세계 해

양의 해색 관측이 시작되었으며, 1997년과 2001년에

각각 발사된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SeaWiFS)와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

radiometer (MODIS)/Aqua는 클로로필-a 농도를 보다

정량적으로 탐사하였다. 이 중 MODIS는 20년이 넘

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해양 표층을 관측하고 있

어 해양 환경의 장기 변동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2010년 발사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색 위성인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는 한반도

주변 해양을 시간 단위로 관측하여 극궤도 위성에서

는 관측하기 어려웠던 해양 물리-생지화학 환경의 단

기 변동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Fig. 1). 2020

년 GOCI의 후속 센서인 GOCI-II가 발사되어 정지궤

도 위성 역시 장기적으로 해색 자료를 수집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해색 센서를 활용하여 안

정적으로 해양 관측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클로로필-a 농도로 산출하는 것은 또 다른 노력

이 필요하다.

해색 센서는 해수 표면과 표면 아래에서 후방 산

란된 가시광-근적외 영역의 복사 에너지를 탐지하여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후방 산란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산출한다. 이때 산란되는 복사 에너지의 특성

은 해수의 성분과 깊이에 따라 다르다. 맑은 바다에

서 가시광은 해수면 아래 수-수십 미터(m)를 투과하

므로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해저에서 반사된 빛이

인공위성 센서에 탐지되기도 한다(Mobley et al.,

2004). 해수의 광학적 특성은 해수 속 여러 유기·무

기 화합물로 인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맑은 해수

(Case 1 water)와 탁한 해수(Case 2 water),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Morel and Prieur, 1977). 맑은 해

수는 주로 식물플랑크톤 및 관련 생태 작용에 의해

해수의 광학 특성이 결정되며, 외해와 대양에서 잘

나타난다. 한편, 탁한 해수는 대양과 달리 식물플랑

크톤뿐만 아니라 플랑크톤의 생태 활동과 관계없는

부유성 입자(Suspended Sediments, SS), 유색 용존

유기물(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과

같은 성분에 의해서도 광학적 특성이 영향을 받는다

(Gordon and Morel, 1983; IOCCG, 2000; Bukata et

al., 2018). 이러한 특성은 육상 및 강 기원 물질과

얕은 해저 바닥의 영향을 받는 연안 해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외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전 세계적으로 유

명한 탁한 해수 해역은 주로 많은 양의 영양염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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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큰 강의 하구에 존재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표준 위성 클로로필-

a 농도 산출 알고리즘(이하 클로로필-a 알고리즘)은

주로 맑은 대양에서 수집한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맑은 해수에 맞춰

진 전구 클로로필-a 알고리즘은 각 연안 해역의 다양

한 생태 및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탁한 해수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Ruddick et al., 2001;

Hattab et al., 2013). 전구 위성 클로로필-a 알고리즘

은 대양에 대해서 평균 30-35%의 불확실성을 나타내

지만, 연안 해역에서는 100% 이상의 불확실성을 보

인다(Moore et al., 2009). 따라서 탁한 해수에서는

각 해역의 스펙트럼 특성과 사용된 해색 센서에 따

라 적절한 클로로필-a 농도 산출 방식을 적용해야 한

다. 현재까지 탁한 해수에 적합한 여러 가지 클로로

필-a 알고리즘이 국내 (Moon et al., 2010; Kim et

al., 2016) 및 국외(Tassan, 2004; Pradhan et al.,

2005; Tilstone et al., 2013)에서 개발되었다.

해색 센서를 활용한 클로로필-a 농도 산출은 전통

적으로 원격반사도(Remote Sensing Reflectance, Rrs)

를 활용한 경험적(empirical) 알고리즘과 반해석적

(semi-analytical)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He et

al., 2000; Tassan, 1994; O’Reilly and Werdell, 2019).

경험적 알고리즘은 실측 클로로필-a 농도와 원격반사

도 간의 통계적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낸다(Dierssen,

2010).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 전구 표준 클로로필-a 알고리즘으로 운

용하고 있는 OCx (Ocean Color) 알고리즘은 원격반

사도 스펙트럼 중 청색 밴드와 녹색 밴드의 비(blue-

green ratio)와 클로로필-a 농도와의 관계를 다항식으

로 표현한 경험적 알고리즘이다(O’Reilly et al.,

1998). 반해석적 알고리즘은 복사 전달 모델과 경험

식을 활용하여 해수면의 광학 특성에 관한 가정을

기반으로 복사 전달 모델을 통해 수출광량과 클로로

필-a 농도 사이의 관계를 계산함으로써 클로로필-a

농도를 산출한다(Carder et al., 1999; He et al.,

2000; Maritorena et al., 2002; Pozdnyakov et al.,

2002; IOCCG, 2006; Werdell et al., 2018). 이 밖에

도 최근 기계학습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해양 클로로필-a 농도 또한 다양한 기계

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연구가 제안되고 있

다(Pahlevan et al., 2020).

