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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류는 매우 중요한 해양 변수 중 하나로서, 특히 표층 해류는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상 현상 및 기후 변화 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다 정확하고 해류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

득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위성 자료를 활용한 해류 

산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 중 Maximum CrossCorrelation 

(MCC) 알고리즘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Zero-mean Sum of Absolute Differences (ZSAD), Zero-mean 

Sum of Squared Differences (ZSSD) 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Himawari8/Advanced Himawari Imager (AHI) 열적외 채

널 자료에 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표층 해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

교 분석하였다. 각 알고리즘으로 쿠로시오해류 해역의 표층 해류장을 산

출한 결과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오차 발생 비율은 알고리즘에 따

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표층 해류 산출 연산에 소요되는 시

간은 ZSAD와 ZSSD 알고리즘이 MCC 알고리즘에 비해 각각 24%, 

18% 감소하였다. 산출된 표층 해류는 인공위성 추적 표층 뜰개 자료와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 계산한 표층 해류를 통해 검증하였고, 세 가지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모두 유사한 범위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출된 

표층 해류의 정확도는 휘도 온도 수평 구배의 크기와 두 영상 사이의 시

간 간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일본 남쪽 연안을 따라 흐

르는 쿠로시오 표층 해류의 일변화 특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의 MCC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ZSAD 및 ZSSD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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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이 비교우위를 보임을 밝혔으며,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Himawari8/AHI 자료가 표층 해류 산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Himawari8/AHI, 표층 해류, 형상 추적, 쿠로시오 해류, 

일변화

학  번 : 2015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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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류는 해양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특히 

표층 해류는 해수의 순환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및 대기 환경에도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Huang, 1979). 대기와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기상 현상을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며,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Manabe, 1969). 또한 표층 해류의 다양한 시공간적 

변화는 어장 형성 및 수산 자원에도 영향을 미친다(Kawabe, 2005). 따

라서 표층 해류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것은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표층 해류에 대해 보다 넓은 해역에서 정확하고 연속적인 정보를 생산

하기 위하여 위성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해양 표층에서 

형상의 이동을 추적하는 형상 추적 기법은 위성 영상 자료로 표층 해류

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형상 추적 기법의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위성 자료를 직접 육안으로 분석하여 소용돌이와 

같이 연구 대상이 되는 해양 현상을 정의하고, 연속된 위성 영상 자료에

서 시간에 따른 현상의 이동을 추적하여 표층 해류를 계산하였다(La 

Violette, 1983). 이러한 분석 방법은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

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반복적인 수행으로부터 일괄적인 결과를 획득하

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연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름 이동 벡터 계산에 활

용되던 Maximum Cross Correlation (MC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표

층 해류를 산출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Leese et al., 1971; Emery et 

al., 1986). MCC 알고리즘의 활용으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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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간이 절감되었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표층 해류 산출

이 가능해졌다. 이후 준지형류(quasigeostrophic) 모델 자료와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s (ADCP) 표층 유속 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MCC 알고리즘의 정확도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Tokmakian et al., 1990). 수년간 축적된 자료를 통한 장기간 표층 

해류의 분석에도 MCC 알고리즘이 활용되었다(Bowen et al., 2002; 

Matthews and Emery, 2009). 국내에서는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SeaWiFS) 해색 자료와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해수면온도 자료에 MCC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한반도 주변의 표층 해류를 산출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Kim and Ro, 2000; Kim et al., 2010). MCC 알고리즘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가장 보편적인 표층 해류 산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MCC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제시

되었다. MCC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형상 추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Zeromean Sum of Absolute Distances(ZSAD)와 Zeromean 

Sum of Squared Distances (ZSSD) 알고리즘은 MCC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Marcello et al., 2007).

  그 동안 표층 해류 산출 연구에 극궤도 위성의 열적외 및 가시 채널 

자료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수 시간에서 수일에 다다르는 극궤도 위

성의 시간해상도는 표층 해류 산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제한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AVHRR과 Coastal Zone Color Scanner (CZCS) 영

상 자료에 MC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출한 표층 해류를 분석한 결과

에서 두 영상 사이에 6시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속력의 제

곱평균오차가 0.14 m s-1로 나타났으나, 시간 간격이 늘어나면서 오차

도 점점 증가하여 18시간 이상의 간격에서는 제곱평균오차가 0.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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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까지 증가하였다(Tokmakian, 1990). 불균형하게 발생하는 해수면 

가열 및 냉각이 이러한 정확도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6시간

에서 12시간까지의 시간 간격에서 나타나는 정확도 감소는 국지적으로 

형성되는 적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수면온도 구조의 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Wahl and Simpson, 1990; Tokmakian, 1990).  

