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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t. SAKRAJIMA in southern Kagosima, japan is one of the most active volcanoes in the
world. On 18 August 2013, the SAKRAJIMA volcano recently went into the largest scaled eruption with
a huge plume of volcanic ash. Therefore, the concern arises if this considerable amount of ashes might
flow into the Korea peninsula as well as Japan. In this paper, we performed numeric experiment to analyze
how volcanic product resulted from the SAKRAJIMA volcano has impacted on Korea. In order to predict
the spread pathway of ash, HYSPLIT model and UM data has been used and 17th September 2013 has
been selected as observation date since it is expected that the volcanic ash would flow into the South
Korea. In addition, we have detected ash dispersion by using optical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COMS-GOCI) images. As the results, we
come to a very satisfactory conclusion that the spread pathway of volcanoes based on HYSPLIT model
are matched 63.52 % with ash dispersion area detected from GOCI satellites image.
Key Words : volcanic ash, HYSPLIT, GOCI, dispersion model, SAKURAJIMA

요약 : 일본 가고시마에 위치하고 있는 사쿠라지마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화산 중

하나이다. 2013년 8월 18일 사쿠라지마 화산은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분화를 하였고, 분화에 의해 발생

한 화산재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쿠라지마 화산분출물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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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본 가고시마현에 위치하고 있는 사쿠라지마 화산

은 용암류와 화산재 및 부석과 같은 화산쇄설물이 퇴적

된 성층화산섬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는 화산 중 하나이다(Fig. 1). 특히 사쿠라지마 화

산은 벌칸식(Vulcanian)분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화산 분화시 화산재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2013년 8월 발생한 사쿠라지마 화산의 대규모 분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의 화산재 유입에 대한 우려를 야

기하였다 . 이날 분화한 화산기둥의 높이는 6.1 km

(20,000 ft)로 기록되었으며, 화산재는 통상적인 분출량

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양인 15만톤이 방출되었다. 방출

된 화산재로 인해 열차 운행중단과 같은 경제적 손실도

야기되었다. 이러한 화산분출물은 화산 주변의 직접적

인 피해뿐만 아니라 제트기의 엔진, 연료 계통의 문제,

정밀기기 오차율 증가, 대기질 악화에 따른 인명피해와

같은 사회 및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화산분출

물 확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확산 경로

예측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예측경로에 대한 정확도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Miller and Casadevall, 2000).

화산재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실측을 통해 획득한 결

과가 가장 정확하지만, 이 방법은 관측 위험성을 동반하

고 분화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결과를 획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관측 위험성이 없고 분화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도 탐지 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Prata(1989)는 위성에 탑재된 적외밴드를 이용하여 화산

재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 바 있으며, 이 연구

를바탕으로다양한위성에적용하여사용되고있다. 초

기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AVHRR)

위성기반의 화산재 탐지 기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Prata, 1989; Yu et al., 2002),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나 Total Ozone Mapping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0, No.2, 2014

–304–

HYSPLIT 확산모델과 UM 기상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일은 화산재 유입이 예상되는 규모로 분화한

2013년 9월 17일이다. 또한 천리안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화산재를 탐지하였고, 모의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

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HYSPLIT 모델기반의 화산재 확산 예측 경로와 GOCI 위성 영상에서 탐지

한 화산재 분포지역과 63.52%가 일치하는 것을 보였다.

Fig. 1. Case study area around SAKURAJIMA in Japan(using Landsat 8).



Spectrometer(TOMS)에서 획득한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화산재를 탐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Robert et al.,

2002; Watson et al., 2004; Pavolonis et al., 2006; Picchiani et

al., 2011). 이러한 원격탐사 방법은 관측영역이 넓고 정

확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분화 후에 관

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단

점이 있다. 따라서 화산재 확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는 화산재가 확산하는 경로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화

산재와 같은 화산분출물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

오염물이기 때문에 화산재가 확산하는 경로는 기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화산재 확산 경로는 분화시각의

기상장을 기반으로 한 수치모형을 적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Lee and Yun, 2011). 이와 같이 수치모

형 및 입자 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화산재 확산 경

로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측자료를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에 의해 발생하

는 화산분출물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입자 확산모델을 이용한 화산분출물의 확

