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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ccuracy and error characteristics of microwav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measurements in the Northwest Pacific were analyzed by utilizing 162,264 collocated matchup data
between GCOM-W1/AMSR2 data and oceanic in-situ temperature measurements from July 2012 to
August 2016. The AMSR2 SST measurements had a Root-Mean-Square (RMS) error of about 0.63˚C
and a bias error of about 0.05˚C. The SST differences between AMSR2 and in-situ measurements were
caus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wind speed, SST, distance from the coast, and the thermal front. The
AMSR2 SST data showed an error due to the diurnal effect, which was much higher than the in-situ
temperature measurements at low wind speed (<6 m/s) during the daytime. In addition, the RMS error
tended to be large in the winter because the emissivity of the sea surface was increased by high wind
speeds and it could induce positive deviation in the SST retrieval. Low sensitivity at colder temperature
and land contamination also affected an increase in the error of AMSR2 SS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thermal front on satellite SST error indicated that SST error increased as the magnitude of the spatial
gradient of the SST increased and the distance from the front de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applying microwave SST in the Northwest Pacific.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analyzing the error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study area must
precede any further analysis in order to obtain more accurate satellite SST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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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2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GCOM-W1/AMSR2 마이크로파 센서 자료와 해양 현장수온 관

측 자료 사이에서 획득된 총 162,264개의 일치점 자료를 활용하여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마이크로파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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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수면온도는 기후변화의 지표로서 기후 모니터링

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해양 변수 중 하나이다.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해수면온도는 기후 모델링, 지구의

열균형, 대기와 해양의 대순환 패턴 및 엘니뇨와 같은

변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지적인

규모에서는 소용돌이나 열전선, 용승, 일차생산성의 예

측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해수면온도는 해

양 순환모델 및 수치예보모델의 기본 입력 자료로도 널

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공간적으로 공백

이 없는 해수면온도 자료 획득이 필요하며, 보다 정확

하고 정밀한 해수면온도 자료가 요구된다(Emery et al.,

2001).

원격탐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 지구적 영역에 대

한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인공위성 관측 해수

면온도 자료가 기후변화 연구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위성 관측 자료로부터 해수면온도를 산출하는 방

법에는 크게 적외 영역을 이용하는 방법과 마이크로파

영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파장이 짧은 적외

영역 해수면온도는 마이크로파 영역 해수면온도에 비

해 높은 공간 해상도(1-4 km)를 가지며 작은 화소 크기

덕분에 육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마이크로파 영역에 비

해 육지 근처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가 산출될 수 있다

(Ricciardulli and Wentz, 2004). 그러나 적외 영역에서는

대기의 수증기나 구름에 의한 영향으로 구름이 있을 경

우 해수면온도를 관측할 수 없으며, 대기 보정과 구름

탐지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오차가

자료에 그대로 남게 된다(Vazquez-Cuervo et al., 2004).

이에 비하여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 영역에서의 관측

은 구름에 의한 오염이 거의 없고 대기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쉽게 보정할 수 있어 연속적인 해수면온도 자료

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수 구역, 연안 지

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마이크로파 영역 해수면온

도 자료 획득률이 적외 영역보다 훨씬 높음에 따라 마

이크로파 해수면온도 자료가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Stammer et al., 2003). 1997년 11월 Tropical Rainfall

Microwave Mission (TRMM)/Microwave Imager (TMI)가

발사된 이래로 Advanced Earth Observing Satellite-II

(ADEOS-II)/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AMSR)와 EOS-Aqua/AMSR Earth Observing System

(AMSR-E)과 같은 마이크로파 센서로부터 산출된 해수

면온도 자료가 배포되어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WindSat과 Global Change Observation Mission-Water1

(GCOM-W1)/AMSR2, 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

(GPM)/GPM Microwave Sensor (GMI) 관측 해수면온도

자료가 배포 및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는 6.9 GHz와 10.7 GHz 밴드

에서 각각 산출된다. 다만 10.7 GHz 밴드의 경우 온도가

낮아질수록 해수면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찬 해역에서는 해수면온도 산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

지구적 해역에서의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는 6.9 GHz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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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온도 정확도를 검증하고 오차 특성을 분석하였다. AMSR2 해수면온도는 실측 자료에 대해 0.63˚C의 평

균제곱근오차와 0.05˚C의 편차를 보였다. 위성 해수면온도와 현장 관측 해수면온도의 차이는 풍속, 해수면

온도, 연안으로부터의 거리, 열전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다. AMSR2 해수면온도는 낮시간 동안

낮은 풍속(< 6 m/s)에서 실측 해수면온도보다 높게 산출되는 일변동(diurnal effect)에 의한 오차를 보였다.

