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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록

염분은 해양의 표층 심층 순환에 향을 주는 주요 요소 하나로

물의 순환을 나타내는 지표 하나이다.따라서 해양 기 상 해양

역학 메커니즘 이해를 해서는 해양염분 변동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Aquarius,SMOS 성염분

자료와 Argofloat,CTD,계류부이,KODC등 실측염분 자료를 수집하

여 구,북서태평양,동해 해역별로 성 측 염분의 정확도 오차를

분석하 다. 구 해역에서 Aquarius,SMOSLevel-2 성염분과 Argo

실측 염분 간의 비교 결과,RMSE는 각각 0.40,0.74psu로 두 성 모

두 목표 정확도보다 큰 값을 보 다.해역별 비교의 결과,북서태평양 해

역에서는 0.48,0.78psu의 RMSE,동해 해역에서는 각각 0.51,0.84psu

로 상 으로 큰 RMSE를 나타냈다.즉,북서태평양,동해해역에서 두

성염분 모두 구에 비해 정확도가 감소하 다.

도에 따른 오차양상을 분석한 결과, 도를 기 으로 남반구,북반구

모두 30°까지 성염분이 과소 측정되는 경향을 보이며,30°이상인 경

우 고 도로 갈수록 성염분이 실측염분에 비해 과 측정되었다. 한

수온이 낮을수록,풍속이 강할수록,연안에 가까울수록 평균오차가 증가

하는 양상을 보 다.수심에 의한 오차분포는 0-4m 구간에서 성염분

이 과소 측정되는데,이는 성에 비해 실측염분이 상 으로 깊은 표

층염분을 측정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태풍시기 염분변화의 경우,2014년 8월 1일 태풍 HALONG이 북서태

평양 해역 통과 시 평균 0.27psu감소하 고,특히 평균 강수량 11

mm/hr이상 해역에서 0.43psu,평균 강수량 미만 해역에서 약 0.12psu

의 감소하 다.따라서 태풍시기 강수가 많은 해역에서의 염화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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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염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Aquarius,SMOS,염분,정확도,오차,태풍

학 번 :2013-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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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지구 표면 약 70%는 해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염분은 수온과 더

불어 해수의 도를 결정하는 요한 해양변수이다.이러한 염분은 양

의 표층 심층 순환,열 수송과 련된 기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

으로 기-해양 간 상호작용에 큰 역할을 한다. 한 강수량 증발

량,해빙과 결빙,강물의 유출 등에 따라 값이 변하며,빙하, 기권,생

물권 등 지구 물의 순환을 나타내는 지표 하나로 사용되므로,해

양염분에 한 지속 인 측 연구가 필요하다.

염분 측에 있어 일반 으로 선박을 이용한 장조사,Array for

Real-timeGeostrophicOceanography(ARGO)float,buoy등 원격장비

를 활용한 조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

는 에서 한계가 있다.최근 들어 항공기를 통한 염분 측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외해가 아닌 부분 연안 주의 측이라는 에서 공

간 제약이 있다.하지만 2009년 11월 SoilMoistureOceanSalinity

(SMOS),2011년 6월 Aquarius/SAC-D염분 측 성이 발사됨에 따라

인공 성을 이용한 원격탐사가 시작되었고, 재 지구 해역에서 표층

염분의 연속 측이 가능해졌다.

2009년 11월 2일 발사 된 SMOS 성은 지구 염분을 측하는 첫

번째 성으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758km의 고도에서 3일 간격으로

지구를 측하며,1.4GHz(21cm)주 수를 가지는 2-D 간섭 라디오미

터 센서를 탑재하 다.센서는 안테나에 포함되어 있는 69개의 수신기에

서 해수의 방출 에 지를 측정한다. 성의 목표 정확도는 양에서

200km×200km의 공간해상도,30일 평균 시간해상도에서 약 0.2psu정

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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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7개월 후 2011년 6월 11일 NationalAeronauticsandSpace

Administration(NASA)와 CONAE(Argentina’sspaceagency)의 력으

로 두 번째 염분 측 성인 Aquarius가 발사되었다.이 성은 지표면

으로부터 657km 고도에서 1주일 간격으로 지구를 측하며,1.4

GHz(L-밴드)의 주 수를 사용하는 3개의 수동형 라디오미터센서와 해수

면의 후방산란을 측정하는 1.2GHz의 능동형 산란계 센서를 탑재하 다.

한 센서는 2.5m 지름의 안테나를 사용하여,약 390km 거리의 해수

면을 측할 수 있다. 성의 목표 정확도는 양에서 150km×150km의

공간해상도,30일 평균 시간해상도에서 약 0.2psu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염분자료는 NASA/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PO.DAAC

(Physical Oceanography 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에서

Level-1,Level-2,Level-3을 배포하며,특히 Level-3는 일별,주별,월

별,계 별,연도별 평균염분을 제공한다.Table1에 두 성 간 기본 정

보를 제시하 다.