산 경로를 예측하였다. 또한 예측 결과를 원격탐사 방법

에 의해 획득한 자료와 비교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자료처리과정은 Fig.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입자 확산모델을 이용한 화산분출물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쿠라지마 화산의 분화

기록을 조사하여 실험 날짜를 선정하였고, 화산 분화 정

보를 수집하였다. 화산 분화 정보를 기반으로HYSPLIT

모델의 입력변수를 결정하고, 화산 분화 시각부터 매시

간 화산재가 확산하는 경로에 대해 예측하였다. 또한 화

산재의 확산 예측 경로를 검증하기 위하여 화산 분화 날

짜에 해당하는 천리안 해양위성(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상을 합성하

였다. 가시광 합성 영상(True Color composite)을 기반으

로 화산재를 탐지할 수 있는 임계값을 계산하고, 화산재

가 탐지된 영역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의실험 결

과와 GOCI에서 탐지된 화산재 확산 영역을 비교하고,

일치도를 계산하여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

하였다.

2. 연구 지역

전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화산 중 하

나인 사쿠라지마는 북위 31.6˚, 동경 130.7˚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는 1060 m(3477 ft)이다. 사쿠라지마는역사

적으로 1957년 분화 이후 활동이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

다가 1972년 9~10월 분연주(화산재 구름기둥)가 4 km

에 도달하는 강한 분화가 발생했고, 1976년 두 번의 큰

분화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화산쇄설물이

동쪽 방향으로 3.5 km 흘러내렸다. 1978년에는 231번의

폭발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화산 주변 지역에 빈번하

게 화산재가 떨어졌다. 또한 1979년 12월 24일 분화에

의해 발생한 테프라가 상공 1.5 km까지 방출되어 가고

시마 공항 업무의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1980년대에는

주로 조용한 분화가 발생했으나, 1985년부터 1987년까

지 매년 한번씩 총 3번의 강한 분화가 발생한 기록이 있

다. 1985년 발생한 분화는 화산재가 동남향으로 5 km까

지 확산되어,다루미즈시에 있던 43대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1986년 분화 당시에는 2.5 m의 직경을 가지

는 화산쇄설물이 남쪽 방향으로 3 km까지 확산되어 6명

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호텔의 지붕과 바닥을 붕괴하

면서 약 5톤가량의 화산쇄설물이 쌓였다. 그리고 화산

지대 인근 마을의 30개의 주택과 12개의 차량에 극심한

손상을 입혔고, 가고시마현은 화산재로 뒤덮혔다. 1987

년에도 화산쇄설류로 인하여 차량의 손상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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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for predicting the extent of the volcanic ash
dispersion using GOCI image and HYSPLIT model.



고, 다루미즈시에 위치하고 있는 민가의 유리창이 깨지

는 피해도 보고된 바 있다.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에는 작은 규모의 분화가 발생하였으며, 1~2일에 한 번

씩 분화하던 1980년대에 비해 분화 횟수도 현저하게 줄

어들었다. 1999년에는 년간 88번의 분화가 있었으며,

2000년 10월에 5 km의 분연주를 가지는 큰 분화가 한 번

발생하였으나, 그이후큰분화를보이지않으면서, 2000

년부터 2005년까지 년간 150~200번 가량의 분화가 발

생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 분화활동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 km이상의 분연주를 가지는 분화가

1~5일을 주기로 발생하기 시작했다(Sakurajima volc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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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number of volcanic eruptions at SAKURAJIMA
between 2006 and 2013.

Table 1. List of major eruption during 2013 (Sources: Japan Meteorological Agency(JMA), Tokyo Volcanic Ash Advisory Center(VAAC))
Year Time of events Eruption plume height Other damages

2013

2~8-Jan. 1.2~2.7 km(4, 000~9, 000 ft) drift NE, E, SE
tephra~1.3 km

9~15-Jan. 1.2~2.7 km(4, 000~9, 000 ft)
drift N, NE, S
drift E ~1.8 km
drift SE ~ 2.1-3 km