또한 겨울철에 평균제곱근오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해상풍의 풍속이 커질수록 해수면의 방사

율이 높아져 해수면온도 산출 시 양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겨울철의 강한 바람이 해수면온도 오차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외에도 저온에서 저하되는 민감도와 육지에 의한 자료오염 또한 AMSR2

해수면온도의 오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열전선에 따른 해수면온도 오차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해수면온도의 공간 구배 크기가 커질수록, 열전선에 근접할수록 해수면온도 오차가 증

가하였다. 본 연구는 북서태평양 해역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의 정확도 검증 및 오차 특성 분석을 통해 향후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를 활용하는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지역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보다 정확한 위성 관측 해수면온도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드를 활용한 해수면온도 산출이 필요하다(Gentemann

et al., 2010). 현재 운용되고 있는 GCOM-W1/AMSR2는

6.9 GHz에서 해수면온도가 산출되고 있으며 실측 해수

면온도에 대해 Gentemann and Hilburn(2015)은 표준편

차가 0.55˚C임을 보였고 Hihara et al.(2015)은 평균제곱

근오차가 0.49˚C임을 제시하였다.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 관측은 구름에 의한 제약은

받지 않지만 풍속이나 육지에 의한 영향을 받아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낮은 풍속 조건(<6 m/s)에서는 약해진

혼합 작용에 의한 표층의 성층화로 낮시간동안 마이크

로파 해수면온도가 실측 해수면온도보다 높게 관측될

수 있다(Gentemann et al., 2004; Dong et al., 2006; Park et

al., 2008; Hihara et al., 2015; Gentemann and Hilburn,

2015). 풍속이 커짐에 따라 (>12 m/s) 실측 해수면온도

에 대한 음의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Gentemann and Wentz, 2001; Dong et al., 2006), 이에 대

해 Dong et al.(2006)은 실측 해수면온도의 자료 분포가

저위도와 중위도에 편중되어 있어 고위도 해역에서의

풍속에 대한 해수면온도 특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Dong et al.(2006)에 의해 제시되었던 것처럼 국지적

인 해역에서의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 오차 특성은 전

구 해역에서의 오차와 다를 수 있다. 해수면온도 이외

의 다른 마이크로파 관측 해양 변수들은 국지적인 해역

에 대해서도 정확도 검증이 이뤄진 바 있으나(Park et al.,

2013),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는 Dong et al.(2006)을 제

외한 기존 연구들에서 전구 해역에 대한 오차 특성만 분

석되었으며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마이크로파 해수

면온도의 정확도 및 오차 특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 북

서태평양 해역은 2월에 오호츠크해와 동해 북부 해역

에서 0˚C 이하의 극저온의 해수면온도를 보이는 반면 8

월에 20˚N 부근에서는 평균 29˚C의 높은 해수면온도가

나타나 해수면온도의 분포가 상당히 넓게 나타난다

(Fig. 1). 또한 동해와 쿠로시오 해역은 열전선이나 중간

규모 소용돌이가 분포하고 있어 해수면온도의 시공간

변동이 큰 해역이다. 이와 같이 수온의 변화가 큰 폭으

로 나타나는 해역은 해양과 대기 조건이 다양하여 인공

위성 자료로 계산된 해수면온도가 실제 바다의 수온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GCOM-

W1/AMSR2 위성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

를 실측 자료와 비교하고 정확도와 오차의 특성을 정량

적으로 파악하여 오차 발생의 가능한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1) GCOM-W1/AMSR2 자료

본 연구에 활용한 AMSR2는 JAXA에서 운용하는 극

궤도 위성인 GCOM-W1에 탑재된 마이크로파 센서로

2012년 5월에 발사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자료가 배포되

고 있다. 7개의 마이크로파 파장대에서 지구로부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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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imatological sea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a) February and (b) August in the Northwest Pacific.