염분 측 성의 기본원리는 해수면의 방출열을 라디오미터 센서에서

측정하는 것이다.이 방출열은 부분 으로 해수의 유 상수에 의존하며

수온 염분과 한 련이 있다.이때 센서에서 측정된 열을 밝기온

도(brightness temperature)라 부르며,밝기온도는 해수면의 복사율

(emissivity)과 물리 온도(physicaltemperature)의 곱으로 구해진다.

복사율은 성의 시야각,편 ,해수 표면의 거칠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지므로,따라서 최종 밝기온도 산출 시 은하,태양,달 등 우주로부

터의 향,안테나 패턴 효과,패러데이회 효과, 기의 향,해수의

거칠기 등 다양한 오차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Wentzand

Levine,2012).

재 진행된 연구로는 2011년 9월에서 2013년 10월까지,남,북 6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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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도 연안을 제외한 구 해역에서의 AquariusV3.0염분과

Argo염분간의 0.42psu의 RootMeanSquareError(RMSE)가 나타나

며, 일치 은 200km,12시간 조건하에서 생성되었다. 한 동일

성염분과 부이 사이에는 0.35psu의 오차를 보 다. 성 Level-3월평

균염분과 Japan Agency forMarine-Earth Scienceand Technology

(JAMSTEC)OptimalInterpolation (OI)염분간의 비교결과 40°S -

40°N구간에서 0.27psu의 높은 정확도를 보 다(EbuchandAbe,2014).

기간을 달리하여 2011년 8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Aquarius V3.0

Level-2 성염분과 Argofloat염분 간 100km 이내 일치 들을 비교

한 결과, 구해역에서 약 0.49psu의 RMSE를 보 다.특히 월평균

성염분과 Argofloat염분간의 비교결과 각 40°이상의 고 도,아마존해

역,Inter-TropicalConvergenceZone(ITCZ)에서 상 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 다(WenqinqTangetal.,2014).

2011년 8월에서 2013년 10월까지 Aquarius 성염분과 7m 이내의

Argofloat염분간의 평균염분 차이( 성염분 -실측염분)는 약 +0.018

psu이며, 도별로 약 ±0.2psu까지 변한다.특히 20°이하의 도에서

는 음의 평균차이,40°이상의 고 도에서는 양의 평균차이가 나타난다.

표 편차는 아열 해역에서 0.3psu,고 도에서는 0.7psu까지 증가

한다.오차원인으로 강수에 의한 염분의 수직 성층화를 고려하 는데,그

이유는 Argofloat자료는 최 7m 수심에서, 성은 해수면 2― 3

cm의 표층에서 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실제 강한 강수가 발생한

경우,표층해양에서는 0.1psu이상의 수직성층화를 보이며,이는 2― 8

시간까지 지속되었다(DruckerandRiser,2014).

아열 인도양에서 2011년 8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AquariusV3.0

일평균 염분자료와 5m 이내의 Argofloat염분자료 간 비교결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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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Aquarius/SAC-D SMOS

Agency NASA/CONAE ESA

Launch 8June2011 2November2009

Band L-Band(1.413GHz) L-Band(1.4GHz)

Altitude(km) 657 758

RepeatPeriod(days) 7 3

IncidenceAngle(°) 23.3,33.7,41.7 0-55

Swath(km) 390 1000

Accuracy(psu) 0.2(150km,30days) 0.1(200km,30days)

0.45psu의 RMSE를 나타냈다. 일치 은 100km,24시간 이내의 조

건하에서 생성하 다(Ratheeshetal.,2014).

앞선 연구에서는 구 는 인도양을 비롯한 특정 해역에서의 정확도

를 분석하 다.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인 북서태평양 동해

에서 성염분 정확도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Argo이외의 다양한

실측자료간의 비교 결과 한 부족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

개년의 Aquarius, SMOS 성염분 자료와 Argo float,

Conductivity-Temperature-Depth (CTD), 계류부이, Korea

OceanographyDataCenter(KODC)등 다양한 실측 염분자료를 수집하

여 각각의 성염분 정확도를 구,북서태평양,동해 해역별로 비교분석

후 오차 특성을 제시하 다.뿐만 아니라 성염분 자료의 활용으로써

태풍시기 성으로 측한 염분 수온 변화를 함께 제시하 다.