  2014년에 Advanced Himawari Imager (AHI) 센서를 탑재한 정지

궤도 기상 위성 Himawari8이 발사되면서 고해상도의 자료를 10분 주

기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1) Himawari8 /AHI 

자료에 MCC 뿐만 아니라 ZSAD, ZSS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표층 해

류를 산출하고, (2) 각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3) 

각 방법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4) 결과에 대한 오차 특성을 파악하

여 MCC 알고리즘의 대안으로서 ZSAD와 ZSSD 알고리즘의 활용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5) 표층 해류의 일변화와 같은 단기간 변

동 특성을 파악하기에 높은 시공간 해상도를 갖는 Himawari8/AHI 

자료가 표층 해류 산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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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2.1. Himawari/AHI 자료

  Himawari8에 탑재된 AHI 센서는 총 16개의 채널을 통해 가시광선 

및 열적외 파장 영역에서 해양 및 대기를 관측한다. AHI 센서는 0.51 

k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4개의 가시채널과 2 k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12개의 적외 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140oE의 위치에서 전구(full 

disk) 영역을 10분 주기로 관측한다. 표층 해류 산출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중심 파장이 10.4 ㎛인 Himawari8/AHI 열적외 채널 자료이

며, 위성 채널 자료는 관측된 수치(count value)로 제공되는데 이를 복

사 검정 과정을 거쳐 휘도 온도로 변환한 후에 미국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구름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청천 영역과 구름 영역을 구분하였다. 열적외 채널 

자료의 경우 구름이 없는 청천 영역의 자료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해역에서 구름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날의 영상을 연

구에 활용하였다. 연구 해역은 쿠로시오 해역의 일부인 3035oN, 

130142oE로 선정하였으며(Figure 1), 2016년 4월 19일 00:0020

일 02:00 (UTC) 시간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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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bathymetry in meters including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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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층 뜰개 자료 및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

  표층 해류 산출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해류를 검증하기 위해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에서 제공하는 인공위

성 추적 표층 뜰개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6년 4월 19일 

03:0021:00 (UTC) 시간대의 자료가 검증에 활용되었으며, 표층 뜰

개의 위치 및 시간 정보로 계산한 해류와 형상 추적 기법으로 산출한 결

과의 일치점 자료를 선별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인공위성 추적 표층 

뜰개 자료로 계산한 해류는 실제 표층 해류와 가장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넓은 영역에서 산출되는 위성 영상 표층 해류에 

대응되는 모든 지점의 자료를 획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AVISO)에서 제공하는 Map of Absolute Dynamic 

Topography(MADT)로부터 지형류를 계산하여 이를 검증에 함께 활용

하였다. 연구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4월 19일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공간 해상도는 0.25o
×0.25o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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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표층 해류 산출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표층 해류를 산출하는 기본 원리는 영

상에 나타나는 형상의 형태학적 특징을 추적하여 해수의 이동을 파악하

는데 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추적의 대상이 되는 형상이 이동

하면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열적외 채널 

자료의 경우 해수 표면에 나타나는 소용돌이 구조, 수온전선 등과 같은 

현상이 추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Marcello et al., 2008).

  표층 해류 산출 기법의 이론적인 방법은 Figure 2에 도식화하여 나타

냈다. 우선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갖는 두 장의 위성 영상 자료 중 첫 번

째 영상()에서 시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형상 

추적의 기준이 되는 형상 영역(pattern tile)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영상(∆) 내에서 형상 영역이 이동할 수 있는 추적 영역

(search window)을 설정한다. 이 때, 추적 영역의 크기는 연구 해역에

서 표층 해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표층 해류 속력과 위성 영상 자료 사

이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류 자료

와 표층 뜰개 자료로 계산한 월 평균 해류장을 바탕으로, 두 영상 자료

의 시간 간격이 3시간일 때의 형상 영역의 크기()를 25×25 화소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형상 영역과 추적 영역이 결정되면 형상 영역과 같

은 크기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 영역을 추적 영역 내에서 1화소씩 이동

시키면서 형상 영역과의 통계적 상관성을 계산한다. (1)(3)을 통해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두 영역 사이의 유사도가 평가되면 그 중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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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Figure 2. A schematic diagram of feature 

trac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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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영역으로 형상 영역이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두 영역 사이의 시간 간격과 거리로 표층 해류 벡터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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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식에서 는 휘도 온도 값을 의미하며, 는 영역 내에서 휘도 온도

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 는 첫 번째 영상()에서 형상 영역 중심의 

경도와 위도이고, ∆, ∆는 두 번째 영상(∆)에서 유사성 평

가에 사용되는 영역의 중심 좌표이다. ZSAD와 ZSSD 알고리즘의 경우 

최소값이 나타나는 위치가 형상 영역의 최종 이동 위치를 의미하고, 

MCC 알고리즘은 최대값이 나타나는 위치가 이에 해당한다. 



