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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linity is not only an important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density of the ocean but also one of the main

parameters representing the global water cycle. Ocean salinity observations have been mainly conducted using ships, Argo

floats, and buoys. Since the first satellite salinity was launched in 2009, it is also possible to observe sea surface salinity

in the global ocean using satellite salinity data. However, the satellite salinity data contain various errors, it is necessary to

validate its accuracy before applying it as research data. In this study, the salinity accuracy between the Soil Moisture

Active Passive (SMAP) satellite salinity data and the in-situ salinity data provided by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was evaluated, and the erro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from April 2015 to August 2020. As a result, a total of 314

match-up points were produced, and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and mean bias of salinity were 1.79 and 0.91

psu, respectively. Overall, the satellite salinity was overestimated compare to the in-situ salinity. Satellite salinity is

dependent on various marin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eason,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wind speed. In

summ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tellite salinity and the in-situ salinity was less than 0.18 psu. This means that the

accuracy of satellite salinity increases at high SST rather than at low SST. This accuracy was affected by the sensitivity

of the sensor. Likewise, the error was reduced at wind speeds greater than 5 m s
−1

. This study suggests that satellite-

derived salinity data should be used in coastal areas for limited use by checking if they are suitable for specific research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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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염분은 해양의 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자 전지구 물의 순환을 나타내는 주요 인자 중 하나이다. 해상

염분 관측은 선박을 이용한 현장조사, Argo 플로트, 부이를 통한 조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2009년 염분관측 인공위

성이 발사한 이래로, 위성 염분자료를 이용하여 전 지구 해역에서 표층 염분 관측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위성 염분자료

는 다양한 오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 앞서 정확도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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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Soil Moisture Active Passive (SMAP) 위성 염분자료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제

공하는 실측 염분자료 간의 정확도 및 오차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총 314개의 일치점을 생산하였으며, 염분의 평균제

곱근오차 및 평균편차는 각각 1.79, 0.91 psu로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위성 염분이 실측 염분보다 과대추정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성 염분의 오차는 계절, 표층 수온, 풍속과 같은 다양한 해양 환경적 요인에 의존성을 보였다. 여름철

위성 염분과 실측 염분의 차이는 0.18 psu 이하로 저수온보다는 고수온에서 위성 염분의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센

서의 민감도에 따른 결과였다. 마찬가지로 5 m s
−1 
이상 풍속 조건에서 오차가 줄어들었다. 본 연구결과는 연안에서 위

성 염분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특정한 연구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제시한다.

주요어: 표층 염분, Soil Moisture Active Passive, 위성 염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정확도

서 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해양, 기상, 어업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전초 과학기지로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49 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Hwang and Jung, 2012). 이 지점은 서쪽으로부터

양쯔강 저염수, 남쪽으로부터는 쿠로시오 해류 및 대

마난류, 북쪽으로부터는 중국 연안류 및 황해난류의

영향권에 있는 해역으로 한반도 주변 해수 순환 이

해에 중요한 지리적 위치이다(Fig. 1). 또한 이어도는

매년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태풍의 이동경로에 위치하

기 때문에, 해당 연구기관은 태풍 예측에 필요한 조

위, 파랑, 수온, 염분, 풍속, 풍향, 기온, 습도 등 종합

적인 해양 및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각 기관에 배포

하고 있다(Oh and Ha, 2005; Moon et al., 2010).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연안 부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외해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 자료는 인공위성 자료

검증에 매우 용이하다. 이어도 실측자료를 활용한 연

구로 Woo et al. (2018)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위성-이어도 유의파고 사이의 정확도 분석을 수행하

여 약 0.34 m의 평균제곱근오차를 제시하였으며, Choi

et al. (2018)은 인공위성 고도계에서 산출되는 풍속

과 이어도 실측 풍속과의 비교를 통해 약 1.59 m s
−1

의 평균제곱근오차를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이어도

관측 수온 자료를 다중 인공위성 해수면온도 합성장

자료와 비교하여 최소 0.77
o
C에서부터 최대 0.96

o
C의

제곱근 오차를 제시한 결과도 있다(Woo et al., 2019).