출되는 복사에너지를 탐지하며 각 파장에 대해 수직·수

평으로 편광된 총 12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에

약 15번 지구를 돌며 16일을 주기로 같은 지역을 관측한

다. 주요 특징 및 채널 정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마

이크로파 복사계로 해수면온도를 산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는 4-10 GHz이며AMSR2 센서는

주로 6.9 GHz 밴드로부터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고 있

다. 해수면의 수직 편광된 휘도 온도는 해수면온도에 비

례하여 증가하므로 이를 역산하여 해수면온도를 산출

한다. 휘도 온도는 해수면온도뿐만 아니라 해수면의 거

칠기(roughness), 기온의 수직 분포, 수증기량에도 영향

을 받는다. 해수면 거칠기와 대기의 영향은 복사전달모

델 (radiative transfer model) 및 다중 주파수 밴드를 활용

하여 보정한다. 국지적 바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해

수면 거칠기는 보통 해수면 근처의 풍속과 풍향의 영향

을 받는데 7 GHz 밴드 자료를 이용하여 해수면 거칠기

에 의한 효과를 보정한다. 또한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

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저온에서의 민감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Hollinger and Lo, 1984), 10.65

GHz대에서는 10˚C 이상의 해수면온도만 산출된다. 모

든 채널의 정보는 해수면온도, 풍속, 수직적 수증기량,

구름 수량 등을 산출해내는 데 동시에 사용되며 이러한

변수들은 복사전달모델의 수행을 통한 다중단계의 선

형회귀알고리즘에 따라 계산된다(Wentz and Meissner,

2007).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는 태양 반사점, 강우, 육

지 근처, 주파수 간섭이 존재하는 해역에서는 산출이 제

한된다(Gentemann, 2014).

본 연구에서는 JAXA에서 제공하는 level 2(L2), level

3(L3)의 해수면온도를 수집하였으며 L2 자료와 L3 자료

는 해양 실측자료와의 정확도 검증 및 오차 특성 분석

과 해수면온도의 공간적 분포 분석에 각각 활용되었다.

북서태평양 영역인 위도 9-60˚N, 경도 99-177˚E의 해역

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여AMSR2 자료가 배포되기 시

작한 2012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AMSR2 해수면온

도 자료에 대한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마이크로

파 해수면온도의 오차 특성을 분석하였다.

2) 해양 실측 자료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AMSR2 해수면온도 정확도

검증을 위해 해양 실측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표층 뜰개(drifter) 및 계류 부

이(moored buoy)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층 뜰개의 경우

평균 수심 0.2-0.3 m에서 해수면온도를 관측하며 계류

부이 또한 1 m 이내의 수심에서 해수면온도를 관측한

다.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CTD)나 선박 관측

자료, the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ARGO) 수온 자료 등은 관측 수심의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AMSR2 해수면온도 정확도 검증을 위한 실

측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실측 해수면온도의 시간 해상

도는 1시간이며 관측 정밀도는 0.1˚C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212,107개의 부이 자료를 획득하였다. 부이 자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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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GCOM-W1/AMSR2
Microwave sensor AMSR2
Operation period 2012.05 - present

Channels
(vertical, horizontal polarization)

Band (GHz) Spatial resolution(km)
6.93 / 7.3 62 × 35
10.65 42 × 24
18.7 22 × 14
23.8 19 × 11
36.5 12 × 7
89.0 5 × 3

Swath 1450 km
Incidence angle 55˚
Altitude 700 km

Standard product sea surface temperature, total precipitation water, cloud liquid water, precipitation, 
sea surface wind speed, sea ice concentration, snow depth, and soil moisture content



해수면온도뿐만 아니라 풍향, 풍속, 기온 등의 변수 정

보와 관측 시간, 위도, 경도 등의 관측 정보들도 포함되

어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표층 뜰개 및 계류 부이 자료

가 연구 기간동안 관측한 횟수의 공간 분포를 Fig. 2(a)

에 도시하였다.