- 10 -

3.2. 산출 해류 품질 관리

  형상 추적 기법으로 산출된 해류 벡터 중에는 실제 해수의 흐름과 다

른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대기 경계에서 강하게 부

는 바람이나, 해수면의 국지적인 가열로 인하여 해수면온도 구조가 해류

와 무관하게 변형되는 경우에는 제시된 방법으로 우에도 형상을 추적하

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해수 표면에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해류 벡터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

고 해수의 수직적인 혼합이 강한 해역과 같이 실제로 해수 표면 구조와 

무관하게 해수의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형상 추적 기법으로 해류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출된 해류를 해석하기 이전에 결과

에 포함된 오차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층 해류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품질 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장 보편적으로 활

용되고 있는 상관계수의 한계값을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표층 해류 

계산에 사용된 두 영역 사이의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를 제거해

주었고, 표층 해류가 주변 해류와 속력과 방향성 면에서 어느 정도의 일

관성을 유지한다는 특성을 이용한 최근접 비교 기법(nearestneighbor 

comparison method)도 적용하였다(Bowen et al., 2002; Barton, 

2002). 최근접 비교 기법의 경우 산출된 해류장을 3×3 크기로 영역을 

나누고, 영역의 중심에 위치한 해류의 속력과 방향을 기준으로 주변 해

류의 속력이 0.52배 범위에 포함되며 방향 차이가 50o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에만 중심 해류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두 위성 영상의 시간 순서를 바꾸어서 두 번째 영

상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류가 원래의 해류와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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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상반 기법(reciprocity method)을 

적용하여 두 해류 벡터의 동서 방향 성분과 남북 방향 성분의 차이가 

0.3 m s-1 이상인 경우 오차 벡터로 판단하여 이를 제거하였다(Barton, 

2002). 

3.3. 산출 해류 검증

  각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표층 해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층 뜰개의 위

치 및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해류를 계산하였다. 이 경우 강한 바람 등

의 요인으로 실제 표층 해류와는 다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

증에 활용하기에 앞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오차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거하였다. 3 m s-1 이상의 값은 분석에서 제외시켰고, 평균값에서 2

(표준편차) 범위 밖의 값도 오차로 간주하였다. 오차 제거 이후 표층 뜰

개 자료로부터 산출된 해류와 위성 산출 해류가 2화소 반경, 6시간 간

격 범위 내에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일치점 자료를 구축하였다. 표층 해

류의 공간 규모가 4 km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격차라고 판단된

다. 산출 해류의 정확도는 표층 해류 속력과 방향에 대한 제곱평균오차

(Rootmeansquare, RMS)와 편차(bias)로 나타내었으며, 각 오차는 

(4),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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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은 일치점의 개수이고, 와 는 각각 형상 추적 기법으로 

산출한 표층 해류와 표층 뜰개 자료로 계산된 표층 해류이다. 

   MADT 자료로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6)(7)의 지형류 관계식

을 이용하여 격자화 된 해류장을 계산하였다. 와 는 각각 계산된 표

층 해류 벡터의 동서 방향, 남북 방향 성분을 의미하며, 는 코리올리 

항으로 위도에 따른 함수이다. 과 는 지구 반지름, 중력 가속도를 나

타내는 상수이며, 와 는 위·경도를 나타내고, 는 AVISO에서 제공

받은 MADT 값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지형류 유속 정보를 

Himawari8의 공간해상도에 맞게 내삽한 후에 대응되는 해류 벡터와

의 정성비교를 통하여 검증 과정을 수행하였다.  