Table1.CharacteristicsofAquarius/SAC-Dand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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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 방법

2.1.실측 자료

성염분과 일치 생산을 해 사용한 실측자료는 NOAA/NODC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ational

Oceanography Data Center)에서 제공하는 WOD13 (World Ocean

Database2013)이다.본 연구에서는 여러 WOD 염분 자료 2010년에

서 2014년까지 기간의 CTD,계류부이 염분자료를 사용하 으며,CTD는

북서태평양,계류부이는 30°이하의 도해역에 주로 분포하 다.

GlobalDataAssemblyCentres(GDAC)에서 제공하는 수심 10m 이

하의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간의 Argofloat수온,염분자

료를 사용하 다.우리나라 주변해역 동해 해역에서의 성염분 정확

도를 분석하기 해 한국해양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2012년 1월에서

2013년 12월 기간의 동해 표층 염분자료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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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 자료

NASA/JPL PO.DAAC가 공식 으로 제공하는 Aquarius V3.0

Level-2,Level-3일별 염분자료를 모두 사용하 다.연구해역은 구,

북서태평양 (120-170°E,10-60°N),동해해역 (127-143°E,35-52°N)으로

Figure1은 하루 간 연구해역을 통과하는 성 염분을 나타낸 것이다.

Level-2는 트랙자료로 실측 염분과의 일치 생성을 해 2012년 1월부

터 2014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사용하 다.Level-3일별 염

분자료는 태풍통과 시 염분의 변화를 보기 하여 사용하 다.다른 염

분 측 성인 EuropeanSpaceAgency(ESA)에서 공식 으로 제공하

는 SMOSLevel-2염분자료을 실측염분간의 일치 생성을 해 사용

하 으며 사용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다.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해수면온도 변동을 보기 해서 Multi-scale

Ultra-highResolutionSeaSurfaceTemperature(MURSST)Level-4

고해상도 해수면수온 자료를 사용하 으며,태풍시기 강수량 풍속

분포를 보기 해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2

(AMSR-2)Level-3일평균강수량,WindsatLevel-3일풍속 자료를 함

께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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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CoverageofAquariusSSSobservationforadayin(a)global

ocean,(b)thenorthwestPacific,and(c)theEast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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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QC결과 용

AquariusV3.0Level-2염분자료는 래그를 함께 제공한다. 래그는

성자료의 질을 단하는 기 으로, 성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래그

를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육지,빙하,수온,풍속 조

건을 고려하여 성염분을 선별하 다. 온인 경우,고온에 비해 해수

표면에서의 방출열에 반응하는 센서의 민감도가 떨어지므로 5℃이하의

낮은 수온에서 측된 염분은 제거하 다(EbuchandAbe,2014).L-밴

드 범 에서 입사각이 40〬,v-polarized된 경우,육지표면에서 방출되는

밝기온도(TB)는 약 280K로 해양에서 방출되는 115K보다 더 높다(Kim

etal.,2011;Njokuetal.,2002).비록 두 역의 밝기온도 차이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일반 으로 연안 해역에서 발생될 수 있

는 육지에 의한 향을 이기 해 Landfraction이 0.0005이상인 값은

제거하 다.뿐만 아니라 북서태평양 연안에서는 다른 해역에 비해

L-Band 장 의 RadioFrequencyInterference(RFI)에 의한 향을

많이 받으므로 연안에서의 육지 향을 고려해야 한다(Kim etal.,

2014). 한 icefraction이 0.0005이상인 값은 빙하에 의한 오차를 유발

하므로 도 60°이상의 남,북극해 염분자료는 제거하 다.

뿐만 아니라 래그를 제거하기 ,모든 조건하에서 측 된 성염

분과 일부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래그를 제거한 성염분간의 정확도

를 나 어 비교함으로써 서로 간의 정확도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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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치 생산 정확도 평가

AquariusLevel-2,SMOSLevel-2 성염분과 Argofloat,CTD,계

류부이,KODC실측염분 간에 일치 을 생산하 다.우선 각각의 래그

를 고려하기 성 염분자료를 사용하여 일치 을 구하 고,후에

래그를 고려한 성 염분자료로 다시 일치 을 생산하 다.일치 조건

으로는 두 자료 간 24시간,100km 이내의 존재하는 자료들로만 선정

후 RMSE,MeanBias통계변수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분석하 다. ,

 은 각각 성염분,실측 염분이며 N은 두 자료 간 일치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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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결과

3.1. 성염분 정확도

3.1.1.Argo 구 염분

구에서의 Aquarius,SMOSLevel-2 성염분과 Argofloat실측염

분간의 비교결과,RMSE는 각각 0.51,0.93 psu이며(Figure2),각각

QualityControl(QC)과정을 거친 후 RMSE는 0.40,0.74psu로 두 성

모두 오차가 감소하 다.두 성 모두 목표 정확도에는 도달하지 못하

고,특히 SMOS 성에서 상 으로 큰 오차가 나타났다.이는

Aquarius 성 센서는 각각 분리된 빔에 의해 해수 밝기온도를 직 측

정하지만 SMOS 성인 경우 69개 수신기에서 받은 신호를 간섭 라디오

미터 센서에서 결합하여 밝기온도를 구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아진다.