한편, 연안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위적

활동은 연안 생태 환경 및 수질을 급속도로 변화시

Fig. 1. An example of quasi-true RGB color composite image using GOCI data on 20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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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해양 생태 자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탁한 연안 해역에서 신뢰성 높은 클로로필-a 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색 센서 관측의 원리와 사양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최적화된 클로로

필-a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탁한 해수에 최적화된 해색 위성 클로로필-a 알

고리즘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한반도 주변 해에서 선

행 연구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 료

극궤도 해색 위성

Nimbus-7에 탑재되어 1978년부터 1986년까지 운

용된 NASA의 세계 최초 해색 센서 CZCS는 상층

해수에서의 해양 생태 정보를 담은 최초의 지도를

만들었다(Hovis et al., 1981; Hooker et al., 1992).

비록 첫 번째 해양 생태 지도가 전구 해양을 모두

담지 못 하였으나 이전의 조사선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였던 전구 규모의 해양 저차 생

태 연구를 위한 원격탐사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충분

하였다. CZCS는 가시-근적외 영역에서 443, 520,

550, 670, 750 nm 밴드와 1150 nm의 열적외 밴드를

가졌다. 당시 3색 분광법(Strickland and Parsons,

1972) 또는 형광법(Yentsch and Menzel, 1963)으로

클로로필-a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부정확했기 때문에

초기의 CZCS 산출물은 클로로필-a와 식물색소량

(phaeopigment)을 합한 농도를 추산하였다(Aiken et

al., 1996). 이후 SeaWiFS의 개발과 함께 CZCS 산출

물을 클로로필-a 농도로 변환하는 식을 만들어

CZCS 관측치를 활용하여 클로로필-a 농도만을 추정

할 수 있게 되었다(Rhea and Davis, 1997).

OrbView-2 (SeaStar)에 탑재된 SeaWiFS는 1997-

2010년 사이 운용되었으며 412 nm부터 865 nm 파장

대 사이의 8개의 밴드를 가졌다(Table 1). 전구 관측

(Global Area Coverage, GAC)은 4.4 km, 지역 관측

(Local Area Coverage, LAC)은 1.1 km의 해상도로

이루어졌다. SeaWiFS의 운용 시기와 맞물려 해수면

높이, 해상풍, 해수면 온도 등의 다양한 해양 물리

변수를 관측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해양의 생태가

수온, 염분, 빛 조건 등의 물리 환경과 침강, 용승,

혼합과 같은 해수의 역학적인 운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SeaWiFS 자료와 위성 해양

물리 자료를 활용하여 역학적인 맥락에서 전구 해양

생태 변동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해색 원격탐사

분야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e.g., Yoder and

Kennelly, 2003; McClain, 2009).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GSFC)의

Ocean Biology Processing Group (OBPG)에서 운용

하는 MODIS-Aqua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해양 원

격 탐사 미션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운용되고 있

으며 장기 시계열 해색 자료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ODIS는 0.4-14.4 μm 사이의 36개

의 스펙트럼 대역에서 파장에 따라 250 m, 500 m,

1 km의 해상도로 관측한다(Table 1). MODIS는 또한

Terra 위성(2000-현재)의 주요 센서로, Terra (오전 10

시 30분, descending)와 Aqua (오후 1시 30분,

ascending)는 적도를 3시간 간격으로 횡단하며 하루

동안 거의 전 세계를 관측한다. 그러나 MODIS-Terra

자료는 센서 반응 저하와 미러 손상에 의한 정확도

감소가 나타나 해색 연구에는 MODIS-Aqua 자료가

더 널리 사용된다(Franz et al., 2008).

MEdium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MERIS)

는 2002-2012년 European Space Agency (ESA)에서

운용한 Environmental Satellite (ENVISAT)-1에 탑재

된 주요 장비 중 하나이다. 390-1,040 nm 범위에서

총 15개의 밴드로 전체 해상도 및 감소된 해상도 자

료는 각각 약 300 m와 1,200 m이다(Rast et al., 1999).

Sentinel-3에 탑재된 Ocean Land Color Instrument

(OLCI)는 MERIS 임무에 자료 연속성을 제공하는

센서로 MERIS와 유사한 스펙트럼 범위와 공간 분해

능을 가진다. 대기 및 에어로졸 보정 기능(400 nm,

1.02 μm), 구름 상단 압력(764.4, 767.5 nm), 수증기

탐지(940 nm) 및 엽록소 형광 측정(673 nm)을 개선

하기 위해 6개의 밴드가 OLCI에 추가되었다(Donlon

et al., 2012). 2016년 발사된 Sentinel-3A와 2018년에

이어진 Sentinel-3B의 발사는 두 센서가 한 쌍으로

전구를 관측하도록 한다. 후속 위성인 Sentinel-3C와

Sentinel-3D도 2021년부터 차례로 발사 예정에 있다.

Joint Polar Satellite System (JPSS)은 NOAA/NASA

의 차세대 극궤도 위성 시스템으로 2011년에 발사된

Suomi-NPP와 2017년에 발사된 JPSS-1 (NOAA-20)

으로 구성된다. 375 m와 750 m 해상도를 가진 0.41

-12.0 μm 범위의 22개 밴드로 이루어진 광학, 적외

센서인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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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RS)를 공통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2022년 발사될

JPSS-2 (NOAA-21)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정지궤도 해색 위성

1970년대 해색 원격탐사가 시작된 이래로 극궤도

위성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정지궤도 해

색 위성은 극궤도 위성의 시간 해상도 측면을 개선

한 차세대 해색 원격탐사 방식이다(IOCCG, 2012a).