   



 



                       (6)

   co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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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임의 회전 배경장에서의 산출

  실제 위성 자료를 활용하기에 앞서 기존의 위성 영상 자료를 임의로 

변형시켜 형성한 배경장을 이용하여 세 가지 알고리즘의 표층 해류 산출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배경장을 이용하는 경우 탐지되지 못한 얇은 

구름이나 안개, 대기 중 높은 수증기 함량 등으로 실제 위성 자료에 나

타나는 잡음의 영향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각 알고리즘의 표층 해류 벡터 

산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경장을 생성하기 위하여 

청천 영역에서의 휘도 온도 자료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영상을 

5o 회전시켜 또 다른 영상을 생성하였다. 두 영상 사이의 시간 간격은 3

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영상의 회전으로 배경장이 갖게 되는 유속정보

는 Figure 3(a)와 같다. 회전 배경장에 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출한 

벡터는 Figure 3(b)(d)에 도시하였고, 세 가지 알고리즘 모두 7% 미

만의 오차율을 보이며 배경장의 회전을 성공적으로 탐지하였다(Figure 

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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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An ideal rotationflow field. Flow fields 

derived by applying (b) Maximum Cross Correlation (MCC), 

(c) Zeromean Sum of Absolute Distances (ZSAD), (d) 

Zeromean Sum of Squared Distances (ZSSD) algorithms 

to the same data of (a). (e) The number of errors (black 

bar) out of total vectors(gray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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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쿠로시오 해역에서의 산출

  2016년 4월 19일 10:40(UTC)와 13:40(UTC)의 Himawari8 

/AHI 자료에 MCC, ZSAD, ZSS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표층 해류를 산

출하였다(Figure 4). 산출된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오차로 판명되는 

해류 벡터를 제거해주기 위하여 상관 계수, 최근접 비교, 상반 기법 각

각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 계산한 해류와 비교하

였으며, 전체 연구 해역 중에서 특징적인 해류가 나타나는 영역을 세분

화시켰다. 영역 1에서는 일본 최남단 연안을 따라 강한 쿠로시오 해류가 

북동쪽으로 흐르고 있고, 영역 2에서는 해류 경계에 맞닿아 형성된 소용

돌이(eddy)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역 3에서는 쿠로시오 해

류의 사행 현상과 함께 해류의 일부가 사행 경로를 벗어나 남쪽을 향하

며 소용돌이로 예상되는 영역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영역에서의 품질 관리 기법 적용 결과는 Figures 57에 도시하였

다. 산출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 구한 해류

장을 (a)에 나타내었으며, (b)는 품질 관리 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형상 

관리 기법으로 산출한 해류의 예시 그림이다. (c)와 (d)는 상관 계수의 

한계값을 0.7과 0.9로 설정하여 산출한 해류이고, (e)와 (f)는 각각 최

근접 비교 기법과 상반 기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류장이다. 또한 여러 

가지 품질 관리 기법을 함께 적용한 결과를 (g)(i)에 도시하였다. (g)

와 (h)는 0.7 이상의 상관 계수를 갖는 표층 해류만을 계산한 후에 각

각 최근접 비교 기법과 상반 기법을 수행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i)는 

세 가지 품질 관리 과정을 모두 수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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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Figure 4. Two consecutive images of Himawari 

8/AHI brightness temperature on April 19, 2016 at 

(a) 10:40 and (b) 13:40 (UTC) of the Kuroshio 

Current region south of Japan. (c) Estimated surface 

current vectors using ZSSD algorithm without 

applying quality contro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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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Quality controlled vectors for are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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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Quality controlled vectors for are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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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Quality controlled vectors for are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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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품질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표층 해류를 분석한 결

과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상관 계수 기법과 최근접 비교 기법이 가

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장 보편적인 품질 

관리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관 계수 기법의 경우 상관 계수의 한계

값을 높일수록 더 많은 오차 벡터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판명되는 해류 벡터가 함께 제거되는 단점이 있었으며, 여전히 

오차 벡터 일부가 잔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접 비교 방식은 주

변 벡터와의 균일성을 기준으로 오차를 판별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불

균질하게 발생한 오차 벡터를 제거하는데 효율적이었으나 오차 벡터가 

군집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오차 벡터 탐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상

반 기법은 속력이 큰 해류 벡터의 오차 탐지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오차로 판별되는 해류 벡터의 경우 크기가 크게 나

타나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Barton, 2002), 

이를 적용해본 결과 실제로 빠른 속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벡터는 

제거되는 반면 일부 오차 벡터는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반 기법의 경우 2번의 해류 산출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에 소

요되는 시간이 2배로 커지는 단점이 있었다. 