16~21-Jan. 1.8~3 km(6, 000~10, 000 ft) drift N, NE, S
drift SE ~ 2.4 km

21~25-Jan. 1.2~2.4 km(4, 000~8, 000 ft) tephra~1.3 km
drift SE ~ 2.4-3 km

28-Jan.~5-Feb. 1.8~3 km(6, 000~10, 000 ft) tephra~1.8 km
drift N, NE, SE

6~12-Feb. 1.2~3.7 km(4, 000~12, 000 ft)
34 explosion
tephra~1.8 km
drift N, NW, SE

13~18-Feb. 1.8~3 km(6, 000~10, 000 ft)

20~26-Feb. 1.2~2.4 km(4, 000~8, 000 ft)
tephra~1.3 km
drift E, SE, NE
drift ENE ~ 2.1 km

6~12-Mar. 1.5~3 km(5, 000~10, 000 ft) drift SE, E, NE
15~19-Mar. 1.8 ~3 km(6, 000~10, 000 ft) drift SE, E, NE, N
20~25-Mar. 1.5~2.4 km(5, 000~8, 000 ft) drift SE, E, NE

28-Mar~1-Apr. 1.8~2.7 km(6, 000~9, 000 ft) drift SE, E, NE
tephra~1.3 km

13-Apr. 1.8 km(6, 000 ft) drift SE
22~25-Apr. 2.7 ~3 km(9, 000~10, 000 ft) drift NE, SE
1~6-May. 1.8~3 km(6, 000~10, 000 ft)
8~14-May. 2.1 ~4.3 km(7, 000~14, 000 ft) drift N, NW, W
15~18-May. 1.2~3.7 km(4, 000~12, 000 ft) drift E, W
21-May. 3.4 km(11, 000 ft) drift E
23~26-May. 1.8~2.4 km(6, 000~8, 000 ft) drift E, SW, W

27~31-May. 2.1~2.4 km(7, 000~8, 000 ft)
tephra~1.3 km
pyroclastic flow ~700 m ~E
drift E



eruptions report). Fig. 3은 사쿠라지마 화산의 2006년 1월

부터 2013년 12월까지 96개월간의 분화 활동 횟수를 나

타내는 것이다 (Volcanic ash Adivisory Center; VAAC).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0~42 month) 월 40회 미만

의 분화를 보이다 2009년 6월 이후 분화 횟수가 급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9년부터 화산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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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Year Time of events Eruption plume height Other damages

2013

10~14-Jun. 2.7 km(9, 000 ft) tephra~1.3 km

21~24-Jun. 5 explosions
tephra~1.3 km

1-Jul. 1.2 km(4000 ft)

8~15-Jul. 1.8~4.6 km(6, 000~15, 000 ft) 15 explosions
drift NE, E, SE, E, ENE

16-Jul. 3.5 km(11, 500 ft)
18~21-Jul. 2.4~4.3 km(8, 000~14, 000 ft) drift N, E, SE, S
19-Jul. 6.1 km(20, 000 ft) drift SE

24~30-Jul. 1.8~5.5 km(6, 000~18, 000 ft) 10 explosions
drift E, SE

31-Jul.~6.Aug. 1.5~3 km(5, 000~10, 000 ft) drift E, SE

7~11-Aug. 1.8~4 km(6, 000~15, 000 ft) drift E, SE, NW
tephra~800 m

14-Aug. tephra~1.8 km

18-Aug. 6.1 km(20, 000 ft)
drift NW
pyroclastic flow~SE
ashfall~10 km

21~27-Aug. 1.2~3.4 km(4, 000~11, 000 ft) tephra~1.3 km

29-Aug. 3 km(10, 000 ft)
ashfall~80 km~NW
ashfall~12 km~W
tephra~4 km~E

4-Sep. 2.8 km(9, 200 ft)
drift S
tephra~3 km~S
tephra~10 km~SSE

12~14-Sep. 4 km(13, 000 ft) drift SE, W

17-Sep. 2.1~3 km(7, 000~10, 000 ft) 5 explosions
drift SW

18~23-Sep. 1.8~4, 6 km(6, 000~15, 000 ft) drift SW, W, NW

15~18-Oct. 1.2~3.7 km(4, 000~12, 000 ft) tephra~3.5 km~SW
drift SW, W, S, SE

21-Oct. 5.5 km(18, 000 ft)
25~28-Oct. 3.2~3.5 km(10, 500~11, 500 ft) 11 explosions
29-Oct. 2.1 km(7, 000 ft) drift SE
30-Oct.~5-Nov. 1.5 ~ 3.4 km(5, 000~11, 000 ft) drift N, NW, NE, S, SW, SE
6~11-Oct. 1.8~3 km(6, 000~10, 000 ft) drift N, NE, E, SE