2010년 발사된 GOCI/Communication, Ocean &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1는 16개 슬롯을 사

용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

로 하루에 8번 한반도 주변 해역의 관측 자료를 생

산하였다(Fig. 1). GOCI는 SeaWiFS와 유사한 412-

865 nm의 8개 대역의 스펙트럼 밴드로 구성되며,

500 m 공간 해상도를 가진다(Table 1). 한 시간 단위

의 관측을 기반으로 GOCI는 극궤도 위성에서는 불

가능했던 단시간 대기-해양 상호 작용 및 시간별 해

수면 이동 등의 여러 과학적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

였다(Park et al., 2016; Park et al., 2018). GOCI의

후속 위성으로 250 m 해상도, 13개의 스펙트럼 밴드

를 가진 GOCI-II/GEO-KOMPSAT (GK)-2B가 2021

년부터 그 임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GOCI-II는 한반

도 주변 해역뿐만 아니라 (1일 10회) 지구 규모의 관

측을 (1일 1회) 수행한다. 일본 기상청(Japanese

Meteorological Agency, JMA)의 정지 기상 위성

(Geostationary Meteorological Satellite, GMS) 시리즈

인 Himawari-8에 실린 Advanced Himawari Imager

(AHI)는 2014년부터 10분 간격으로 0.47-13.3 μm 스

펙트럼 대역에서 지구 규모 관측을 수행한다(Lim et

al., 2018). 그러나 태양광의 긴 경로로 인한 겨울 반

구의 높은 위도(>35
o
)에서의 오류와 같은 일부 문제

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Murakami, 2016).

방 법

맑은 해수의 광학적 특성

해색 센서가 탐지하는 반사 스펙트럼은 400-900

nm 사이의 근적외선을 포함하는 가시광 영역이다.

이 중 해수의 반사 특성을 고려한 특정 스펙트럼의

조합으로 식물플랑크톤의 번성을 다른 자연현상과 구

분하는데 적합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Siegel et

al., 2007; Blondeau-Patissier et al., 2014). 해수 반사

스펙트럼은 각각 빛을 흡수하고 산란하는 해수의 여

러 구성 성분의 기여가 합쳐져 나타난다. 광학적 특

성이 식물플랑크톤 농도 변화와 관련성 높은 구성성

분이 주를 이루는 맑은 해수는 가시광 영역에서 파

Table 1. Specification and information of three representative ocean color satellites (SeaWiFS, MODIS, and GOCI)

Sensor SeaWiFS MODIS-Aqua GOCI

Platform OrbView-2 (SeaStar) Aqua (EOS-PM1) COMS-1

Launch date 04 Sep 1997 04 May 2002 26 Jun 2010 

End of Life (Status) 11 Dec 2010 Extended operation 31 Mar 2021

Orbit/Altitude Sun-synchronous/705 km Sun-synchronous/705 km Geostationary/35,786 km

Equator Crossing Time 12:20 13:30 -

Coverage Global Global
Longitude: 128.2

o
E, 

Area of 2,500 km
2

Cycle Daily ~2 per day Hourly

Resolution
GAC 4.4 km

LAC 1.1 km 

0.25 km (Band 1-2),

0.5 km (Band 3-7),

1.0 km (Band 8-36)

500 m IFOV

Spectral coverage
8 Visible (VIS)/Near-infrared (NIR) 

channels (402-885 nm)

36 VIS/IR channels 

(620-14,385 nm)

8 VIS/NIR channels

(400-865 nm)

Primary mission

objectives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Ocean Diffused Attenuation 

Coefficient (DAC),

Chlorophyll-a concentration,

Suspended Sediments (SS) 

concentration, Oil spill cover

Cloud cover, Cloud optical depth,

Cloud top height/temperature, 

Cloud type, CDOM,

 DAC, Chlorophyll-a concentration,

 SS concentration, Oil spill cover,

Sea surface temperature,

Sea-ice cover

Aerosol optical depth,

Aerosol column burden,

CDOM, Fraction of Absorbed

PAR (FAPAR), DAC,

Chlorophyll-a concentration,

SS concentration,

Oil spill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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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가 커질수록 반사하는 빛의 비율이 줄어들며 근

적외 파장대에서는 대부분의 빛을 흡수한다(Mobley,

1994). 클로로필-a는 440 nm 및 680 nm 부근에서 가

장 높은 비율로 빛을 흡수하며, 반대로 600 nm 부근

에서의 반사율이 높다(Robinson, 2004). 따라서 주로

식물플랑크톤과 그 생태활동에 따른 광학적 특성이

나타나는 맑은 해수에서는 클로로필-a가 빛을 흡수

및 반사하는 특성의 영향으로 식물플랑크톤이 광합성

을 활발히 할수록 440 nm와 660 nm 부근에서 골

(trough) 형태의 낮은 반사도 스펙트럼을 가진다(Fig.