한 산란계를 탑재하여 직 측한 풍속자료로 표층해수의 거칠기 보

정을 하는 Aquarius 성과 달리 SMOS 성은 풍속 보정 시 European

CentreforMedium-RangeWeatherForecasts(ECMWF)재분석자료를

사용한다는 이 성간의 오차를 유발한다 (Aretxabaletaet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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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a)SSS difference(satellite― in-situ)distributionbetween

Aquariusand Argofloatoftheglobalocean and(b)comparison of

AquariusSSSwithsalinityfrom Argofloat.(c)and(d)aresameas(a)

and(b),exceptforSMO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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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Argo북서태평양 염분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두 성과 Argofloat실측염분간의 RMSE비교

결과 0.62,0.96psu가 나타났다(Figure3).QC과정을 거친 성염분에

서는 각각 0.48,0.78psu의 RMSE로 두 성 모두 오차가 감소하 다.

Aqarius 성염분인 경우 실측염분에 비해 일부 과소 측정되며,연안

근처 해역에서 상 으로 큰 오차가 분포한다.이는 성과 동일한

L-Band주 수 를 사용하는 Celllphones,wi-fi,GPS 등 RFI에 의한

향으로 연안에 근 할수록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gerloefetal.,2013).SMOS 성염분은 북서태평양 해역에 걸쳐

고르게 오차가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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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a)SSS difference(satellite― in-situ)distributionbetween

AquariusandArgofloatofthenorthwestPacificand(b)comparisonof

AquariusSSSwithsalinityfrom Argofloat.(c)and(d)aresameas(a)

and(b),exceptforSMO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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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Argo동해 염분

동해 해역에서 Aquarius,SMOS 성과 Argogloat실측염분간의 비교

결과,두 성 모두 1.04psu의 RMSE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igure4),QC과정을 거친 후에는 각각 0.51,0.84psu로 오차가 감소

하 다.실측염분은 약 34psu염분을 가지는 반면에 성은 3038psu

범 에 이르는 넓은 범 의 염분구간을 나타낸다.이는 동해 해역의 경

우,실제 성염분을 사용함에 있어 아직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gure4.(a)SSS difference(satellite― in-situ)distributionbetween

Aquarius and Argo floatofthe EastSea and (b)comparison of

AquariusSSSwithsalinityfrom Argofloat.(c)and(d)aresameas(a)

and(b),exceptforSMO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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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KODC동해 염분

동해 해역에서 Aquarisu Level-2염분자료와 한국해양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KODC표층 염분자료 간 비교결과 RMSE는 1.32psu로 큰 오

차를 나타냈으며, 성염분이 상 으로 과소 측정되었다(Figure5).이

는 2달 주기로 측하는 KODC자료 특성상 성염분과의 일치 이 부

족하고,실제 표층에서 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차를 유발한다.

마찬가지로 동해에서는 성 목표정확도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아

직은 성 염분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Figure5.(a)SSS difference(satellite― in-situ)distributionbetween

Aquarius and KODC data ofthe EastSea and (b)comparison of

AquariusSSSwithsalinityfrom K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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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CTD북서태평양 염분

Figure6a는 Aquarius와 CTD 염분간의 오차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

도 약 30°이상의 일부 해역에서 오차가 증가하며,그에 반해 SMOS

성은 해역에 걸쳐 오차가 분포한다(Figure6c).두 성간의 정확도

비교결과,북서태평양 해역에서 Aquarius,SMOS 성 각각 0.55,0.78

psu의 RMSE를 보 다(Figure6b,d).

Figure6.(a)SSS difference(satellite― in-situ)distributionbetween

Aquariusand CTD ofthenorthwestPacificand (b)comparison of

AquariusSSSwithsalinityfrom CTD.(c)and(d)aresameas(a)and

(b),exceptforSMO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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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buoy아열 염분

도 약 30°이하의 도해역 부근에서 측되는 계류부이 염분자료

와 Aquarius,SMOS 두 성염분의 정확도 비교분석 결과,각각

RMSE는 0.39,0.86psu이다(Figure7b,d).Aquarius 성의 경우,다른

실측자료에 비해 계류부이 염분과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

다.이는 실측자료가 측되는 수심에 따른 차이로,계류부이는 약 1～

1.5 m의 표층과 가장 근 한 수심에서 염분 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 으로 성염분과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7a는 Aquarius와 계류부이 염분간의 오차분포를 나타낸 결과

로,연안과 근 한 해역에서 상 으로 큰 오차가 일부 분포하며,

SMOS 성은 아열 해역에 걸쳐 오차가 나타났다(Figure7c).