3) 해양 실측 자료 품질 검사

위성 해수면온도의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우선 정확한 실측 자료가 필요하다. 실측 자료는 해

수의 상태나 물리적인 주변 환경 요인, 관측 센서의 오

류 등으로 인한 관측 오차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실측 자료 중에는 위도 29.54˚N, 경

도 152.93˚E 부근에서 2012년 10월 1일 21시부터 2일 10

시까지 13시간동안 동일한 값을 관측한 기기 오류에 의

한 자료가 존재하기도 하였고, 일변화가 30˚C 이상 나

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자료를 품질 검사 없이 그

대로 정확도 검증에 적용할 경우 실측 오차와 인공위성

관측 오차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존재함에 따라 분석에

서 나타나는 오차 특성을 위성 관측 해수면온도의 오차

특성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

측 자료를 활용하기에 앞서 자료의 품질을 검사하고 통

계적 기법을 통해 관측 오차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거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이 자료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기

상청에서 개발한 품질 검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

하였다. 1) -99 이하의 값을 제거하고 하루 중 표층 부이

별 관측 개수가 10개 미만인 부이는 자료에서 제외하였

다. 2) 하루 중 부이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4˚C 이

상인 자료와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은 경우, 즉 지속적

으로 같은 값이 기록된 자료를 제거하였다. 3) m(일평

균) ± 3(표준편차) 범위 밖의 자료도 오류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4) 기준일 이후 4일 동안의 표준편차가 2˚C

이상이거나 0˚C이면 4일간 해당 부이의 자료는 모두

제외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도 제거되지 않은 부이

관측 오차는 10년 동안의 해수면온도 기후장을 사용하

여 제거하였다. 해수면온도 기후장과 8˚C 이상 차이가

나는 부이 해수면온도는 이상치로 간주되었으며

(O’Carroll et al., 2006), 그 결과 2,098개의 부이 해수면온

도 자료가 제거되었다.

4) 일치점 생산 과정

해양 실측 해수면온도와 AMSR2 해수면온도의 비교

를 위해 일정 시간, 공간 내의 일치점 (matchup point) 자

료를 생산하였다. 최대 시간 격차는 30분, 공간 격차는

AMSR2의 공간 해상도를 고려하여 25 km 이내의 범위

를 주었다. 공간 격차 범위가 큰 만큼 충분히 많은 자료

들이 일치점 자료로 생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5 km

의 공간 범위 내에 다수의 표층 부이가 존재할 경우 위

성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부이를 선택하여 일치점

자료를 생산하였다. 일치점 자료에는 실측 부이와 위성

의 해수면온도뿐만 아니라 위성 마이크로파 해수면온

도의 오차 특성 분석을 위하여 부이와 위성의 관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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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number of (a) the temperature observations by drifters and moored buoys and (b) matchup points
in the Northwest Pacific for the period July 2012 to August 2016.



치, 시간, 부이의 풍속, 풍향, 기온 등의 정보 또한 함께

기록하였다.

3. 연구 결과

1) 일치점 자료 분포 특성

2012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4년간의 인공위

성-해양 실측 자료를 이용하여 162,264개의 일치점을

생산하였다. 일치점 자료의 공간 분포는 인공위성 궤도,

해양 자료가 관측된 위치, 시간에 따라 그 개수가 달라

진다. 이러한 일치점들의 위치 정보는 인공위성이 산출

한 해수면온도의 오차를 이해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

을 한다. Fig. 2(b)는 연구영역에서 생성된 일치점 수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생성된 일치점들은 연구 영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북서태평양

에서는 밀집된 분포를 보이는 반면 동해나 황해, 오호

츠크해 지역은 비교적 적은 일치점 개수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일치점들의 분포는 앞으로 논의하게 될 위성관

측 해수면온도 오차가 주로 북서태평양의 특성을 상대

적으로 더 많이 반영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생성된 일치점 자료에서 -1.5˚C부터 34˚C까지 넓은

해수면온도 분포가 나타났으며 특히 23-28˚C 범위에 가

장 많은 일치점들이 존재하여 전체의 28.9%에 해당하

는 46,899개의 일치점들이 분포하고 있다. 5˚C 이하에서

는 8.1%에 해당하는 13,119개의 일치점들이 생산되었

으며, 0˚C 이하의 극저온에서는 212개의 일치점들이 생

산되었다. 이처럼 온도 범위에 따른 분포 편차는 존재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의 해수면온도 정확도를 검증하

고 다양한 온도 범위에 대한 오차 특성을 분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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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oot-mean-square (RMS) error, mean bia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daytime/nighttime
Observation The number of matchups RMS (˚C) Bias (˚C) Correlation coefficient

Day 79,836 0.64 0.06 0.99
Night 82,428 0.62 0.04 0.99
Total 162,264 0.63 0.05 0.99