2a). 또한 클로로필-a 농도가 증가할수록 클로로필-a

의 빛 흡수로 인하여 440 nm 부근의 반사도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탁한 해수의 광학적 특성

탁한 해수는 연안의 얕은 해역을 따라 재 부유된

입자들이나 강 유출물 또는 빙하 유출물 등 외부에

서 유입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연안 해

역의 저차영양생태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연안 해

역에서 용존 유기물은 플랑크톤의 생태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잔해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육지로부터 공

급되기도 한다(Hojerslev, 1980). 용존 유기물은 맑은

해수와는 반대로 가시광 영역에서 짧은 파장대일수록

많은 양의 빛을 흡수한다. 따라서 용존 유기물의 존

재는 청색 영역에서 해수의 반사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부유물은 입자의 크기와 농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Roeselr and Perry, 1995). 여러 구성

성분의 영향으로 탁한 해수에서 나타나는 반사 스펙

트럼은 맑은 해수와 달리 단파장 영역에 비하여 500

-600 nm에서의 반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유사의 농

도가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반사도 높아진다(Fig. 2b).

Fig.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의 한반도

서해안, 중국연안, 양쯔강 연안 등은 전 세계 연안

해역 중에서도 탁도가 높은 대표적인 해역이다. 이러

한 해역은 수심이 얕고 부유사 농도도 매우 높아 표

준 클로로필-a 알고리즘은 적용하기 어렵다. Fig. 3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표준 MODIS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산출한 전구 해양의 클로로필-a 농도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대체적으로 연안 해역에서는 클로

로필-a 농도가 1 mg m
−3 
이상으로 높고, 대양에서는

0.1 mg m
−3

 이하의 낮은 값을 보인다. 이러한 연안

에서의 높은 클로로필-a 농도는 연안의 부영양화에

의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탁한 해수의 광학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의하여 산

출된 농도 값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지적인

연안 해역에서의 정확한 클로로필-a 농도 산출을 위

해서는 지속적인 관측과 이를 기반으로 한 탁한 해

수 적합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야 한다.

위성 클로로필-a 농도 산출 알고리즘 

원격 탐사로부터 획득한 대양의 해색 자료를 해양

변수로 변환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경험적 알고리즘

이 널리 사용되었다(O’Reilly et al., 1998). 경험적

알고리즘은 해수의 반사 스펙트럼 특성을 반영한 여

Fig. 2. Typical spectra of MODIS remote sensing reflectance as a function of wavelength in case of (a) Case 1 water and (b)

Case 2 water(selected from We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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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밴드의 원격반사도 조합과 실측값과의 관계를 경

험적으로 비교하여 거듭제곱 함수, 고차 다항식 등을

로그/지수 변환한 형태로 나타낸다(Table 2). NASA

전구 표준 알고리즘(OCx)을 비롯한 일반적인 맑은

해역 알고리즘은 식 (1)과 같이 청색-녹색 밴드 사이

의 원격반사도 비율(Rrs(λblue)/Rrs(λgreen))과 실측값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구한다(Hu et al., 2012).

(1)

CHL은 클로로필-a 농도, c0-c4는 원격반사도 비율

과 실측 클로로필-a 농도 사이의 각 센서별 다항식의

회귀 분석으로부터 구한 계수이다.

원격반사도의 비율을 활용한 알고리즘 외에 각 밴

드 값의 차이를 이용한 경험적 알고리즘이 있다. 상

대적으로 식물플랑크톤의 농도가 높은 해수는 짧은

파장대의 높은 흡수율로 인해 청색 스펙트럼 신호가

센서의 검출 한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밴드 비율 알고리즘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클로로필-

a에 의한 흡수 및 산란 스펙트럼의 구별은 스펙트럼

차이를 통해 클로로필-a 농도의 정량화를 가능하게

한다. 스펙트럼 대역 차이 기반 알고리즘은 일반적으

로 적색-근적외선 또는 청색-녹색 스펙트럼 영역을

사용한다. Neville과 Gower (1977)는 685 nm에서 관

찰되는 클로로필 형광 신호가 클로로필-a 농도와 강

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Fluorescence Line Height (FLH)를 도입하였다. FLH

는 클로로필 형광 방출 밴드(~680 nm)와 주변 두 밴

드와의 상대적인 차이를 이용한다(Falkowski and

Kiefer, 1985; Gower et al., 2004). MODIS 및

MERIS의 FLH 알고리즘은 각각 667, 678, 746 nm

및 665, 681, 708.75 nm의 세 가지 밴드를 활용한다

(Hu et al., 2005). 이 알고리즘은 670-690 nm 범위의

클로로필 형광 방출 대역이 없는 해색센서에서는 사

용할 수 없다.

FLH 외에도 최대 클로로필 지수(chlorophyll index)

및 색 지수(color index)와 같은 다양한 밴드 차이 기

반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Hu et al., 2012). 색 지수

는 녹색 파장의 원격반사도와 청색과 적색 파장의

원격반사도 사이에 선형으로 형성된 기준의 차이로

정의되며, 사용 밴드가 청-녹-적색으로 이동한다는 점

을 제외하면 FLH의 개념과 유사하다. 최근 NASA/

OBPG는 낮은 클로로필-a 농도 해역(≤0.25 mg m
−3

,

전 세계 해양 면적의 약 78%)에 대한 해색 지수와

더 높은 클로로필-a 농도 해역(>0.4 mg m
−3

)에 대한

밴드 비율 알고리즘을 병합하는 혼합 방식을 기본

전구 알고리즘으로 채택하였다(Hu et al., 2012, 2019)

(Table 2).