  각 품질 관리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품질 관리 과정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가지 

품질 관리 기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 오차 벡터는 효과적으로 탐지하였으

나 참으로 판명되는 벡터까지 과하게 제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Figure 6에 가장 잘 드러났다. 상관 계수 기법을 적용하여 상관 

계수가 0.7 이상인 경우만 산출한 후에 다른 두 품질 관리 기법을 각각 

추가적으로 수행한 결과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최근접 비교 방

식을 적용한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오차 벡터를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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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층 해류 산출에 상관 계수 기법과 최근접 비

교 기법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을 선정하였으며 산출된 해류는 Figure 8

에 도시하였다. 연구 해역에서의 해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 남쪽 

연안을 따른 흐름과 사행 현상이 특징적으로 관측되었다. 쿠로시오 표층 

해류의 경로는 사행이 시작되는 위치와 사행의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

지 경로로 대표할 수 있으나, 이 경로는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보인다

(Kawabe, 1995). 그 중 4월의 사행 경로가 Figure 4(d)(f)의 결과

와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6년 4월의 표층 뜰개의 위치 

정보를 표시한 Figure 7도 산출된 표층 해류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임

을 보여주었다. 또한 Figure 8에서 쿠로시오해류뿐만 아니라 쿠로시오

해류 주변에 발생한 소용돌이(eddy)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쿠로

시오 표층 해류의 남쪽 경계와 맞닿아 있는 32oN, 136oE 부근과, 사행 

경로와 이어진 31oN, 142oE 부근에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있었다. 비

록 구름으로 인한 연구 해역의 제한 등의 원인으로 소용돌이 내부 구조

는 불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시계 혹은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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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current vectors reestimated by apply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threshold and nearest 

neighbor comparison method to (b) MCC, (c) ZSAD, 

and (d) ZSSD algorithms on April 19, 2016 at 

10:40(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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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알고리즘 산출 결과 비교

  각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계산된 표층 해류의 

속력과 방향의 차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도시하였고(Figure 9), 각 부류

에 대한 결과를 제곱평균오차와 편차로 정리하였다(Table 1). 우선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표층 해류 속력의 편차가 거의 0 m s-1에 가

깝게 나왔고, 방향도 평균적으로 1o 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ZSAD와 ZSSD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가 MCC와 ZSAD 알고리즘, 

MCC와 ZSSD 알고리즘을 비교한 것보다 더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유속 측면에서 MCC와 ZSAD, MCC와 ZSSD 사이의 제곱평균오

차는 0.14 m s-1로 나타나는 반면에 ZSAD와 ZSSD는 0.1 m s-1 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유향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MCC와 다른 두 알고리즘 

사이에서는 10o 이상의 제곱평균오차를 보인 반면에, ZSAD와 ZSSD는 

8.4o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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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Histogram of differences in speed (m s-1) and 

direction(o) between estimated surface currents using (a), (b) 

MCC and ZSAD, (c), (d) MCC and ZSAD, and (e), (f) ZSAD 

and ZSSD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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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m s-1) Direction (o)

RMS Bias RMS Bias

MCC vs ZSAD 0.14 2.0×10-3 13 0.76

MCC vs ZSSD 0.14 3.0×10-3 11 0.71

ZSAD vs ZSSD 0.091 1.0×10-3 8.4 –0.017

Table 1. Rootmeansquared (RMS) difference and bia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thods out of Maximum Cross 

Correlation (MCC), Zeromean Sum of Absolute Distances 

(ZSAD), and Zeromean of Sum of Squared Distances (ZSSD) 

in terms of speed (m s-1) and direction (o) of estimated surface 

currents from Himawari8/AHI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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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형상 영역 내 휘도 온도의 표

준편차를 들 수 있다. 세 가지 알고리즘은 공통적으로 형상 추적 과정에

서 형상 영역과 추적 영역의 영역 평균에 대한 이상치(anomaly)를 이

용하므로, 휘도 온도의 수평 구배가 알고리즘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특히 MCC 알고리즘 계산과정에는 형상 영역의 표준편차 값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ZSAD, ZSSD 알고리즘에 비하여 형상 영

역의 표준편차 값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

서 각 알고리즘 계산 결과의 차이를 표층 해류 벡터 추적에 사용된 형상 

영역의 표준편차의 함수로 나타내었으며(Figure 10), 형상 영역의 표준

편차가 작게 나타날수록 알고리즘 사이의 속력 및 방향 차이가 크게 나

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형상 영역의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추적의 

대상이 되는 형상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수행 과정에서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각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하여 오차 벡터의 비율

과 연산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하였다. 전자의 경우 총 64,000여 

개의 표층 해류 벡터 중에서 품질 관리 과정에서 오차로 판단되는 표층 

해류 벡터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고, 후자의 경우 MCC 알고리즘 

수행 과정에서 형상 영역의 최종 이동 위치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시

간을 기준으로 같은 과정에서 ZSAD와 ZSSD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요구되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구하였다. 그 결과 오차 발생 비율은 알고