전 지구의 70%는 해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염분

은 수온과 더불어 물의 순환, 표층 및 심층 해류, 그

리고 기후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해양 변수이다

(Helm et al., 2010). 염분은 주로 증발량, 강수량, 해

빙, 결빙, 강물의 유입 등에 의해 변동이 생기며, 빙

하, 대기권, 생물권 등 전 지구 물의 순환을 나타내

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된다. 염분 관측은 선박을 이

용한 현장조사, conductivity-temperature-depth (CTD),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ARGO) float, 부이, 글라이더 등 원격장비를 활용한

원격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어도 실측 염분을 활용한 원격탐사 연구는 다른

해양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 이유

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공위성을 통해 산출된 해수

면온도 및 해상풍과 달리 염분은 2009년 11월

European Space Agency (ESA)의 Soil Moisture

Ocean Salinity (SMOS), 2011년 6월 Aquarius/SAC-

D (Satellite for Scientific Applications-D), 그리고

2015년 1월 Soil Moisture Active Passive (SMAP)

Fig. 1. Oceanic current of the study area in the seas around

Korean peninsula. The black star denotes the location of the

Ie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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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관측 위성이 발사함에 따라 뒤늦게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Drunker

and Riser, 2014; Reul et al., 2014; Tang et al.,

2017).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염분자료는 인공위성 염분

자료와의 검증에 유리하며 또한 양쯔강 저염수에 영

향을 받는 동중국해 해상에 위치하므로 시·공간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Delcroix and Murtugudde,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

지 SMAP 위성 염분자료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제공하는 실측 염분을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고

해양환경에 따른 이어도 염분의 오차 특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자료 및 방법

위성 염분자료

SMOS는 ESA에서 발사한 첫 번째 염분 관측 위

성으로 1.4 GHz 라디오미터 센서가 약 758 km의 고

도에서 3일 간격으로 전 지구 염분을 관측한다(Barre

et al.,2008). 위 센서는 안테나에 포함된 69개의 수

신기에서 해수의 방출 에너지를 측정 후 수온, 풍속

을 포함한 보정 과정을 거쳐 염분을 산출한다. 해당

염분은 대양에서 평균 200 km 및 30일을 기준으로

약 0.2 psu 정확도를 목표로 한다. 이후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

두 번째 염분 관측 위성인 Aquarius가 발사되었으며,

이것은 1.4 GHz (L-밴드)의 라디오미터 센서와

1.2 GHz의 능동형 산란계 센서를 통해 657 km 고도

에서 1주일 간격으로 전 지구의 염분을 관측한다

(Lagerloef et al., 2008). 마찬가지로 동일 조건하에서

약 0.2 psu 염분 정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Aquarius의 운용 기간이 끝남에 따라 NASA는 새로

운 염분 관측 위성인 SMAP을 발사하였다. SMAP은

기존 위성들과 달리 40km의 공간해상도 및 8일의

시간해상도 가진 센서를 탑재함으로써 대양뿐 아니라

연안에서도 염분측정이 가능해졌다(Grodsky et al.,

2019; Fournier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최신 염분 관측 위성인 SMAP

version 4.3 Level-2 염분자료와 Level-3 월평균 염분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2a는 2020년 1월 1일 전 지

구 해역에서의 일평균 해수면 염분 분포이다. 대양의

중심에서는 약 35 psu 이상의 고염분을, 위도 60
o
 이

상 해역 및 연안에서는 상대적으로 33 psu 이하의 저

염분을 보여주고 있다. 지중해에서는 40 psu 이상의

고염분을 나타내고 있다. Fig. 2b는 동일 날짜의 한

반도 주변 위성 염분의 공간분포로 서해에 비해 동

해 및 남해에서 상대적으로 큰 염분을 볼 수 있다.