20~26-Nov. 1.2 km~4.9 km(4, 000~16, 000 ft) drift N, E, SE
tephra~800m

29-Nov.~4-Dec. 2.1~2.7 km(7, 000~9, 000 ft) tephra~4 km

4~8-Dec. 1.5~3 km(5, 000~10, 000 ft) 6 explosions
drift E, SE

11~17-Dec. 1.2~3.4 km(4, 000~11, 000 ft) drift E, SE, S
21~23-Dec. 1.8~3 km(6, 000~10, 000 ft) drift E, SE, S



이 활발해지면서 2011년에는 996회의 폭발적 분화를 기

록하였다. 2013년 사쿠라지마 화산의 분화기록을 조사

한 결과를 보면 하루 2~3회 이상의 분화가 발생하며,

4~24시간을 주기로 많은 화산재를 방출하는 분화를 보

였다.분연주는 평균 2.4 km(8,000 ft) 이내이며, 최대 분

연주는 2013년 8월에 발생한 6.1 km(20,000 ft)로 기록되

고 있다(Table 1). 2013년 8월 이전에는 분연주의 높이가

1~3 km 사이를 유지하였는데, 2013년 8월 18일 분화 이

후 1~4 km 사이의분연주높이를가지며그전보다큰폭

발이 잦아진 상황이다. 8월 18일의 경우 최대 분연주를

가지는 분화가 발생한 시각은 0731 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 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검증자료인 천리안

해양위성은하루에 0016 UTC 시간부터 0716 UTC 시간

까지 1시간 간격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총 8장의 영상을

합성한다. 따라서 8월 18일에 발생한 분화는 분화 직후

관측이 어렵다. 그러므로 2013년에 발생한 분화 기록을

바탕으로 국내에 화산재 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분화가 발생한 날짜와 기상위성에서 탐

지가 용이한 시간대를 고려하여 연구사례일을 9월 17

일로 선정하였다. Table 2는 2013년 9월 17일의 분화 기

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9월 17일 사쿠라지마

화산은 0120 UTC 시각에 분화가 시작하여 1521 UTC

시각까지 총 5번의 분화가 발생하였다. 이 중 GOCI의

운영시각에 해당되는 분화는 0120 UTC와 0600 UTC

로, 이 시간대의 화산 분화 결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2. 연구 방법

1) 입자 확산모델을 이용한 화산재 확산 예측

전 세계적으로 화산이 분화하는 경우 화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개의 국제화산재 센터(VAAC)를 운영

하고 있으며, 각 국제화산재 센터에서는 다양한 확산

모델을 적용하여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Numerical Atmospheric dispersion

Modeling Environment(NAME)(Jones et al., 2007)를 사용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Canadian Emergency Response

Model(CANERM)(D’Amours, 1998), 미국 및 호주는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HYSPLIT) (Draxler and Hess, 1998)를 사용하고 있다

(Masti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립해양대

기청(NOAA) 산하 대기연구소(Air Resource Laboratory:

ARL)와 호주 기상청이 공동 개발한HYSPLIT 모델을 기

반으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입자 확산모델을 기반

으로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연주, 입

자분출량, 분출시간과 같은 화산 분화 정보와 분화 시각

의 기상장 자료를 입력 변수로 사용한다(Heffter and

Stunder, 1993). 따라서 정확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서는 입력되는 변수에 대해 분석하여 적절한 값을 사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HYSPLIT 모델은 매시간 격자점에

서 ± 1.54δh또는 ± 3.0δh 가우시안 분포로 확산하면서 증

가한다. 모든 격자점에서 받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식 (1)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Draxler and Hess, 1998).