Fig. 3. Comparisons between AMSR2 SST and buoy SST at (a) daytime and (b) nighttime, and the distribution of SST errors (satellite
SST - buoy SST) as a function of the buoy SST, where the colors represent the number of matchup points.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AMSR2 해수면온도 정확도

AMSR2 해수면온도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해양

실측 해수면온도와 주·야간 인공위성 관측 해수면온

도를 비교하였다(Fig. 3(a), (b)). AMSR2 해수면온도가

해양 실측 수온에 대하여 선형의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

어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2에

실측 해수면온도에 대한 AMSR2 해수면온도의 일치점

개수, 평균제곱근오차, 편차 및 상관계수를 정리하였

다. 주·야간에 상관없이 모든 일치점 자료의 실측 해수

면온도에 대한 AMSR2 해수면온도의 평균제곱근오차

는 약 0.63˚C, 편차는 약 0.05˚C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전 지구적 영역에 대한AMSR2 해수면온도의

평균제곱근오차로 제시되었던 0.55˚C(Gentemann and

Hilburn, 2015), 0.49˚C(Hihara et al., 2015)보다는 높은 수

치로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해서는 AMSR2 해수면온

도의 정확도가 전구영역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을 의미

한다.

AMSR2 해수면온도와 해양 실측 해수면온도의 차이

가 나타내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AMSR2 해수면온

도의 오차를 해양 실측 해수면온도에 대한 함수로 낮과

밤을 구분하여 도시하였다(Fig. 3(c), (d)). AMSR2 해수면

온도 오차는 실측 해수면온도에 대하여 낮과 밤 모두 대

략 -5-5˚C 이내에 분포하였으며 실측 해수면온도가 낮

을수록 오차의 분산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오차의 계절별 특성

AMSR2 해수면온도 오차의 계절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월별AMSR2 해

수면온도 평균제곱근오차를 Fig. 4(a)에 나타내었다. 매

년 평균제곱근오차의 최대값은 겨울철에 해당하는 12-

3월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소값은 여름철인 6-8월

에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봄에서 여름까지 평균제곱근

오차가 감소하다가 여름철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겨울철에 최대값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다.

AMSR2 해수면온도 평균제곱근오차의 계절변동 요

인으로 바람의 세기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해수면으로부

터 방출되는 마이크로파는 해수면의 거칠기에 따라 방

사율(emissivity)이 달라지며 해수면의 거칠기가 커질수

록 방사율도 증가한다(Stogryn, 1967; Wentz, 1983). 해수

면 거칠기는 풍속, 풍향, 취송거리의 영향을 받으므로

(Yoshimori et al., 1994), 풍속이 커지면 해수면에서의 방

사율을 높여 위성에서 측정되는 휘도 온도를 증가시킨

다. 해수면온도 산출 시 이러한 효과가 잘 보정되지 않

는다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Fig. 4(b)는 겨울철 (12월

-3월) 풍속에 따른 AMSR2 해수면온도의 평균제곱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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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Monthly variation of root-mean-square (RMS) error (˚C) of AMSR2 SST from July 2012 to Augutst 2016 (b) RMS error of
AMSR2 SST as a function of wind speed (m/s) during winter. The bars represent the mean standard deviations of SST errors
for each interval and the dotted line is a linear least-squared fit.



차를 나타내며, 풍속이 강할수록 오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후 본 논문에서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

의 오차 요인으로 제시될 낮은 해수면온도도 겨울철 평

균제곱근오차가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

서 겨울철 AMSR2 해수면온도의 높은 평균제곱근오차

는 겨울철 강한 바람과 낮은 수온 조건에서 기인한 것

으로 유추된다.

4) AMSR2 해수면온도 오차 요인

(1) 풍속

AMSR2 해수면온도 오차의 계절적 특성과 관계없이

풍속이 해수면온도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해양 실측 풍속 자료가 기록된 일치점 자료들을 선

별하였다. 일치점 자료 중 풍속 자료가 기록된 표층 뜰

개는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연안에 설치되어 있는

계류 부이인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에서만 풍속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Fig. 5는 낮시간 동안 풍속에 따른 AMSR2 해수면온

도 오차의 변동을 나타낸다. 모든 풍속 범위에서 양의

편차를 보였으며, 6 m/s 이상의 풍속에서 풍속이 증가

할수록 해수면온도 오차가 소폭 증가하다가 12 m/s 이

상의 풍속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풍속이 약할수록 오차가 커지는 경향이 나

타났다. 이전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풍속이 약

할 때에는 풍속이 강할 때에 비하여 낮시간 동안 해수

면이 과도하게 가열된다(Gentemann and Wentz, 2001;