SMAP에 비해 Aquarius 관측지점은 이어도 기지와

거리 차가 최소 2
o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어도 실측

염분과의 정확도 검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Fig. 3). 이어도 염분자료와의 오차 특성 분석을 위

해 SMAP에서 산출되는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 기반의 해상풍과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NOAA OISST) 기반의 해수면온도 자료를 함께 활

용하였다.

Fig. 2. Sea surface salinity from SMAP (a) in the global ocean and (b) in the northwest Pacific for one day on January 1,

2020. The red dot denotes the location of the Ie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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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염분자료

위성 염분자료와 동일 기간인 2015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심 0 m 표층 이어도 실측 염분자

료를 사용하였다. 실측자료는 장비보수 기간 또는 극

심한 해양환경 조건에서는 염분값이 평균에서 벗어나

기 때문에 품질향상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Carroll et al. (2006)이 제시한

quality control (QC)를 수행하였다. 먼저 실측 염분이

−999을 가지면 해당 값은 오류임을 확인하고 NaN처

리 하였다. 예시로 약 30 psu 인근 염분값이 갑자기

0 psu로 낮아지는 자료는 실제 해양 현상보다는 센서

오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4일간의 평균염분과

표준편차를 계산 후 평균 ±3σ 표준편차 범위 밖의

자료를 제거하였다. 그 결과 전체 자료의 약 2.8%가

품질 관리에 의해 제거되었다(Fig. 4).

실측-위성 해수면 염분 일치점 생산

이어도 실측 염분과 인공위성 해수면 염분을 비교

하기 위하여 SMAP 염분자료와 이어도 실측자료 간

의 일치점 생산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어도 실측 염분

자료는 10분 간격을 사용하였으며 위성 염분은

Level-2 트랙자료를 사용하였다. 시·공간 조건으로는

Fig. 3. Sea surface salinity from Aquarius for one day on (a) January 3, 2012, (b) January 4, 2012, and (c) January 7, 2012.

(d), (e), and (f) represent the enlarged portions of the red boxes in (a), (b), and (c).

Fig. 4. Comparison of (a) before and (b) after quality control application results of Ieodo in-situ salinity at 0 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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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과 5 km을 제한하여 그 범위 안에 있는 일치점

들을 모두 기록하였다. 통계 분석으로는 평균제곱근

오차 및 평균편차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이어도 실측 염분 분석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측정한 최근 5년간의 수

심 0, 20, 40 m에 해당하는 실측 염분을 Fig. 5에 제

시하였다. 전반적으로 25 psu에서 34 psu 사이에 분포

하며 2015년 9월 평균 25.78 psu의 최소 염분, 2019

년 3월에 평균 33.58 psu의 최대 염분을 나타내고 있

다. 수심 0 m에서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약 0.03

psu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여름철에 수심

20, 40 m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염분의 특징이 발견

된다.

이어도 실측 염분의 계절 변동을 보기 위해 2015

년부터 2020년 사이의 월별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Fig. 6). 그 결과 봄철(Mar-May) 31.82 psu, 여름철

(Jun-Aug) 29.81 psu, 가을철(Sep-Nov) 30.02 psu,

그리고 겨울철(Dec-Feb) 32.21 psu의 평균 염분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름에서 겨울로 갈수록 약

2.4 psu 염분이 증가하였으며, 여름철에는 특히 8월

에 평균 28.25 psu를 보였으며, 최소 26.41 psu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12월은 평균 32.44 psu의 상대적으

로 고염분이 나타나며 이는 최대 33.42 psu까지 증가

하였다. 30 psu 이하의 저염분은 8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하였다.