               Δc = m(2πδ2
h Δz)_1 exp(_ 0.5x2/δ2

h)                (1)

여기서, m은 오염물질의 농도, x는 오염원으로부터

격자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Δz는 격자셀의 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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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eruption report at SAKURAJIMA on September 17 2013
Date(d/m/y) Time(UTC) Type Top of ash clouds Source

09/17/13

0120 Ex. 2.4 km(8000 ft) VAAC
0600 VA:E. ash plume obs. VAAC
0734 Ex. 2.7 km(9,000 ft) VAAC
0804 Ex. 3.1 km(10,000 ft) VAAC
0835 Obs 3.1 km(10,000 ft) VAAC
1425 Ex. 2.7 km(9,000 ft) VAAC
1521 Ex. 1.8 km(6,000 ft) VAAC

Ex.: Explosion / VA:E.: VA Emmissions continung. / Obs.: Ash plume observation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화산 분화시 입자 농도를 0.16667

g/h(1 g/6 h)로 설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1.0×106

g/h 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입자 농도가 국가마

다 다른 이유는 적용하는 입자 확산모델이 다르기 때문

인데, HYSPLIT 모델을 적용하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 1

g/h의농도를사용하고있다(Witham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자의 농도를 시간당 1 g이 확산하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화산분출물 확산 경로를 예측하

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입력자료 중 하나인 기상장은

기상청 현업 기상모델을 사용하였다. 현업 기상모델은

영국기상청의 통합모델(Unified Model; UM)을 기반으

로 4차원 변분자료동화과정(4DVAR)을 사용하여 오차

로 인한 기상 예측 불안정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4번(0000, 0600, 1200, 1800 UTC), 48시간 이

후까지의 기상장을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Table 3은

연구사례일인 9월 17일의 일본VAAC 분화 기록을 바탕

으로 화산재 입자 확산모델인 HYSPLIT에 입력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GOCI 운영시간 대인 0016 UTC 시간부

터 0716 UTC 시간 사이에 2번의 분화가 있었다. 첫 번째

분화는 0120 UTC 시간에 분연주가 8000 ft인 분화가 발

생하였고 남서쪽 방향으로 확산되었다. 두 번째 분화의

시작 시간은정확하게보고되어있지않으나, 0600 UTC

이전에 분화가 시작되어 0600 UTC 시간에는 분화가 지

속되고있었으며, 0734 UTC 시각에분화가종료된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 때 분연주는 7000 ft이며 화산재는 여

전히 남서쪽으로 확산하였다.

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기반의 화산재 탐지

화산이 분화할 때 많은 양의 가스(H2O, SO2, CO2,

HCl, HF, H2S, etc)들이 방출되는데, 이러한 화산재 입

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에서 화산재를 탐지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그 중 Bright Temperature Difference

(BTD)를 이용하여 화산재를 관측하는 방법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Krotkov et al., 1999; Corradini et al., 2008).

BTD는 두 적외밴드의 적외차를 산출하여 화산재를 탐

지하는 기법으로 빠르면서 비교적 정확하게 화산재 탐

지가 가능하지만,지표변수(온도 및 방사율)나 대기 중

수증기량과 같은 오차에 의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Watson et al., 2004; Corradini et al.,

2008). 본 연구지역인 사쿠라지마 화산에 대하여 천리안

기상위성 탑재체(Meteorological Imager: MI) 자료를기반

으로 BTD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화산재가 탐지되지

않는결과를보였다. 사쿠라지마화산의경우,면적이 77

km2정도로 작고, 화산의 분화 강도가 크지 않은 화산이

기 때문에 화산재 온도가 높지 않다. 그러므로MI를 이

용하여 사쿠라지마 화산의 화산재를 탐지하기에는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기상청에서 발사한

천리안위성에 탑재된 해양탑재체의 관측 자료를 기반

으로 화산재 탐지를 수행하였다.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

은 130E, 36N을 중심으로 위경도 방향으로 2500 km까

지 관측하고 있다. 관측영역에는 한반도 및 일본 전역이

관측되며, 중국의 항저우지역 일부도 포함하고 있다. 특

히 한반도와 일본은 전지역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

본의 화산이 분화하는 경우 관측하기 용이하다. 또한 총

8개의 분광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분광채널은 가시광선

영역 6개, 근적외선 영역 2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4).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의 경우 화산재와 구름

을 분류할 수 있는 대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시

광 합성 영상을 이용하여 지표피복 분류를 수행하였다.