Donlon et al., 2007; Park et al., 2011). 마이크로파 센서는

해수면에서 대략 1 mm 이내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를

관측하여 해수면온도를 산출하는 반면 해양 실측 부이

는 수십 cm 정도 깊이 사이에서 수온을 측정한다. 낮은

풍속 조건에서 낮시간 동안 해수면의 가열에 의해 수온

의 수직 변화가 커짐에 따라 AMSR2 해수면온도 오차

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풍속 자료들은 모두 한반도 주변

계류 부이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연구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육지의 영향을 크

게 받는 마이크로파 영역 자료 특성상 연안 근처 해수

면온도에는 풍속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육지에 의한 자

료 오염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낮시간 동안 낮은 풍속에서 오차

가 커지는 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해수면온도

해수면온도에 대한AMSR2 해수면온도 오차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30˚C 이상의 값들은 자료 개수의 부족

으로 너무 큰 편차를 보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AMSR2 해수면온도 오차는 전반적으로 양의 편차를 보

이며 수온이 낮아질수록 오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온이 낮아질수록 마이크로파 센서의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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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n bias (˚C) of AMSR2 SST as a function of wind
speed (m/s) for daytime, where the bars represent the
mean standard deviations of SST errors for each
interval.

Fig. 6. Temperature differences (˚C) between AMSR2 and
buoy measurements depending on in-situ SST, where
the bars represent the mean standard deviations of SST
errors for each interval and the dotted line is a linear
least-squared fit.



도가 저하되어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

다. 23-29˚C의 실측 해수면온도 영역에서는 음의 편차

가 나타나 위성 해수면온도가 실제 해양관측 해수면온

도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연안으로부터의 거리

마이크로파 센서의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연안 관측

시 육지의 영향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이크

로파 영역에서 육지는 해양의 평균 방사율인 0.4보다 높

은 평균 0.9의 방사율을 가진다. 따라서, 마이크로파 센

서가 연안을 지날 때 육지로부터 방출된 마이크로파 신

호가 함께 관측되면 실제 휘도온도보다 높게 산출되어

그로 인한 양의 편차가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에 남게

된다(Ricciardulli and Wentz, 2004). AMSR2는 이러한 육

지에 의한 자료 오염을 고려하여 연안으로부터 100 km

이내의 해수면온도는 산출하고 있지 않다.

Fig. 7은 연안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AMSR2 해수

면온도 평균제곱근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연안에 근접

할수록 해수면온도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안으로부터 200 km 이상 떨어졌을 때에는 평균

0.65˚C의 평균제곱근오차를 보였으나 200 km 이내에

서는 연안에 근접할수록 증가하여 최대 1.13˚C의 평균

제곱근오차가 나타났다. 해수면온도 산출 과정에서

100 km 이내의 자료를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거

되지 않은 연안 주변 섬들의 영향 등으로 인해 위성 관

측 해수면온도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Gentemann et al., 2004).

(4) 열전선

Fig. 8(a)는 ±4˚C 이상의 해수면온도 오차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한반도 연안과 쿠로시오 속류 부근에 큰

오차값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 연

안의 큰 오차값들은 육지에 의한 자료 오염에서 비롯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 ±4˚C 이상의 큰 오차값

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쿠로시오 속류 부근(Fig. 8(b))

은 쿠로시오 해류(Kuroshio Current)와 오야시오 해류

(Oyashio Current)가 존재하여 쿠로시오와 오야시오 열

전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Mizuno and White,

1983; Yasuda, 2003). 일치점 생산과정에서 전선대의 가

장자리, 즉 공간적으로 수온 변동이 큰 전선의 전이대

에 일치점이 위치한다면 인공위성 해수면온도의 오차

가 ±4˚C 이상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

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쿠로시오와 오야시

오 전선에 따른 AMSR2 해수면온도 오차의 추이를 분

석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도 쿠로시오 속류 부근의 전선이 유발

하는 해수면온도 오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Tomita et al.(2015)은 해수면온도의 공간 구배 크기가 크

게 나타났던 달과 약하게 나타났던 달을 비교하여

AMSR2 해수면온도와 해양 실측 해수면온도 간 큰 오

차가 발생하는 것은 전선의 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

냈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해수면온도의 공간 구

배 크기와 해수면온도 오차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규

명하고자 하였다.