리즘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산 속도 측면에서는 

ZSAD와 ZSSD 알고리즘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MCC 알고리즘에 비

해 각각 24%, 18% 절감되었다(Table 2). 기존의 MCC 관련 연구에서 

MCC 알고리즘의 한계점으로 알고리즘의 복잡한 계산 과정이 언급된 바

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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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 FFT)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Ninnis et 

al., 1986). 이러한 측면에서 ZSAD와 ZSSD 알고리즘은 MCC 알고리

즘보다 표층 해류 산출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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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standard deviation of brightness temperature 

values in a template window as a function of difference in 

(a) speed (m s-1) and (b) direction (o) between estimated 

surface currents using MCC and ZSAD (dotted line), MCC 

and ZSSD (dashed line)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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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AD ZSSD MCC

The ratio of 

elapsed time
0.76 0.82 1

Error/Total (%) 43.35 43.45 43.72

Table 2. The ratio of the elapsed time of ZSAD and ZSSD 

algorithms to MCC algorithm, and the percentage of errors for 

each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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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표층 해류 산출 정확도

  연구에 활용한 Himawari8/AHI 영상과 같은 날짜에 연구 해역을 

지나는 표층 뜰개 자료의 위치 및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표층 해류를 계

산하였으며(Figure 11), 이를 각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표층 해류와 비

교하여 제곱평균오차와 편차를 구하였다(Table 3). 표층 해류 속력의 

제곱평균오차와 편차 값이 각각 0.150.16 m s-1, -4.7×10-26.0×

10-2 m s-1의 범위로 나타났고, 표층 해류 방향의 제곱평균오차와 편차

는 각각 5.46.7o, 1.21.8o 범위의 값을 보였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

의 기간이 짧고, 표층 뜰개 자료와의 일치점 개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Macello et al.(2008)에서 산출한 표층 해류의 정확도와 비교했을 

때 표층 해류 속력의 정확도는 유사하였으며, 표층 해류 방향에 대한 정

확도는 그보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알고리즘의 정확

도 차이가 0.1 m s-1, 1o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각 알고리즘의 

성능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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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rajectory of a satellitetracked surface drifter in 

the study area in April 2016, where the colors represent the 

estimated current speed (m s-1) from the dri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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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m s-1) Direction (o) Total 

numberRMS Bias RMS Bias

ZSAD 0.16 6.0×10-2 6.7 1.2 77

ZSSD 0.15 4.0×10-2 5.4 1.5 69

MCC 0.15 –4.7×10-2 6.1 1.8 75

Table 3. RMS errors and bias of estimated surface currents to 

observed currents from satellitetracked surface dri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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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ISO에서 제공하는 MADT 자료로 계산한 지형류 유속 벡터장을 

활용하여 표층 해류가 산출되는 전체 영역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표층 해류에는 지형류 성분뿐만 아니라 바람의 효과 등이 반영된 특성이 

모두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본 연구 해역은 쿠로시오해류가 탁월하여 통

상적으로 지형류 성분의 비중이 다른 성분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 계산한 해류가 정성적인 검증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확도 검증에 활용된 지형류 자료를 도시하였으며(Figure 12(a)), 

표층 뜰개 자료로 검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알고리즘에 따른 정확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Figure 12(b)와 (c)에는 ZSSD 분석 결과

만 도시하였다. 지형류 유속 자료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 연안을 

따른 쿠로시오해류의 진행 양상과 소용돌이의 위치 등 앞 절의 표층 해

류 알고리즘 산출 결과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ZSSD 알고리즘 

산출 표층 해류와 지형류 유속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속력과 방향 

성분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해류의 방향이 –60o에서 -100o 사

이의 구간과, 해류 속도의 동서 방향() 및 남북 방향() 성분이 0.7 m

s-1 이상인 구간 등 일부에서는 비교적 큰 오차가 나타났지만, 이는 지

형류 유속 자료가 ZSSD 알고리즘 산출 결과와는 다르게 일 합성 자료

인 점을 고려하면 해석 가능한 범위의 오차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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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 Spatial distribution of altimeter current vectors, 

where the background image shows the magnitude of vectors. 