많은 기계학습 기반 클로로필-a 알고리즘은 원격반

log10CHL c0= ci

i 1=

4

∑ log10

Rrs λblue( )

Rrs λgreen( )
-----------------------+

Fig. 3. A long-term composite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mg m
−3

) using MODIS data for a period from 2002 to 2021,

where the colors are represented in logarithmic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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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를 물리적 속성에 관련시켜 설계된다. 기계학습

기술 중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s, MLP),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s, SVM)을

활용한 연구가 좋은 클로로필-a 농도 산출 결과를 보

여주었다(Smith et al., 2021). MLP는 일련의 계층의

배열이 연결된 기계학습의 일종인 인공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으로, 순차 계층을 통해 내

적에 사용되는 가중치 집합을 학습하여 회귀를 수행

한다. 이러한 유형의 모델은 클로로필-a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생태와 관련된 광학 변수를 얻기 위한

연구에서 사용되었다(e.g., Gross et al., 2000; Jamet

et al. al., 2012; Hieronymi et al., 2017). SVM은 주

어진 자료에서 최대로 분리된 초평면(hyperplane)을

찾고, 새로운 샘플의 평면으로의 회귀를 수행하는 방

식이다(Kwiatkowska and Fargion 2003; Zhan et al.,

2003). 이 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대양의 클로로필-a

농도 추정에 사용되었다(Kwiatkowska and Fargion

2003; Zhan et al., 2003).

탁한 해수 클로로필-a 농도 산출

경험적 산출 방법

많은 연구에서 맑은 해수역과 마찬가지로 탁한 해

수의 위성 클로로필-a 농도 산출 방식으로 경험적 알

고리즘을 채택하였다(Table 3). 대양에서의 관측을 기

반으로 한 표준 알고리즘은 탁한 해수에서 용존 유

기물과 부유사의 영향으로 청색-녹색 밴드(400-570

nm) 사이의 비율이 클로로필-a 농도의 변화에 덜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Gower, 2000; Joint and Groom, 2000; Dierssen,

2010). 따라서 탁한 해수에서 400-570 nm 영역의 밴

드 외에 붉은색 밴드(620-700 nm)와 근적외 영역의

(>700 nm) 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Bowers

et al., 1996; Shanmugam, 2011; Moses et al., 2012).

Tassan (1994)은 부유사 및 용존 유기물의 농도가

매우 높은 황해와 동중국해역에서 표준 대기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SeaWiFS 원격반사도를 활용하여

Table 2. Classification of methods to retrieve chlorophyll-a concentration from satellite data and key elements of each algorithm

Category Key elements Representative references

Empirical algorithm

Band ratio O’Reilly et al. (1998)

Fluorescence Line Height (FLH)

Neville and Gower (1977)

Falkowski and Kiefer (1985)

Gower et al. (2004)

Hu et al. (2005)

Chlorophyll index Gower et al. (2005)

Color index Hu et al. (2012)

Hybrid algorithm Hu et al. (2012, 2019)

Semi-analytical algorithm
 Garvel, Siegel and Maritorena (GSM)

Garver and Siegel (1997)

Maritorena et al. (2002)

Quasi-Analytical Algorithm (QAA) Lee et al. (2002)

Machine learning

Neural network 

Doerffer and Schiller (2007)

Kajiyama et al. (2018)

Smith et al. (2021)

Multilayer Perceptrons (MLP)

Schiller and Doerffer (1999)

Gross et al. (2000)

Ioannou et al. (2011)

Jamet et al. (2012)

Hieronymi et al. (2017)

Support Vector Machines (SVM) 

Kwiatkowska and Fargion (2003)

Zhan et al. (2003)

Smith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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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다항식의 경험적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청색과

녹색 파장 영역의 총 4개(412, 443, 490, 555 nm)의

밴드를 사용하였는데 청색과 녹색 밴드의 비(Rrs(443)/

Rrs(555))에서 나타나는 부유사 및 용존 유기물에 의

한 효과는 다른 두 청색 밴드의 비(Rrs(412)/Rrs(490))

로 상쇄시켰다(Table 3). Tassan (1994)의 알고리즘은

이후 탁한 해역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지역적으로

또는 다른 해색 센서에 알맞게 계수와 밴드를 조정

한 형태로 적용되었다(Siswanto et al., 2011; Kim et

al., 2016). Kim et al. (2016)은 Tassan (1994) 알고

리즘의 형태를 기반으로 GOCI 센서에 맞는 파장에

한반도 주변 해역 관측 자료에 적용한 새로운 계수

를 계산하였다. 특히 Rrs(555)를 기준으로 부유사 농

도를 판별하여 세 가지 부유사 농도 수준과 모든 해

역을 포함하는 해역에 대한 총 네 가지의 분류를 소

개하였다.

Le et al. (2013a)은 녹색-적색 밴드 사이의 비를 이

용한 알고리즘(Red-Green Chlorophyll Index, RGCI)을

제안하였다(Table 3). 이는 클로로필-a가 상대적으로

녹색 파장대의 빛은 반사하고, 적색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여 형성되는 녹색 파장대의 반사율 정점과 적

색 파장대의 골이 클로로필-a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긴 파장대로 이동하는 특성에 기반을 두었다

(Schalles, et al. 2006; Tzortziou et al., 2007). RGCI

알고리즘은 미국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의 1-

50 mg m
−3

 농도 영역에서 SeaWiFS 자료에 대하여

45.8%, MODIS 자료에 대하여 40.9%의 오차율을 보

였는데 이는 해당 영역에서의 전구 알고리즘을 대입

했을 경우보다 훨씬 좋아진 결과이다. RGCI의 원리

를 응용하여 Abbas et al. (2019)은 531, 547 nm 중

더 큰 원격반사도 값과 667, 678 nm 중 더 작은 원

격반사도 사이의 비( )를 이

용하여 클로로필-a 농도를 산출하였다.

