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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propose a new method to detect Cochlodinium polykrikoides red tide occurring
in South Sea of Korea using Water-leaving Radiance data and Absorption Coefficients data of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C. polykrikoides were analyzed and the irradiance and light
emission characteristics of the wavelength range from 412 nm to 555 nmwere confirmed. The detection
technique proposed in this study detects the red tide occurring in the optically complex South Sea.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be used for future red tid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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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의 수출광량(Water-leaving radiance)

자료와 흡광계수(Absorption Coefficients)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남해에 발생한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C. polykrikoides의 분광스펙트럼을 분석하여, 412 nm

에서 555 nm구간 파장대의 수출광 및 흡광 특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적조지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탐지기법은 광학적으로 복잡한 남해에서 발생한 적조를 탐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적조 방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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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이용한 적조 탐지 및 모니

터링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

기에는 해색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추정된 Chlorophyll-

a 농도와 Chlorophyll-a 농도 anomaly를 이용하여 적조탐

지를 시도하였다(Stumpf et al., 2003; Tomlinson et al.,

2004; Suh et al., 2004; Ishizaka et al., 2006). 이 방법의 경우

적조가 발생하기 전 일정시기의 Chlorophyll-a 농도 평

균값을 통해 Chlorophyll-a 농도의 anomaly 값을 계산하

여 적조를 탐지하며,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에서 공식적인 적조탐지 기법으

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색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추정된 Chlorophyll-a 농도의 경우 우리나라 남해나 서

해와 같은 탁한 해수에서 정확도가 낮으며, 비적조종에

의한 고농도 플랑크톤과 적조를 효과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Fluorescence Line Height(FLH)를 이용하여 개선된

Chlorophyll-a 농도를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Hu et al.,

2005), 이 방법은 부유물질이 많은 탁한 해수에서는

Chlorophyll-a와 부유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적

조를 효과적으로 탐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Babin

et al., 1996; Ahn and Shanmugam, 2006).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수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

여 적조를 탐지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Dierssen

et al., 2006; Cannizzaro et al., 2008; Sasaki et al., 2008). 그러

나 이러한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용존유기물이나 부유

물질이 적은 해수환경에서 탐지가 용이하다(Ahn et al.,

2006).

우리나라 남해와 같은 연안역에서는 외해에서와 다

르게 해수 중에 용존유기물과 부유물질 등으로 인한 복

잡한 해수 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조가 가진 고

유 신호를 분리하기 힘들다. 이러한 연안역의 특수한 환

경을 반영하여 적조를 탐지하기 위해 Ahn et al.(2006)은

Red Tide index Chlorophyll Algorithm 방법을 개발하였

으며, Kim et al.(2009)은MODIS Level 2 Data의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와 현장에서 획득한 적조 분광스펙

트럼을 바탕으로 적조를 탐지하였다. Son et al.(2011,

2012)은 MODIS와 GOCI의 Water leaving radiance를 이

용한 Spectral classification 방법으로 청수와 탁수에서 발

생한 적조를 탐지하였다.

이러한 해수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적조탐지 기법

들은 적조 원인 종이 가지는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구

분하는 방법으로 대기의 효과나 해수 신호에 민감하지

않아 Chlorophyll 농도를 기반으로 한 적조탐지 기법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 그러나 기존의 해수 광특성을 이

용한 탐지 기법들은 지수형태로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해역과 적조가 발생한 해역이 연속적인 값으로 산출되

어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많은 계산절차를 요구

하는 복잡한 형태이므로, 좀 더 간단한 탐지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적조픽셀을 분리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 특징적

으로 변화하는 광학적 특성을 통해 유도된 적조지수를

활용한 적조 픽셀 분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양위성센터에서 제공하는 GOCI

Level 1B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비교 자료로써 국립수

산과학원의 적조속보 자료를 사용하였다.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는 천리안 위

성의 해양탑재체로 500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으

며, 가시광선 영역의 6개 채널(412, 443, 490, 555, 660, 680

nm)과 근적외선 영역의 2개 채널(745, 865 nm)을 가지고

있다. GOCI Data Processing System(GDPS)을 이용하여

Level 1B 자료를 대기보정하였으며, 그 결과 산출되는

4개의 Level 2 자료(A, B, C, P) 중 수출광량(Water-leaving

radiance)을 포 함 하 고 있 는 Level 2A와 흡 광 계 수

(Absorption coefficients)를 포함하고 있는 Level 2B를 사

용하였다.