Table2에 성염분과 실측염분간의 평균정확도를 총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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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a)SSS difference(satellite― in-situ)distributionbetween

Aquariusandbuoyofthetropicaloceanand(b)comparisonofAquarius

SSS withsalinity from buoy.(c)and(d)aresameas(a)and(b),

exceptforSMO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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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Statisticsofseasurfacesalinitydifference(satellite― in-situ)

Area Satellite In-situ Period

Space&

Time

condition

matchups

points

RMSE

(psu)

RMSE

(psu)/

Applica

tionof

QC

Bias

(psu)

Global
Aquarius

-L2
Argo

2012-

2014

100km/

24hr
34395 0.5105 0.4059 0.0063

Global
Aquarius

-L2
buoy

2012-

2014

100km/

24hr
6568 0.3959 0.3959 -0.0401

Global
SMOS

-L2
Argo

2012-

2013

100km/

24hr
6443 0.9333 0.7484 -0.0642

Global
SMOS

-L2
buoy

2012-

2013

100km/

24hr
2662 0.8686 0.8686 -0.0453

northwest

Pacific

Aquarius

-L2
Argo

2012-

2014

100km/

24hr
2872 0.6269 0.4862 -0.1610

northwest

Pacific

Aquarius

-L2
CTD

2012-

2014

100km/

24hr
297 0.5516 0.5516 -0.0124

northwest

Pacific

SMOS

-L2
Argo

2010-

2013

100km/

24hr
1204 0.9629 0.7852 -0.0898

northwest

Pacific

SMOS

-L2
CTD

2012-

2014

100km/

24hr
519 0.9457 0.9457 -0.0774

EastSea
Aquarius

-L2
Argo

2012-

2013

100km/

24hr
238 1.0402 0.5124 -0.0138

EastSea
SMOS

-L2
Argo

2010-

2013

100km/

24hr
158 1.0455 0.8456 0.0275

EastSea
Aquarius

-L2
KODC

2012-

2013

100km/

24hr
8 1.3244 1.3244 -1.0977

Total 55364 0.8368 0.5110 -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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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오차 특성 분석

일치 분석 결과 성염분과 실측염분 간에 오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그 원인으로 센서 안테나의 시스템 오차와 은하,강수, 리

층,Land,SeaIce,RFI등 주변 환경으로 인한 오차가 있다(Lagerloef

etal.,2010).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차요인 가운데 도,풍속,수온,연안으로부

터의 거리,수심을 기 으로 분석해 보았다.

① 도 오차

위도에 따른 차는 적도를 준으  남, 반   30° 저위도 지 

위 염 이 과  측정 을 보이 , 30°이상의 고위도  갈수  위 염

이 실측염 에 비해 과  측정 는 것으  나타났다(Figure 8a). 이는 

위도별 강수량에 따른 수직 층화 차이  상 적으  강수량이 많은

도에서는 표층의 성층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EbuchandAbe,

2014).따라서 성은 해수표면 2― 3cm의 표층 염분을 측하는데

반해,Argo는 평균 4― 5m의 상 으로 고염분의 표층을 측하므로

성염분이 과소 측정됨을 알 수 있다(DruckerandRise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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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풍속 오차

에 따른 차는 4m/s 이하 또는 10m/s 이상의 일 때 평균 차

가 증가한다.풍속은 염분 측 성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오차요

인으로,염분 산출시 Aquarius산란계 센서에서 측정한 풍속으로 해수면

거칠기 보정 과정을 거치지만,아직까지 그 향이 완 히 제거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Figure8b).

③ 수온 오차

수온에 따른 오차분포는 온에서 큰 평균오차를 보이며,고온으로 갈

수록 평균오차가 작아진다.낮은 수온에서는 센서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차가 증가하며, 도별 오차양상과 비교해볼 때 상 으로

온인 고 도,고온인 도의 경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Figure8c).

④ 연안 오차

연안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오차는 연안에 가까울수록 성염분이 과

소 측정됨과 동시에 오차의 폭이 커지며,연안에서 멀어질수록 오차의

폭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8d).앞서 언 했듯이 육

지 표면에서 방출되는 밝기온도는 해양보다 높고,특히 북서태평양의 경

우 RFI에 의한 향이 크므로 양보다는 연안에서 오차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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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심 오차

수심에 따른 오차분포는 4m이내에서 성염분이 과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8e).