근적외 영역은 대부분의 플랑크톤 종이 클로로필-a

농도의 증가와 함께 빛을 더 산란시킨다(Gitelson et

al., 1999). 청색-녹색 영역의 밴드 비율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갖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Le et al.

(2013b)은 MERIS의 적색-근적외 밴드 비율(Rrs(709)/

Rrs(665))을 사용하였다(Table 3). 미국 탐파만(Tampa

Bay)에서 수집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클로로필-a

농도가 1.0-30.0 mg m
−3
일 때, 35.5%의 오차율을 가

졌다. 실험을 통해 676 nm 근처에서 용존 유기물과

부유사의 영향이 가장 적음이 밝혀져 탁한 해수에서

676 nm 부근 밴드의 활용이 유용함이 증명되었다

(Gurlin et al., 2011; Odermatt et al., 2012;

Blondeau-Patissier et al., 2014). 적색-근적외 밴드 비

율 알고리즘에 대하여 Ruddick et al. (2001)에 의해

수행된 민감도 분석은 밴드 비의 쌍을 이루는 파장

의 선택이 매우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672, 704 nm를

사용하는 밴드비 알고리즘은 클로로필-a 농도가 약

10 mg m
−3
일 때 가장 잘 수행되는 반면 더 넓은 밴

드 쌍인 667, 748 nm은 약 100 mg m
−3
에서 가장 좋

은 결과를 보였다.

max Rrs 531( ) Rrs 547( ),( )

min Rrs 667( ) Rrs 678( ),( )
---------------------------------------------------------

Table 3. Formulation of empirical algorithms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for Case 2 water in turbid coastal area, where Rrs

represents remote sensing reflectance and the numbers in each formulation stand for the central wavelengths of satellite ocean

color sensors

Fundamental element Formulation Representative references

Blue-Green ratio, 

Blue-Blue ratio

,
Tassan (1994), Siswanto et al. (2011), 

Kim et al. (2016) 

Red-Green Chlorophyll Index 

(RGCI)

,

Le et al. (2013a), Abbas et al. (2019)

Red-Near-infrared ratio

,

Le et al. (2013b)

CHL 10
c
0

c
1
R c

2
R
2

+ +

=

R log10

Rrs 443( )

Rrs 555( )
--------------------

Rrs 412( )

Rrs 490( )
--------------------

c
3

=

CHL 10
c
0

c
1
R+

=

R log10

Rrs 667( )

Rrs 531( )
--------------------=

CHL c0R
c
1

=

R log10

Rrs 709( )

Rrs 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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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석적 산출 방법

탁한 해수역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반해석 모

델은 원격반사도를 해수의 고유 광학적 특성(Inherent

Optical Properties, IOPs), 즉 흡수 및 후방 산란 계

수와 관련시킨다. 전자는 식물플랑크톤, 용존 유기물

및 생물 잔해에 기인하는 반면 후자는 주로 입자에

기인한다(Roesler and Perry, 1995; Maritorena et al.,

2002). Garvel, Siegel 및 Maritorena (GSM) 알고리

즘은 원격반사도와 흡수 및 후방 산란 계수 간의 관

계를 기반으로 한다(Garver and Siegel, 1997; Maritorena

et al., 2002). 해색 센서의 원격반사도는 IOPs 변수와

결합되어 GSM의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MODIS에

대한 CARDER 알고리즘은 원격반사도를 통해 클로

로필-a 농도와 IOPs를 유도한다. 이 알고리즘은 식물

플랑크톤의 빛 흡수가 생물 분해 산물과 클로로필에

의한 흡수로 분리되는 더 복잡한 접근 방식을 사용

한다(Carder et al., 1999; 2004). Shang et al. (2011)

은 MODIS의 식물플랑크톤 흡수 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Quasi-Analytical Algorithm (QAA, Lee et

al., 2002)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비 생물의 광학

적 영향에 의한 오염이 쉬운 클로로필-a 대신 식물플

랑크톤 흡수 계수를 사용한 연구 방식을 촉진하였다.

광학적으로 맑고 얕은 해역에서 해저면에 의한 빛

반사는 깊은 바다에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사를

일으켜 IOPs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 Hydrolight 또

는 Monte Carlo와 같은 수치 모델은 IOPs 및 바닥

반사율에 필요한 입력 정보가   주어지면 대부분의 해

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Mobley et

al., 2004). Shallow Water Inversion Model (SWIM)

은 반해석적 역산 모델로 광학적으로 얕은 수심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심과 해저면 밝기

정보를 활용해 개발되었다(McKinna et al., 2015).