비교자료로 사용한 적조속보 자료는 우리나라 연안

의 적조 발생 해역에 대한 각 지자체 및 국립수산과학

원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적조 발생 시 일 단위로

작성된다. 적조속보는 적조발생 해역에 대한 위치, 적조

생물, 생물밀도, 수온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적조 발생 해역의 좌표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적조속보를 통해 제공되는 적조발생 해역 지도

를 기하보정하여 그 분포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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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조지수의 적용

1) GOCI 적조지수

해수의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식물플랑

크톤, 용존유기물, 부유물질로 해수의 변색은 식물플랑

크톤의 대량발생, 용존유기물의 대량유입 및 발생, 부유

물질의 대량유입으로 일어나게 된다. 용존유기물과 부

유물질의 대량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식물플

랑크톤의 세포밀도에서는 해수의 변색이 일어나지 않

으나 대량발생하여 세포밀도가 크게 증가하면 식물플

랑크톤 전체의 색상에 의해 해수의 변색이 일어나게

된다(Yoon, 2010). 이 때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변색은

식물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는 색소에 의한 것으로

Chlorophyll-a, -c, β-Carotein, Peridinin 등이 있다. 이러한

색소는 식물플랑크톤의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식물플랑크톤의 대량발생으로 변하는 해수의 색

도 다양하게 나타난다(Yoon, 2010).

Cochlodinium polykrikoides의 경우 와편모조류로

Chlorophyll-a, -c, β-Carotein, Xanthophyll, Peridinin 등의

색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량발생 시 황갈색, 갈색으로

해수를 변색시킨다(Yoon, 2010).

Fig. 1은 C. polykrikoides에 의해 적조가 발생한 진해

만 앞바다의 해수 흡광 스펙트럼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순수한 해수의 경우 가시광선 범위(400-700)에서 파

장이증가함에따라흡광계수가증가하나,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한 해수의 경우 444 nm와 670 nm에서 Peak

가 형성되는 스펙트럼을 보인다(그림 1). 특히 400 nm에

서 450 nm구간의 흡광 스펙트럼은 Chlorophyll-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이가 함께 커지는 데 , 이는 C.

polykrikoides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444 nm 파장 부

근의 상대적인 흡광계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식 1).

    Cellabundance (C. polykrikoides)∝a444 _ a400     (1)

Fig. 2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한 해수와 청수(Clear water, Case-1)의 수출

광 스펙트럼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나타

난 것과 같이 C. polykrikoides의 대량발생이 일어난 해

수와 청수는 490 nm에서 555 nm 구간의 파장대에서 서

로 반대되는 스펙트럼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청수의

경우 490 nm에서 555 nm 구간에서 파장이 증가함에 따

라 수출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C.

polykrikoides적조가 발생한 해수의 경우 수출광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은 C. polykrikoides적조가 발생한 해수와 탁수

(Turbid water, Case-2)의 수출광 스펙트럼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탁수의 경우 청수와는 달리 490 nm에서

555 nm 구간의 파장대에서 C. polykrikoides적조 발생

Detection technique of Red Tide Using GOCI Level 2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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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ater-leaving radiance spectrum in visible. Water-
leaving radiance determined in red tide occurred
area(A). Water-leaving radiance determined in clear
water(B). The red square shows a wavelength range
where 490 to 555(Ahn et al., 2006A).

Fig. 1. Absorption spectra aph(λ) determined in the red tide
waters by C. polykrikoides species exhibiting two
absorption peaks around 444 and 670 nm wavelength and
magnitude of these peaks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Chlorophyll-a concentration 18 to 34 mg/m3(Ahn et al.,
2006B).



해수와 유사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구간

의 광특성을 이용하여 적조를 탐지하게 될 경우 C.

polykrikoides적조 뿐만 아니라 탁수 영역까지 함께 탐

지된다. 그러나 C. polykrikoides적조가 a400보다 a444에

서 더 높은 흡광계수를 보이는 것과 달리 탁수는 a400에

서 더 높은 흡광계수를 보이므로(Fig. 4) 흡광 특성 및 수

출광 특성을 모두 고려할 경우 C. polykrikoides적조와

청수, 탁수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이러한 C. polykrikoides적조의 광특성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2)와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444 _ a400                                    (2)
                               Lw555

_ Lw490                                 (3)

식 (2)는 C. polykrikoides적조의 흡광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청수 및 탁수에서는 400 nm 파장의 흡광계수가

444 nm 파장의 흡광계수보다 높아 식 (2)의 연산결과가

음수가 나오게 되나, C. polykrikoides적조가 발생하면

444 nm 파장에서 흡광 스펙트럼 Peak를 보이기 때문에

연산결과가 양수가 된다. 식 (3)은 C. polykrikoides적조

의 수출광 특성을 나타낸 식으로 청수의 경우 식 (3)의

연산결과가 음수가 되며, 적조 또는 탁수에서 연산결과

가 양수가 된다. 따라서 식(2)와 (3)을GOCI의 가시광선

채널에 맞게 변형하여 GOCI 적조지수(GOCI Red tide

Index, 이하GRI)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으며 그 연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GRI = {( )0.5 _ 1}2    (4)
C. polykrikoides적조 발생 시 그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a412와 a443의 값이 높아지며, 이 때 ∆a412에 비해 ∆a443

이 더 높게 나타난다(Fig. 1). 또한 수출광 스펙트럼의

a443 _ a412
a443 + a412

(| | + )Lw555
_ Lw490

Lw555 + Lw490

Lw555
_ Lw490

Lw555 + Lw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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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ter-leaving radiance spectrum in visible. Water-
leaving radiance determined in red tide occurred
area(A). Water-leaving radiance determined in turbid
water(B). The red square shows a wavelength range
where 490 nm to 555 nm(Ahn et al., 2006A).