Figure9은 성,Argofloat,계류부이 염분 사이의 오차를 나타낸 결

과이다.Figure9a는 Argofloat,계류부이,두 실측 염분간의 평균오차

(Argofloat-buoy)로 2012년 4월,2013년 3월,2014년 10월 등 일부 오

차가 큰 달을 제외한,두 염분 사이의 평균차이는 약 0.02psu로 나타났

다.Figure9b,c는 각각 성과 Argofloat, 성과 계류부이 간의 염분

차이로,3개년 동안 성염분이 두 실측염분에 비해 과소 측정됨을 보인

다.각각 평균 염분차이는 0.15,0.13psu이다.이 차이는 수심에 따른 오

차로 볼 수 있으며,세 일치 의 평균 측수심은 성의 경우 표층 2

― 3cm이며,Argofloat는 약 5.12m,계류부이는 약 1.29m이다.Argo

float표층염분의 수직 로 일을 보면,해수면 가까이에 염분이 분포

하고,차츰 수심이 깊어질수록 상 으로 고염분이 분포하는 성층화 된

구조를 볼 수 있다.따라서 측이 이루어지는 수심차이로 인해 성염

분이 실측염분에 비해 과소 측정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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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Relation ofSSS difference (satellite ― in-situ)with (a)

latitude,(b)windspeed,(c)seasurfacetemperature,(d)distancefrom

thecoast,and(e)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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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9.Timeseriesofsalinitydifferenceof(a)Argofloat― buoy,

(b)satellite― Argofloat,and(c)satellite― buoyfortheperiodof

2012to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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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태풍시기 염분 수온 변동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북서태평양 해역을 통과하는 태풍의 수온,염

분 변화를 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 다.먼 포물선 궤도

를 그리는 총 10개의 태풍을 선정하 다.Figure10의 연한 회색의 선

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북서태평양 해역을 통과한 총 태풍이고,실제

본 연구에 활용한 태풍은 두꺼운 선으로 표시하 다.

Figure10.TrackoftyphoonsinthenorthwestPacificfrom 2012

to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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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여름철 성염분 정확도

앞서 2012년에서 2014까지 구 해역에서의 성염분 정확도를 분석하

다.실제 태풍이 통과하는 북서태평양 해역의 정확도,특히 태풍이 통

과하는 여름철 정확도를 분석함으로써 태풍시기 성염분의 활용가능성

을 확인하 다.

먼 북서태평양 해역을 태풍이 통과하는 경로 심으로 (a)130―

150°E,10― 30°N,(b)135― 145°E,15― 25°N,(c)140― 150°E,20

― 30°N 3곳으로 나 어 Aquarius 성염분과 Argofloat염분간의 계

별 정확도를 분석하 다(Figure11).각 해역 모두 겨울철에 비해 여름

철 RMSE가 낮아짐을 보 고,특히 (c)해역은 여름철 RMSE가 0.29

psu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즉 태풍이 통과하는 여름철 시기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타 계 에 비해 높은 성염분 정확도를 나타내

므로 태풍과 같이 큰 염분변화를 래하는 해양 상의 경우 성염분 자

료의 신뢰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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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1.Histogram ofseasonalRMSEofAquariusSSSwithArgo

floatsalinityinthenorthwestPacific.(a)130― 150°E,10― 30°N,

(b)135― 145°E,15― 25°N,and(c)140― 150°E,20― 3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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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강수량 풍속

AMSR-2강수량자료를 사용하여 태풍시기 향 기 으로 도 ±5°

해역, 심경로에서 좌우 3°이내 반경에서의 평균 강수량은 3.28mm/hr

로 나타났다. 한 심경로의 좌측 상단에서 평균 4.48mm/hr이상의

많은 강수가 내렸고,좌측 하단에서 평균 2.38m/s이하의 상 으로

은 강수를 나타냈다(Figure12a).

Windsat풍속자료를 사용하여 동일 해역에서의 평균 풍속을 계산하

다.평균풍속은 12.09m/s이며, 향 우측해역에서 13.55m/s의 상

으로 강한 풍속을 보 다(Figure12b).진행방향의 우측 해역에서는 반

시계 방향으로 회 하는 태풍 자체의 풍향과 도에 따른 무역풍 편

서풍의 풍향이 서로 일치하므로 좌측해역에 비해 풍속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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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2. Imageofaverage(a)precipitation and(b)windspeed

aroundturning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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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실측염분 수온 변동

2014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약 열흘간 경 도 125°-135°E,15°-

35°N 해역을 통과한 태풍 HALONG의 염분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Figure13은 태풍 심경로 좌우 약 3°이내 해역에서의 태풍 통과 후

시기 Argofloat염분 분포이다.태풍 통과시기 열흘간 평균 염분은 약

34.38psu로 통과 열흘간 평균 염분인 34.50psu비해 약 0.12psu감

소하 다.