Comparisons of estimated currents from ZSSD algorithm and 

altimeter currents with respect to (b) direction(o), and (c) zonal 

component (red) and meridional component (blue) of the 

estimated surface current(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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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표층 해류의 오차 특성

  형상 추적 기법으로 산출한 표층 해류와 지형류의 차이가 지니는 분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휘도 온도 수평 구배(gradient) 크기의 공간 분

포를 보이고(Figure 13(a)), 표층 해류 속력 차이를 휘도 온도의 수평 

구배 크기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었다(Figure 13(b)). 앞 절에서와 마찬

가지로 각 알고리즘에 따른 오차 특성 분포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

기 때문에, ZSSD 알고리즘 산출 결과만 도시하였다. 휘도 온도 수평 구

배 크기가 0.1 K km-1 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 표층 해류 속력 차이가 

0.4 m s-1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수평 구배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평 구배 크기가 0.4 K km-1 이상

인 구간에서는 0.3 m s-1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휘도 온도의 수

평 구배가 크다는 것은 위성 영상 자료에 나타나는 공간 분포 특징이 뚜

렷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상 추적 기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형상 추적 기법의 전처리 과정에서 추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Emery et al., 1986; 

Marcello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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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Spatial distribution of the magnitude of 

brightness temperature gradients on April 19, 2016, 

10:40(UTC). Difference in (b) speed (m s-1) and (c) direction 

(o) between estimated surface currents and altimeter currents 

as a function of the magnitude of brightness temperature 

gra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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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 사이의 시간 간격이 6시간 이하인 경우에 시간 간격에 따

른 표층 해류의 정확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6년 4월 19일 09:00 

(UTC)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영상까지의 시간 간격을 1시간 단위로 6

시간까지 증가시켜가며 표층 해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층 뜰개

와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 계산한 해류와 비교하여 Figure 14에 나타

내었다.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알고리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

생하지 않아 ZSSD 알고리즘의 결과만 도시하였다. Figure 14(a)와 

Figure 14(b)는 각각 표층 해류 속력과 방향에 대한 제곱평균오차를 위

성 영상의 시간 간격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3시간에서 6시간까

지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 간격이 줄어들면서 제곱오차

평균이 감소하였다.

3시간 미만의 간격에서는 제곱오차평균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바

뀌었다. 이는 해당 시간 동안 해수의 흐름이 위성 자료의 공간 해상도만

큼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간 간격을 

1시간으로 설정했을 때 표층 해류 속력이 약 0.19 m s-1 이하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위성의 공간 해상도에 해당하는 2 km 이상의 거리를 이

동할 수 없다. 따라서 형상 추적 과정에서 실제 표층 해류에 의한 움직

임 대신 영상 자료에 존재하는 잡음을 추적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날짜의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 계산한 유속 자료 분포를 보면

(Figure 14(c)), 전체 자료 중 약 22.3%가 이와 같은 범위에 존재하

며, 해당 속력 범위의 자료가 모두 오차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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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MS errors of the (a) speed (m s-1) and (b) 

direction (o) of estimated currents to surface drifter currents 

(dashed line) and altimeter currents (dotted line) as a function 

of time interval between sequential satellite images. (c) 

Histogram of current speed from altimeter data on April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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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쿠로시오 표층 해류의 일변화

시간 해상도가 높은 Himawari8/AHI 열적외 센서 자료에 형상 추

적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쿠로시오 표층 해류의 단기 변동성을 보기 

위하여 2016년 4월 19일 09:0020일 08:00(Local time)의 표층 해

류 산출 결과를 분석하였다. 쿠로시오 해류를 정의하기 위하여 연구 해

역 중 일본 연안을 따라 강하게 북동향하는 해류 영역에서 표층 해류의 

속력이 0.1 m s-1 이상인 영역을 선정하였고(Liu and Gan, 2012), 지

역 시간을 기준으로 19일 09:00부터 1시간 간격으로 쿠로시오 해류로 

정의된 영역에서 ZSSD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표층 해류를 평균하여 시

간에 따른 변동성을 살펴보았다(Figure 15(a)). 그 결과 쿠로시오 표층 

해류 속력이 오후 12시에 최대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

여 22시에 최저가 되는 일 변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층 뜰개 부이로 계산한 해류에서도 19일 10시부터 23시까지 표층 

뜰개 자료로 계산한 해류가 Figure 15(a)와 같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표층 해류의 일변화가 일부 드러났다(Figure 15(b)).  

그러나 쿠로시오 표층 해류에 나타나는 일변화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

해서는 장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표층 해류의 변동 특성을 확

인할 필요가 있으며, 일변화를 일으키는 요인과 기작에 대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육지 주변에 존재하는 표층 해류의 일변화에 몬순 등과 같

은 바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된 바가 있으며(Foster, 1993; 

Hyper et al., 2002; Zaytsev et al., 2010), 쿠로시오 해류의 경로가 

일본 연안 가까이를 지나며 조류의 영향의 적은 해역이라는 특성을 고려

하면, 해상풍의 변동성이 표층 해류의 일변화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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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a) Hourly variation of estimated current speed using 

(a) ZSSD and (b) surface drifter in Kuroshio Current south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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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MCC, ZSAD, ZSSD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하여 

Himawari8/AHI 자료에 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출한 표층 해류를 

분석하였다. 실제 위성 자료를 활용하기에 앞서 연속된 위성 영상 사이

의 시간 간격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위

적으로 형성한 회전 배경장에 세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았다. 이후 

실제 위성 영상 자료에 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출한 표층 해류 결과

를 분석하였다.