가시광 합성 영상은 화산재와 구름이 같은 위치에 놓인

경우 분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분류가 가

능한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의 가시광 합성은 6번 밴드를 적

색으로, 4번 밴드를 녹색으로, 1번 밴드를 청색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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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s used to initialize the HYSPLIT models based on information reported to the Tokyo VAAC
Parameter First Eruptions Second Eruptions

Eruption latitude 31.6N 31.6N
Eruption longitude 130.7E 130.7E
Summit Elevation 1060 m 1060 m

Ash height 8000 ft 9000 ft
Eruption time 20130917/0120 UTC 20130917/0600 ~ 0734 UTC
Ash direction Extended SW Extended SW



용한다. 가시광 합성 영상 결과,바다는 청색으로 나타

나고, 육지는 녹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화산재와 구름

의 경우 흰색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화산재가 확

산된 영역을 탐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시광 합성 영

상에 나타난 화산재 영역의 임계치를 설정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 가시광 합성 영상에서 화산재로 분류하고

자 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가시광 합성 영상의 적색밴드,

녹색밴드, 청색밴드의임계치를식 (2)와같이계산한다.

                        thresholdR = 

                       thresholdG =                          (2)

                        thresholdB = 

여기서, R, G, B는가시광 합성 영상의적색밴드, 녹색

밴드, 청색밴드자료를나타낸다. Fig. 4의 (a)는 2013년 9

월 17일 0600 UTC 시간에 획득한GOCI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가시광 합성을 한 영상이고, (b)는 식 (2)에 의해 계

산된 임계값을 적용하여 화산재를 탐지한 결과이다.

4. 연구결과

Fig. 5은HYSPLIT 모델을 이용하여 2013년 9월 17일

사쿠라지마 분화에 대하여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한

결과로, 0200 UTC 시간부터 0700 UTC 시간까지의 확

산경로를 보여준다. HYSPLIT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화산재 확산 경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남서쪽 방향으

로 확산한다. 이 결과는 2013년 사쿠라지마 분화기록과

잘 일치한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GOCI 영상에서 분

류한 화산재 확산 지역과HYSPLIT을 이용하여 모의실

험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GOCI 영상에서 분

n          k      n

Σ  Σ Ri,j
x = 1   y = j 1

n × k

n          k      n

Σ Σ Gi,j
x = 1  y = j 1

n × k

n          k      n

Σ  Σ Bi,j
x = 1   y = j 1

n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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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tection of ash dispersion using GOCI image.

Table 4.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specification
Channel Num. Type Center frequency Resolution Observation

1 Visible 412 nm 500 m Yellow substance and turbidity.
2 Visible 443 nm 500 m Chlorophy II absorption maximum.
3 Visible 490 nm 500 m Chlorophy II and othwr pigments.
4 Visible 555 nm 500 m Turbidity, suspected pigments.
5 Visible 660 nm 500 m Baseline of fluorescence signal, Chlorophy II, suspected pigments.
6 Visible 680 nm 500 m Atmospheric correction and fluorescence signal.
7 NIR 745 nm 500 m Atmospheric correction and baseline of fluorescence signal.
8 NIR 865 nm 500 m Aerosol optical thickness, vegitation, water vapor reference over the ocean.

(a) The true color composite images (b) Detection of ash using true color composite images



류한 화산재 확산 지역의 경계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모

의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화산재 확산 지역의 경계를 추

출하여 두 결과를 비교하였다(Fig. 6). GOCI 영상에서

탐지한 결과와 모의실험 결과를 비교했을 때, 두 결과가

동일하게 남서쪽 방향으로 확산하며 최대 거리가 가시

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분화 후 약 40분

이 경과된 0200 UTC 시간의GOCI 영상은 남서쪽 방향

으로 최대 65 km정도 확산되었고, 모의실험 결과 역시

남서쪽방향으로최대 50 km까지화산재가확산되었다.