Fig. 4.  Spectra of light absorption coefficients in turbid(Case-2) waters(B. Wozniak, 2007).

Table 1. Calculation result of GRI
Result of GRI Classification a443 _ a412 Lw555

_ Lw490

Positive number Red tide + +
0 Clear water + _

0 Clear water _ _

Imaginary number Turbid water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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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GRI calculation using GOCI images(A-1 : August 18, 2012; B-1 : August 13, 2013, C-1 : September 1, 2014). The
result of georeferencing the red tide alert data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A-2 : August 18, 2012; B-2 : August
13, 2013; C-2 : September 1, 2014). The red dots and lines are the areas where red tide was observed in the field.

Fig. 5. Result of GRI calculation using GOCI image on August 13, 2013(A). August 13, 2013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red tide alert data(B). The red square is a turbid water area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suspended matter.



peak값이 490 nm에서 555 nm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a443
_ a412 와 Lw555 _ Lw490의 값이 양수가 되며, GRI의 연산

결과는 식(5)와 같다.

             GRI = {( ) _ 1}2               (5)
이 때, 밑(base)과 지수(exponent)가 모두 양수이므로

그 계산결과 또한 양수가 된다. 그러나 청수의 경우 수

출광 스펙트럼의 peak가 490 nm에서 나타나므로 Lw555
_ Lw490의 값이 음수이며GRI가 식(6)과 같다.

                     GRI = {( )0 _ 1}2                       (6)
GRI가 식 (6)과 같은 형태가 될 때, 지수가 0이 되어

의 연산결과와 관계없이 GRI의 연산결과는 0이 된다.

C. polykrikoides가 대발생을 하지 않은 탁수의 경우 수

출광 스펙트럼의 peak는 555 nm에서 나타나므로GRI는

적조 발생 시와 같은 식 (5)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식의

형태는 적조 발생 시와 같으나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탁

수의 경우 a443 _ a412의 값은 음수가 되어 밑은 음수, 지수

는 양수가 된다. 이 때, _ 1 < (a443 _ a412)/(a443 + a412) < 0,

0< (Lw555 _ Lw490)/(Lw555 + Lw490) < 1이므로 밑은 정수

아닌 음의 유리수, 지수는 정수 아닌 양의 유리수가 된

다. 따라서GRI의 연산결과는 허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GRI의 연산결과가 양의 실수인 픽셀

을 적조 픽셀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에 0 또는 허수로 계

산되는 픽셀은 제거하였다.

2) 정확도 평가

Fig. 6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GRI의 연산결과와 국립

수산과학원의 적조경보 자료를 비교해놓은 것이다.

Fig. 5에 나타난 것과 같이GRI는 부유물질 농도가 높은

Case-2에서도 적조픽셀을 추출할 수 있었다.

GRI 연산결과 적조경보 자료의 적조 발생 해역은

GRI 연산결과 추정된 적조 발생 해역에 포함되어 있었

다. GRI 연산결과 적조로 분류된 픽셀의 분포를 보았을

때, 적조경보 자료의 실제에 비해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적조경보 자료가 연안 양식장을 중심으로

현장관측 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제한적인 정보만 담

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의 412 nm ~

555 nm 구간 가시광선 파장대의 수출광 스펙트럼과 흡

광 스펙트럼 변화를 이용하여 적조지수를 제안하였다.

GRI는 경계값이나 별도의 필터링 과정 없이 하나의 식

을 이용하여 적조 픽셀을 분리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

된 적조지수를 이용하여 탐지한 적조 픽셀과 국립수산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적조 속보 자료를 비교하여 아래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제안된 적조지수는 값이 양의 유리수, 0, 허수로 구분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청수에서 발생한 적조뿐만 아니

라 부유물질과 용존 유기물로 인해 광학적으로 복잡한

남해 연안에서 발생한 적조를 잘 탐지해냈다. 그러나 참

조자료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속보가 외해역의 적

조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외해역에서 탐지

된 적조픽셀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없었다. 연안에서 탐

지된 적조픽셀과 적조속보에서 표시된 적조 띠의 위치

차이를 보이는 날이 있었는데, 이는 위성영상이 동일시

간대에 광범위한 해역을 동시에 촬영하는데 비해 적조

속보의 경우 해당 날짜의 다양한 시간대에 조사된 결과

를 하나의 지도에 표시하여 나타난 차이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적조가 발생한 해역의 정밀한 위치

정보와 현장에서 취득된 광특성 자료를 이용한다면 과

대추정되는 해역의 정확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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