McKinna et al. (2015)의 MODIS 자료를 활용한 호

주 해역에 대한 연구는 QAA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기계학습 기반 산출 방법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위해 시뮬레

이션 된 광범위한 스펙트럼은 맑은 해수뿐만 아니라

탁한 해수에도 적용가능 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

MERIS를 위한 탁한 해수 해역 클로로필-a 농도 알

고리즘으로 개발된 기계학습은 수출광량(water leaving

radiance) 자료와 천정각, 방위각, 태양 천정각의 기하

정보를 입력 자료로 하여 IOPs 정보를 산출하였고,

IOPs와 클로로필-a 농도 사이의 경험적 관계식을 만

들었다(Schiller and Doerffer, 2005; Doerffer and

Schiller, 2007). 해당 기계학습은 첫 번째 산출 자료

를 통해 입력 자료를 역으로 계산한 후 다시 산출

결과를 얻는 두 개의 인공 신경망 모델로 구성되었

다. 이러한 구성은 위성에서 측정된 반사 스펙트럼이

훈련된 자료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Wang et al. (2017)은 발해만과 황해에서의 MODIS

클로로필-a 농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인공 신경망 기

반의 일반화된 첨가 모델(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을 활용하였다. GAM은 선형적인 통계기법으

로 예측변수와 반응 변수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

없으며, 각 예측 변수와의 관계와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Hastie and Tibshirani, 1990).

GAM은 지역적인 해역뿐만 아니라 전구 해양에 대한

해색 자료 분석에도 활용된다(Boyce, Lewis, and

Worm, 2010; Irwin and Finkel, 2008; Raitsos et al.,

2012; Stock, 2015). 실측 클로로필-a 자료와 MODIS

원격반사도 자료, 수심 자료를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

을 때, 알고리즘의 오차율은 약 40%였다. Pahlevan

et al. (2020)은 MLP 기반의 혼합 밀도 네트워크

(Mixture Density Network, MDN)를 이용하여 여러

해안역과 육지에서의 Sentinel-2 (MultiSpectral Instrument,

MSI)와 Sentinel-3 (OLCI)의 원격반사도 대한 클로로

필-a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MDN은 MLP의 변형된

방식으로 다양한 출력의 범위에 대해 조건부 확률분

포를 계산하여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MDN을 활용한 해당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40-60%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Pahlevan et al., 2020).

또한 적색의 가장자리 영역(690-715 nm)을 담당하

는 스펙트럼 밴드가 없는 Landsat-8 Operational

Land Imager (OLI)와 같은 경우는 가시광 영역과 근

적외 영역의 밴드를 활용하는 기계학습 방식이 유용

하게 활용된다(Kajiyama et al., 2018). Smith et al.

(2021)은 MDN을 활용하여 OLI를 위한 해안과 내륙

에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Cao et al.

(2020)는 부영양화된 호수에 대한 OLI 클로로필-a

알고리즘은 극한 기울기 부스팅(Extreme Gradient

Boosting, XGB)을 활용하였다. 이 방식은 고도로 최

적화된 의사 결정 나무(decision tree)에 기반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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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 부스팅을 통해 점진적으로 오류를 줄이는 기계

학습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계학습은 향후 다양한 인

공지능 기법의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 의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이 해수면으로부터 나오

는 광학적 신호를 탐지하고, 그 신호를 해양 산출물

로 변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또한 해색

위성으로부터 탐사된 원격반사도는 해양 상층에 존재

하는 플랑크톤 층의 두께, 부유성 입자의 양, 대기

보정, 해저면 반사율 등이 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다. 특히 빛의 산란에 관여하는 입자가 많은 탁한 해

역에서의 원격반사도는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

다. 따라서 탁한 해역의 클로로필-a 농도 산출물을

위해서는 알고리즘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각 해

역의 구성 입자, 저차영양생태계, 대기, 수심 등의 특

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맑은 해수와 탁한

해수의 구분이 해색 원격탐사 초기에는 유용하였으나,

모호한 분류 기준은 알고리즘 성능을 더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Mobley et al., 2004). 예를 들면,

대양에서 집적된 덩어리 형태로 식물플랑크톤 번성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한 가지 타입의 해수로

모델화하기 어렵다(Martin, 2003). 또한 식물플랑크톤

은 같은 종에 대해서도 빛과 영양염의 공급량에 따

라 다른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같은 클로로필-a 농

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식물플랑크톤 종

은 각각의 광학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해수는 광범

위한 연속성을 가지면서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광학적

구성요소의 혼합으로 해석해야 한다(Mobley et al.,

2004).

고유한 광학적 특성에 기초한 식물플랑크톤 종의

구별은 대양과 연안 해역 모두에서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식물플랑크톤의 종 별 광학 특성을 모델화

하기 위하여 식물플랑크톤 분류학적 구성, 해양 생태

광학적 변수의 특성을 동시에 측정하여 지역 및 전

구 실측 데이터베이스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Claustre et al., 2005). 하지만 Dierssen (2010)

과 Sen Gupta와 McNeil (2012)은 전구 해양의 속성

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의 현장 관측 자료에서 파생된 클로로필-a 농도 알고

리즘이 연안 해역의 여러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변

수들과 클로로필-a 농도 관계의 변화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Blondeau-Patissier et al., 2014). 이와 관련하여

International Ocean-Colour Coordinating Group (IOCCG,

2012b)은 식물플랑크톤의 번성 시기, 빈도, 구성 및

강도가 기후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식물플랑크

톤의 탐지는 미래 임무의 목표라고 하였다.