0700 UTC에도 여전히 화산재는 남서쪽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확산거리는 195 km로 두 결과가 일치한다. 매

시각 확산 경로는 거의 동일하나 화산재의 분포형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실제 화산재는 매초 바람의 방향

에 따라 확산되는 반면, HYSPLIT은 6시간 간격으로 예

보되는 기상장을 이용하여 예측한다. 따라서 모의실험

결과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확산하

는 결과를 보이지만, GOCI 영상에서 탐지한 화산재는

형태가 없이 확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결과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0200 UTC부터 0700

UTC 동안 GOCI 영상에서 추출한 화산재 확산 범위와

모의실험 결과간에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일치도는 천

리안 위성영상에서 탐지한 화산재 확산 범위에 대해

HYSPLIT 모델 기반의 화산재 확산 경로예측결과가 중

복되는 화소 개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HYSPLIT을

이용하여 계산한 화산재 확산 경로 예측결과와 GOCI

영상간의 평균 일치도는 63.52%이며, 시간대별 일치도

평가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일

치도 결과를 보였으나, 0500 UTC 시간에 59.20%만이

일치하였는데, Fig. 6(d)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천리안

위성 영상에서는 화산재가 확산하는 경로가 불연속으

로 탐지된 반면,모의실험 결과는 연속적으로 확산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차로 판단된다. 실제

로 Table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9월 17일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는 불연속적으로 짧은 주기를 가지고 폭발했

다. 그러나HYSPLIT 모델은 불연속적으로 짧은 주기를

가지는 입자 확산에 대해서 모의실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모의실험 결과는 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남서쪽 방향으로 확산하는 결과를 보이는

반면, GOCI 영상에서 탐지한 화산재는 불연속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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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ed results of ash dispersion using HYSPLIT model.
(a) 0200 UTC. (b) 0300 UTC. (c) 0400 UTC. (d) 0500 UTC. (e) 0600 UTC. (f) 070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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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HYSPLIT model results and GOCI images.
(a) 0200 UTC. (b) 0300 UTC. (c) 0400 UTC. (d) 0500 UTC. (e) 0600 UTC. (f) 0700 UTC

Table 5. Anaysis of intersection of HYSPLIT and GOCI
Time(UTC) Residual GOCI data(pixel) Intersection of HYSPLIT and GOCI(pixel) Concordance(%)

0200 799 1298 61.90
0300 4572 9032 66.39
0400 2934 5606 65.64
0500 2858 4148 59.20
0600 3648 5788 61.34
0700 2490 4977 66.65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2013년 9월 17일 사쿠라지마 분화에

대하여,입자 확산 모델인HYSPLIT을 이용하여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

영상에서 분류한 화산재 확산 영역과 비교하여 검증하

였다. 모의실험은 9월 17일첫분화인 0120 UTC 시각이

후인 0200 UTC 시간부터 0700 UTC 시간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수행하였고, VAAC의 분화기록을 수집하여

HYSPLIT에 필요한 변수를 적용하였다. 또한 모의실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GOCI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

였다. GOCI 위성영상은 모의실험 시간과 동일하게

0200 UTC 시간부터 0700 UTC 시간동안획득한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시광 합성 영상

을 생성하였으며, 화산재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을 대상

으로RGB 임계치를계산하였다. 그리고계산된RGB 임

계치를적용하여화산재확산영역을추출하였다. GOCI

영상에서 탐지한 화산재 확산 영역과HYSPLIT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된 화산재 확산 경로를 비교한 결과 두 결

과 모두 남서쪽 방향으로 확산하며, 화산 분화 후 7시간

뒤에 195 km까지 흘러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결과

의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GOCI 영상에서 탐지한 화산

재 범위와HYSPLIT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실험한 결과

가 평균적으로 63.52 %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결과는입자 확산모델을적용한화산재확산예측

결과가 어느정도 신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HYSPLIT 모델은 예보된 기상장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

제 화산재가 확산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검증자료인 천리안 해양위성

은 저녁시간에는 영상을 획득하지 않기 때문에 화산 분

화 시각에 따라 검증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향

후 지속적으로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 영상과의 비교 검

증을 수행하여DB를 구축해야 한다. 검증DB의 구축은

화산재 확산 모의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신뢰성이 높은 화산재

확산 예측 모의실험 결과는 사쿠라지마와 같이 잦은 분

화가 있는 화산뿐만 아니라, 백두산과 같은 긴 휴지기의

화산의 분화를 가정하고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자료는 신뢰성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화산재 확산 예측결과 자료

를 활용하여 화산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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