여름철 염분 농도 감소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양자

강 저염분수의 유입 및 태풍의 영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어도 기지는 양자강 입구와 제주도 중간

지점에 위치하므로 여름철 제주도 주변 해역으로 유

입되는 양자강 저염분수의 영향을 받는 해역이다. 양

자강 저염분수는 여름철에 양자강 입구에서 북쪽 또

는 북동쪽으로 유출되며(Beardsley et al., 1985;

Chang and Isobe, 2003; Hu, 1994; Lie et al., 2003),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제주도 주변해역까지 확장되어

빈번히 관측된다(Lie, 1986; Kim et al., 1991; Kim

Fig. 5. Comparison of in-situ salinity form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at depths of (a) 0 m, (b) 20 m, (c) 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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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8). 여름철 표층 염분 농도의 급격한 감소

는 이러한 양자강 저염분수의 출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염분이 30

psu 이하인 해수를 저염분수로 정의하는데, 저염분수

는 낮은 밀도 때문에 약 20 m 이하의 얕은 수심에

분포한다(Wang, 1988; Lie et al., 2003). 수심 20 m

이하의 표층과 중층에서는 여름철 염분 농도의 급격

한 감소가 나타난다.

위성-이어도 염분 정확도 분석

이어도 실측 염분과 SMAP 위성 염분과의 비교

결과 총 314개의 일치점을 생산하였다(Fig. 7). 두 일

치점 사이의 평균제곱근오차 및 평균편차는 각각

1.79, 0.91 psu이다. SMAP 위성 염분의 정확도는 아

열대 또는 중위도 대양에서 한달 기준으로 0.2 psu

목표로 하기에 상대적으로 연안에 위치한 이어도에서

의 오차는 목표 정확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체

일치점 중 상·하위 25%를 제외한 지점에서의 평균

제곱근오차는 약 1.02 psu를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안을 제외한 40
o
S-40

o
N 범위에

해당하는 대양에서의 SMAP과 Argo 염분의 평균제

곱근오차는 약 0.23 psu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북

태평양 연안 및 북대서양 연안에서는 최소 0.3 psu부

터 최대 0.9 psu까지 오차가 나타나며, 특히 아마존

연안 근처에서는 최소 1.5 psu부터 최대 3 psu까지 오

차가 존재한다(Bao et al., 2019).

이어도 염분 오차 분석

계절, 수온, 풍속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위성-이어

도 염분의 오차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8은 계절에

따른 위성 염분과 실측 염분과의 오차 결과로 계절

에 상관없이 위성 염분이 실측 염분보다 과대추정됨

을 보였다. 하지만 여름철에 해당하는 6월 및 7월 염

분 차이는 각각 0.09, 0.18 psu을 보였으며, 반면 가

을철에 해당하는 9월 및 10월은 1.86, 2.01 psu로 상

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월은 주변에 비해

1.59 psu의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어

도 주변 해역에서의 6월 및 7월을 포함한 여름철 위

성 염분자료는 타 계절에 비해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경향은 Bao et al. (2019)에서

제시한 북태평양 연안에서의 월별 오차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해수면 온도에 따른 염분의 오차분석 결과 해수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오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 약 10
o
C에서 보였던 1.30 psu의 염분 차이가

약 20
o
C에서는 0.20 psu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위성 센

서의 민감도가 저수온에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도별 오차 양상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온인

고위도에서 오차가 증가하며, 고온인 저위도에서는 오

차가 감소하는 경향과 일치한다(Abe and Ebuchi,

2014). 따라서 위성 염분은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실제 표층 염분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은 풍속에 따른 염분의 오차분석 결과이다.

풍속이 약 1 m s
−1
에서는 위성 염분이 실측 염분보다

Fig. 7. Comparison of SMAP salinity with in-situ salinity

measurements from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Fig. 6. Monthly variation of in-situ salinity from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from April 2015 to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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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0.36 psu 과소추정 되지만 그 이상 풍속에서는 위

성 염분이 과대추정됨을 보인다. 2-5 m s
−1 
풍속 구간

에서는 1.50 이상의 염분 오차를 보이며 6-14 m s
−1

구간에서는 약 55% 감소된 0.70 psu 염분 오차를 나

타내고 있다. Abe and Ebuchi. (2014)는 연안을 제외

한 전구를 대상으로 풍속에 따른 ARGO float 실측

염분의 오차분석을 통해 풍속이 강할수록(15 m s
−1 
이

상)
 