식물플랑크톤 종 및 해수 성분에 대한 광학적 특

성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지만(Babin and Stramski,

2004; Bissett et al., 2001) 최근까지도 그 연구 결과

를 전구 해양에 대입할 수 있는 관측이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몇 년 사이 다양한 다분광 센서들이 개발

되었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NASA의 5 nm 간격의

초분광 센서인 Plankton, Aerosol, Cloud, ocean

Ecosystem (PACE)의 발사 계획이 있다. PACE를 비

롯한 발전된 해색 센서의 지속적인 도입은 그동안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식물플랑크톤 종에 따른 광

학적 특성을 해석하고, 나아가 원격탐사를 통한 해양

저차생태 및 탄소 순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Grooms et al., 2019).

한반도 주변해 중 동해는 비교적 맑은 해수인

Case 1 유형으로 분류되어 기존에 활용되어 온 각

위성의 표준 클로로필-a 알고리즘을 적용하여도 무방

하다. 그러나 황해와 발해만 해역은 연중 해수의 탁

도가 높아 대표적인 Case 2 해역으로 분류된다(Fig.

4). 이러한 Case 2 해역에 대해 Case 1 알고리즘의

적용은 클로로필-a 농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Cui et al., 2010; Siswanto et al., 2011; Kim et al.,

2016). 특히 이 지역의 겨울철 강한 북서풍은 해수를

연직으로 활발히 혼합시켜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바

닥 입자 재부유가 일어나고, 이는 식물플랑크톤의 번

성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겨울철 해수 상층에서 식

물플랑크톤이 크게 번성하는 것으로 잘못 유도될 수

있다. 강한 해상풍 외에도 황해는 연안의 강한 조류,

양쯔강을 비롯한 여러 강으로 부터 공급되는 영양염

과, 용존 유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정확한 클로로필

-a 농도를 산정하기가 특히 어렵다.

한반도 주변 해양의 특성에 맞춰 Tassan (2004)의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에서 해역에 적합한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Ocean Color Work Group (YOC)은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Glob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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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GEF)에서 설립한 연구 협력으로 1998년부

터 2007년까지 황해 및 동중국해 해역에서 수집한

광범위한 실측자료 수집하였고, Tassan (2004)의 알

고리즘 계수를 수정한 SeaWiFS 클로로필-a 알고리즘

을 제시하였다(Siswanto et al., 2011).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또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 광 특성 현장관측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Moon et al. (2010)은 부유물과 용존 유

기물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청색-녹색 밴드 비율

( )의 GOCI 클로로

필-a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Kim et al. (2016)은

KIOST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GOCI Rrs(555)을 기준

으로 연구 해역의 탁도를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

후 Tassan (2004)의 알고리즘을 각 해역에 맞는 새로

운 계수로 수정하였다.

Yang (2018)은 GOCI 관측 범위의 일본 주변해에

서 나타나는 해수 특성에 맞춰 MODIS Rrs(667)를

기준으로 탁도를 판별한 후, 청색-녹색 밴드의 원격

반사도 비율( )을 활용한 두

종류의 경험식을 세웠다. 한반도 남해안에 대한 항공

기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연구로 Shin et al. (2020)

은 한반도 남해안에 대한 해수 스펙트럼 특성을 바

탕으로 새로운 녹색-청색 밴드 비율(Rrs(570)/Rrs(490))

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주변 해역

과 같이 광학적 특성이 복잡한 해역에서 클로로필-a

농도를 정확히 관측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향후 연안

의 해양-대기 상호작용과 정량적인 탄소 순환을 이해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Rrs 443( ) Rrs 490( )+( ) Rrs 412( )–

Rrs 555( )
--------------------------------------------------------------------------

max Rrs 443( ) Rrs 488( ),( )

Rrs 547( )
---------------------------------------------------------

Fig. 4. Examples of seasonal RGB images showing turbid sea waters at (a) 05UTC on 20 January 2020, (b) 02UTC on 27

April 2020, (c) 04UTC on 25 July 2020, (d) 05UTC, 8 Nov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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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연안 해역은 인류 활동과 육상 자체의 영향에 따

른 변화가 계절마다 혹은 더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난

다. 또한 지구 온난화는 연안 해역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일으켜 연안의 탄소순환, 해양생산성, 어장

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연안 클로로

필-a 농도 연구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식물플랑크

톤이 해수의 광학적 특성을 좌우하는 대양 위주로

개발된 클로로필-a 알고리즘은 식물플랑크톤 외에 부

유성 입자, 용존 유기물이 독립적으로 변하는 연안의

탁한 해수에서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탁한 해수 적합 클로로필-a 알고리즘이 필

요하다. 신뢰도 높은 연안 해역의 알고리즘 개발을

위하여 복잡한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의 연안에 대한 관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해색 원격 탐사는 연

속성이 있는 해색 센서를 통한 장기간 자료 생산으

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

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정지궤도 위성 및

초분광 관측을 통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다가올 장기

적이고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해

역에 최적화된 산출 기술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연안에서의 해색 위성 자료의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대

규모 국내외 관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광범위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탁한 해수에 적확한 클로로필-

a 알고리즘을 확립한다면 연안 환경 모니터링, 저차

영양생태계 연구, 수치 모델 입력장 등 다방면에 활

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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