AMSR2 L3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영역의 해수

면온도 구배 크기(˚C/km)를 계산한 후 해당 월의 일치

점 실측 자료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 그 지점의 해

수면온도 구배를 기록하였다. Fig. 8(c)는 해수면온도 구

배 크기에 대한 AMSR2 해수면온도 평균제곱근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제곱근오차는 해수면온도 구배 크

기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특히 0.06˚C/km 이상의 수온

구배 영역에서는 큰 변동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

났다. 이를 통해 해수면온도의 공간 구배가 커질수록 위

성 관측 해수면온도에 큰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해수면온도 오차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해수면온도 공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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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oot-mean-square (RMS) error (˚C) of AMSR2 SST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the coast (km), where the
bars represent the mean standard deviations of SST
errors for each interval and the dotted line is a linear
least-squared fit.



배가 0.06˚C/km 이상인 지점을 전선 영역으로 정의하

고 이로부터 각 일치점의 거리를 계산하였다. Fig. 8(d)

는 AMSR2 해수면온도 평균제곱근오차를 전선으로부

터의 거리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전선 영역과

의 거리가 300 km 이내인 영역에서 평균제곱근오차는

전선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며 최대 1.39˚C의 평균제

곱근오차값이 나타났다. 이처럼 AMSR2 해수면온도의

큰 오차들이 쿠로시오와 오야시오 전선 영역에 다수 분

포되어 있는 것과 전선에 근접할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

나는 특성은 전선 또한 위성 관측 해수면온도의 오차 요

인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4. 요약 및 결론

현재 JAXA에서 운용되고 있는 마이크로파 센서인

GCOM-W1/AMSR2로 관측한 해수면온도는 실제 해

양 관측 수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0.49-0.55˚C의 오차

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Gentemann and

Hilburn, 2015; Hihara et al., 2015), 전지구적 해역 오차와

국지적인 해역에서의 오차 특성은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북

서태평양 AMSR2 해수면온도의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

고 오차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표층 뜰개와 표류 부이 자료를 실측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5 km, 30분 이내의 일치점 자료를 생산

하였다.

전체 일치점 자료의 해수면온도 평균제곱근오차는

약 0.63˚C, 편차는 약 0.05˚C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

에서 제시된 정확도보다 낮아 비교적 국지적인 범위인

북태평양 영역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이크로파 해수면온도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6, 2016

–730–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large difference (>±4˚C) between satellite SST and in-situ temperature measurements in (a) study area
and (b) Kuroshio extension region. The red dots represent the locations of positive bias larger than 4˚C and the blue dots
indicate the locations of negative bias smaller than -4˚C. The colors represent climatological SST. (c) AMSR2 RMS error as a
fuction of the magnitude of spatial gradient of SST and (d) depending on distance from the thermal front. The bars represent
the mean standard deviations of SST errors for each interval and the dotted line is a linear least-squared fit.



들의 영향을 받아 자료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

AMSR2 해수면온도는 낮시간 동안 낮은 풍속(<6 m/s)

에서 실측 해수면온도보다 높게 산출된다. 겨울철에 높

게 나타나는 평균제곱근오차 역시 풍속과 관련지어 설

명할 수 있다. 해상풍의 풍속이 커질수록 해수면의 방

사율이 높아져 위성에서 측정되는 휘도온도가 증가하

게 된다. 해수면온도 산출 시 이러한 오차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평균제곱근오차

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저온에서 저하

되는 민감도와 육지에 의한 자료오염 또한 AMSR2 해

수면온도 오차에 영향을 미친다. 실측 해수면온도가 낮

아질수록 오차가 증가하며 연안에 근접할수록 육지의

영향으로 오차가 증가하였다.

오차의 크기가 ±4˚C 이상인 일치점들이 쿠로시오와

오야시오 열전선 주변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열전선

에 따른 해수면온도 오차 발생을 고려해볼 수 있었다.

Tomita et al.(2015)에 의해 쿠로시오와 오야시오 열전선

이 위성 관측 해수면온도 오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제

시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해수면온도의

공간 구배 크기와 열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여

해수면온도 오차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수면온도의 공간 구배 크기가 커질수록, 열전선에 근

접할수록 해수면온도 오차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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