염분의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어도 주변에서는 그 반대로 풍속이 약할 때 오차

가 증가함을 보인다. 이는 5 m s
−1 
이하 풍속에서 일

치점 개수가 적고, 풍속 이외에도 연안 및 수심에 따

른 실측 염분의 변동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상의 풍속에서는 약 0.7 psu로 상대적으로 둘

사이에 염분 차이가 감소함에 따라 이어도 주변에서

는 바람이 약한 조건보다는 일정한 바람이 지속적으

로 존재할 때 위성 염분자료의 정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10. Difference of salinity (SMAP−in-situ) as function

wind speed. Black dots and bars represen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alinity difference for each interval,

respectively.

Fig. 8. Difference of salinity (SMAP−in-situ) as function

month. Black dots and bars represent the mean and stan-

dard deviation of salinity difference for each interval, respec-

tively.

Fig. 9. Difference of salinity (SMAP−in-situ) as function sea

surface temperature. Black dots and bars represen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alinity difference for each inter-

val, respectively.

Fig. 11. Spatial distribution of SMAP (a) mean, (b) maximum, and (c) minimum sea surface salinity from April 2015 to

August 2020. The red dot denotes the location of the Ie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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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위성 염분과 이어도 실측 염분 사

이의 정확도 및 오차를 분석하였다. 이어도는 여름철

태풍이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하므로 태풍과 같이 극

심한 기상 및 해양환경에서는 염분이 측정되지 못하

는 결측 기간이 존재한다. 염분 농도의 변동은 환경

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관측 기기의 이상이나 장비

보수 및 재설치 시기에도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의 정확한 보정이 필요하며 시간 변동

성을 분석할 때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수의

표층을 측정하는 위성센서와 달리 이어도 실측 염분

센서는 실제 관측되는 표층 수심에 차이가 있다. 이

는 계절에 따른 해수위 높이차로 인해 센서 관측 수

심이 변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해수면에서 표

층 및 중층에 이르기까지 해수 염분의 연직 변동성

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인공위성이 목표로 하는 염분 정확도 0.2 psu는

대양에서 평균 30일 기준이므로 동일한 정확도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

안에 가까워질수록 위성의 센서 및 환경에 따른 차

이 때문에 대양보다 오차의 폭이 증가한다. 그 이유

는 육지 표면에서 방출되는 밝기온도는 해양보다 크

고, 특히 L-밴드 파장대는 육지의 전파간섭방해(radio

frequency interference, RFI)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

문이다(Kim et al., 2014). 위성으로 관측한 염분 픽

셀들은 각각 계절, 수온, 풍속, 그리고 연안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고 있다. 따

라서 위성 염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위

성 염분과 실측 염분 사이의 정확도 및 오차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에 따른 제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관측자료는 2004년부터

10분 간격으로 염분을 포함한 여러 해양변수를 지속

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자료이며 양쯔강 저염분수가

다량으로 유출되는 동중국해 해상에 위치하므로 시·

공간에 따른 위성 염분의 정확도 검증에 최적의 조건

을 가지고 있다. 최근 5년 SMAP 위성으로 관측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염분은 최소 26.75 psu부터

최대 33.88 psu까지 분포하며 평균 31.73 psu를 보이

고 있다(Fig. 11). 이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실측

염분 분포와 유사하다.

위성 염분자료를 사용함에 앞서 정확도 평가 및

오차분석은 꼭 필요한 과정이며, 실제 인공위성 염분

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경우에는 위성 염분의 정확도

와 불확실성이 연구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제한

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 결과

는 SMAP 위성 염분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실측

염분과 비교함으로써 염분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여러 환경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성 염분의 정확도 평가 및 검증에 대한 연구는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위성 염분의 오차 특성을 명확

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학 연구

에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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