  임의의 회전 배경장에 세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배경장의 회전을 잘 모의하였고, 산출 벡터의 오차 비율이 낮

게 나왔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라 해수면온도 구조가 변형되지 않는 이

상적인 환경에서는 세 가지 알고리즘의 형상 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성공

적으로 표층 해류를 산출해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연속하는 실제 인

공위성 영상에 각 알고리즘을 적용해 산출한 쿠로시오해류 해역의 표층 

해류는 세 가지 알고리즘의 산출 결과 모두 해류의 사행이나 소용돌이 

등 실제 표층 해류의 양상을 잘 표현하였다. 연산 속도에 있어서는 

ZSAD 알고리즘과 ZSSD 알고리즘이 MCC 알고리즘에 비하여 빠르게 

수행되었으며, 전체 산출 해류 벡터 개수 중 품질 검사에서 오차로 판명

된 벡터 개수의 비율은 세 가지 알고리즘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다. 각 

알고리즘으로부터 산출된 해류 벡터의 검증을 위해 위성 추적 표층 뜰개

로 계산한 해류 및 인공위성 고도계로부터 산출한 지형류장과 비교하였

고, 공간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세 가지 알고리즘의 표층 해류 산출 결과에서 나타나는 오차 특징 또

한 분석하였다. 휘도 온도의 수평 구배가 클수록 산출된 표층 해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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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휘도 온도 수평 구배의 크기가 클수록 형상 추

적의 대상이 되는 형상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표층 해류 산출에 이용된 두 위성 영상 자료 사이의 시간 간격 역

시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밝

혀진 바와 같이 표층 해류 산출에 이용되는 위성 자료의 시간 간격이 짧

을수록 표층 해류의 정확도가 증가하였고, 높은 시공간 해상도를 지니는 

Himawari8/AHI의 열적외 채널 자료가 표층 해류 산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3시간 미만의 시간 간격에서는 반대

로 정확도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연구 해역에서 나타나

는 실제 표층 해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형상 추적 기법을 활용해 표층 

해류 산출을 연구할 때에 연구 해역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imawari-8/AHI의 높은 해상도는 표층 해류의 단기간 변동을 분석

을 가능하게 하였다. 형상 추적 기법으로 산출한 쿠로시오 표층 해류는 

일변화 특성을 보였으며, 표층 뜰개 부이로 계산한 해류로 이를 검증하

였다. 그러나 일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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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Estimating Sea Surface Currents 

Using Himawari8 Geostationary 

Satellite Image Data and Application 

to the Kuroshio Current Region

Hee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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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cean current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ocean variables. 

In particular, surface currents directly affect weather and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ocean environment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atmosphere.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at home 

and abroad to acquire information on sea surface currents 

continuously, and satellite data which can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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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ly in space and time have been applied to methods for 

retrieving sea surface currents. Among them, Maximum 

CrossCorrelation (MCC) algorithm has been most widely used. 

Also, Zero-mean Sum of Absolute Differences (ZSAD) and 

Zero-mean Sum of Squared Differences (ZSSD) algorithms were 

proposed recently. In this study, sea surface currents were 

estimated by applying these three algorithms to Himawari8 

/Advanced Himawari Imager (AHI) thermal infrared channel data,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etween the results 

of these algorithms. The sea surface currents of the Kuroshio 

Current region that were retrieved using each algorithm showed 

similar results. The ratio of errors to the total number of 

estimated surface current vectors had littl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algorithms, and the time required for sea surface current 

calculation was reduced by 24% and 18%, relative to the MCC 

algorithm, for the ZSAD and ZSSD algorithms, respectively. The 

estimated surface currents were validated against those from 

satellitetracked surface drifter and altimeter data, and the 

accuracy evaluation of these algorithms showed results within 

similar ranges. The accuracy was affected by the magnitude of 

brightness temperature gradients and the time interval between 

satellite image data. In addition, the diurnal variations of the 

Kuroshio surface currents along the southern coast of Japan 

were identified. This study showed that ZSAD and ZSSD have 

comparative advantages as an alternative to MCC algorithm, and 



- 49 -

Himawari8/AHI data with high spatial and temporal resolution 

can be useful for estimating surface ocean 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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