Argofloat자료를 활용하여 태풍 통과 ,통과시기 각각 근 한 지

에서 염분,수온변화를 분석하 다. 측지 선정은 염분의 경우 평균

강수량 이상이 나타나는 향 좌측상단에 치한 약 127°E,18°N 해

역,수온의 경우 강한 풍속이 존재하는 향 우측에 치한 약 130°E,

22.7°N해역을 선정하 다.

Figure14a는 태풍 통과 ,통과시기 Argofloat염분 수직 로 일

로 빨간선은 태풍 통과 시기, 란선은 통과시기를 나타낸다.통과

표층염분은 34.78psu이며,통과시기 표층염분은 34.52psu로 강수가 많

은 해역에서 최 약 0.25psu염분이 감소한다.(Figure14b).

마찬가지로 Figure15c는 동일시기의 Argofloat수온 수직 로 일로

통과 표층수온은 29.68℃이며,통과시기 표층수온은 27.35℃로 바람

이 강한 해역에서 최 약 2.33℃ 수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15d).이는 태풍시기 강한 바람에 의한 해수의 수직혼합이 발생

하여,심층의 찬 해수가 용승 하므로 표층 수온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

정된다(Price,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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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3.TimeseriesofArgosalinityinthenorthwestPacificfrom

1July2014to31August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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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4.Profilesof(a)Argosalinity,(b)salinitydifference(present

― previous),(c)Argo temperature,and (d)temperature difference

(present― previous)fortyphoonH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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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성염분 수온 변동

Figure15a는 태풍 통과 시 수온의 차이 (태풍 통과시기–태풍통과

)분포로,태풍이 통과하는 열흘간 심경로의 좌우 3°이내의 해역에

서 평균 2.53℃의 표층수온이 감소하 다.풍속에 의한 수온 변화를 보기

해 태풍 시기 평균 풍속인 14m/s을 기 으로,평균 풍속 이상의 해역

에서 1.36℃,이하의 해역에서는 0.91℃의 수온이 감소하 다.이는 성

자료를 통해서도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에 표층수온이 낮아지는 상을

볼 수 있으며,특히 강한 풍속인 경우 수온화 상이 잘 발생한다.

Figure16b는 태풍 통과 시 염분의 차이 (태풍 통과 시기–태풍통과

)분포로,태풍 심경로 좌우 3°이내의 해역에서 평균 0.27psu감소

를 보 다.특히 평균 강수량 11mm/hr을 기 으로 평균 이상의 강수가

내린 해역에서는 0.43psu,평균 미만의 강수가 내린 해역은 0.12psu로

상 으로 많은 강수가 내린 해역에서 염화 상이 잘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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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5.Imageof(a)SST difference(present― previous),(b)SSS

difference(present― previous),(c)daily-averagedwindspeed,and

(d)daily-averagedprecipitationfortyphonHALONG.Blackdottedline

representsthetrackoftyphoonH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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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요약 결론

지구 표면 약 70%는 해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표층 심층 순

환,열 수송과 련된 기후정보를 제공하는 염분은 요한 해양변수이다.

재까지 염분 측은 선박을 이용한 장조사,Argofloat,계류부이 등

원격장비를 활용한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

로 한다.하지만 2009년 11월,2011년 6월 SMOS,Aquarius염분 측

성이 발사됨에 따라 시공간 연속 염분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성염분 자료를 사용하기에 앞서 성염분과 실측염분

간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최근 3개년의 Aquarius,

SMOS 성염분 자료와 Argofloat,CTD,계류부이,KODC등 실측 염

분자료를 수집하여 구,북서태평양,동해 해역별로 각각 정확도를 평가

하 다. 구 해역에서 Aquarius,SMOSLevel2 성염분과 Argofloat

실측염분간의 비교결과,QC를 용 후 성염분의 RMSE는 각각 0.40,

0.74psu로 두 성 모두 목표 RMSE보다 크며,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는 0.48,0.78psu,동해 해역에서는 0.51,0.84psu의 RMSE가 발생하

다.즉 북서태평양,동해해역으로 갈수록 성염분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염분과 실측염분 간의 오차요인으로 도,수온,풍속,연안으로부

터의 거리,수심 등이 있다. 도에 따른 오차는 도를 기 으로 남,북

반구 모두 약 30°이내의 도에서는 성염분이 과소 측정됨을 보이

며,30°이상의 고 도로 갈수록 성염분이 실측염분에 비해 과 측정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고 도에서는 낮은 수온으로 인해 센서의

민감도가 떨어지며, 한 은 측 자료수로 인해 오차가 증가한다.따

라서 온에서 평균오차가 증가하며,고온으로 갈수록 평균오차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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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풍속에 따른 오차는 풍속이 약 10m/s이상일 때 평균오차가 증가

하며,연안에 가까울수록 성이 과소 측정됨과 동시에 오차의 폭은 증

가한다.

성,Argofloat,계류부이 염분간의 일치 분석 결과,두 실측염분

간에는 약 0.02psu의 작은 평균차이를 보이지만, 성과 Argofloat,계

류부이 염분에서는 각각 0.15,0.13psu로 성염분이 모두 과소 측정되

었다.이는 수심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는데,세 일치 의 평균 측수

심은 성의 경우 표층 2― 3cm,Argofloat은 약 5.12m,계류부이는

약 1.29m이므로,상 으로 깊은 표층을 측하는 Argofloat.계류부

이에서 고염분,그에 반해 성에서는 해수의 염분을 측하게 된다.

2014년 8월 1일 태풍 HALONG통과 시, 심경로의 좌우 3°이내 해

역에서 성염분은 약 0.27psu감소함을 보 다.특히 평균 강수량 11

mm/hr기 으로 그 이상의 해역에서 0.42psu,그 이하 해역에서는 0.12

psu의 염분이 감소하 다.실제 Argofloat염분자료에서는 태풍 통과

에 비해 평균 약 0.11psu감소하 다.태풍 통과 시 표층수온은 평균

약 1.06℃ 감소하 고,평균풍속 14m/s을 기 으로 평균 이상의 풍속을

보인 해역에서는 약 1.36℃,평균 이하인 해역에서는 약 0.91℃의 표층수

온이 감소하 다.즉 태풍시기 강수가 많은 해역의 염화 상,풍속이

강한 해역의 수온화 상을 성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성 염분자료를 사용함에 앞서 정확도 평가 오차분석은 꼭 필요한

과정이며,검증된 성 염분을 실제 연구에 활용하는 것 한 요하다.

이런 에서 본 연구는 성 염분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고,태풍과 같이

역동성이 큰 해양 상에서의 성염분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 단

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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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ofErrorsof

Satellite-ObservedSeaSurface

SalinityandSalinityVariations

duringTyphoonPeriods

Jae-JinPark

ScienceEducation(Earth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Salinityisoneofthemajorfactorsinfluencingthecirculationsof

deepandsurfaceseawaterandisregardedasanindex indicating

globalwatercirculation.Forfurtherunderstanding ofoceanicand

atmosphericphenomenaandmechanismsofoceanicdynamics,itis

requiredtoinvestigatetheseawatersalinity.

In this study,satellite Sea Surface Salinity (SSS)data from

Aquariusand SMOS fortheperiod between 2012 and 2014,and

in-situsalinitydatameasuredfrom Argofloat,CTD,moored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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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KODC havebeencollectedfortheassessmentofaccuracyof

satellite-observed salinity and its error analysis in the global,

northwestPacific,and theEastsea.Comparison ofAquariusand

SMOSLevel-2satelliteSSSintheglobaloceanwithArgosalinity

showedRMSE valuesby0.40and0.74psu,respectively,whichwere

higherthantheaccuracyrequirementofthesatellitemission.Incase

ofthenorthwestPacific,RMSerrorsindicatedvaluesof0.48and0.78

psu,respectively,whilethosewere0.51and0.84psuintheEastsea.

Thus,itisshownthattheaccuraciesofsatelliteSSSdegradedboth

in thenorthwestPacificand EastSeacompared tothosein the

globalocean.

SatelliteSSStendedtobeunderestimatedwithintherangeof30°

latitudeinboththeSouthernhemisphereandNorthernhemisphere,

whileoverestimatedover30°latitude.Furthermore,meanerrorsof

satelliteSSSshowedthetendencytoincreaseaswatertemperature

decreased,windspeedincreased,or,closertothecoast.Compared

withthewaterdepth,satelliteSSSwasunderestimatedintherange

of0to4meter.Itmightbeoriginatedfrom thefactthatin-situ

salinitywasobservedindeeperwaterthansatelliteSSS.

SatelliteSSSobservedin1August2014whentyphoonHALONG

passedthenorthwestPacificshowedareductionofabout0.27psu.

Especiallyintheareawiththeprecipitationover11mm/hr,whichis

theaverageprecipitationintheregion,asignificantreductionof0.43

psuappeared,whilearelatively smallreductionofabout0.12psu

appeared in the ocean with precipitation lowerthan the average.



43

Therefore,satellite-observed salinity demonstrated the decrease of

SSSintheoceanwithhighprecipitationduringtyphoonperiods.

Keywords:Aquarius,SMOS,Salinity,Accuracy,Error,Typhoon

StudentNumber:2013-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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