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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해 규모 소용돌이의 통계 특성을 악하기 하여 두 가지 소용돌

이 탐색 알고리즘을 1/4°격자 간격의 인공 성에 의한 해면고도 자료에

용하 다.사용된 알고리즘은 최근에 보고된 해류 벡터의 기하학 형태에

기반한 VG (vectorgeometry-based)알고리즘과 기존에 리 사용된 WA

(windingangle)알고리즘이다.VG알고리즘은 소용돌이 탐색에 있어 타 알

고리즘에 비해 탐색 성공률이 높고, 과 탐색률이 낮으며 비교 빠르게 소

용돌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에 이 알고리즘은 애 에 1km 격

자 크기의 고해상도 수치모델 자료를 상으로 개발되어 해상도 자료에는

용이 어렵다고 소개된 바 있다.본 연구에서는 1/4°해면고도 자료를 선형

보간으로 1/32°간격으로 만든 후 지형류를 계산하여 VG알고리즘을 용하

으며,탐색된 소용돌이 그 크기가 1/4°이하인 소용돌이는 선형 보간에

의해 생긴 인 인 것으로 간주하여 고려하지 않았다.두 가지 알고리즘에

의한 소용돌이 탐색 결과는 100개의 해면고도 분포로부터 수동 인 방법으

로 탐색한 소용돌이 개수와 비교함으로써 검증하 다.탐색 성공률과 실패율

면에서 두 알고리즘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 다.Wa알고리즘에 비해

VG알고리즘이 다소 높은 탐색율과 낮은 실패율을 보인 반면에 효율 이며,

WA 알고리즘은 VG알고리즘에 비해 실제의 소용돌이를 더 많이 찾아내는

장 을 보 다.두 알고리즘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총 19년 동안의 해면

고도 자료에 용하여 동해 소용돌이 분포의 시공간 변동성을 분석하 다.

일주일 간격의 해면고도 자료로부터 VG 알고리즘에 의해 탐색된 소용돌이

개수는 10~30개의 범 를 보이며,소용돌이 반경은 22km~42km 범 를 갖

는다.두 알고리즘에서 나타난 공통 인 계 인 소용돌이 특성을 요약하면

소용돌이 개수는 철 (3~5월)에 최 를 보이는 반면에 출 하는 소용돌이의

반경과 강도는 철에 최소치를 보인다.가을철 (9월~11월)에는 소용돌이 개

수가 최소값을 보이는 반면에 반경과 강도는 최 치를 보인다.소용돌이 회

방향에 따른 특성 분석 결과는 난류성 소용돌이가 한류성 소용돌이에 비

해 개수는 은 반면,반경과 강도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소용돌

이의 해역별 출 확률은 136°E서쪽에서 높고,해 지형과 한 련을

보이며,동해 남부에서는 시계방향의 난수성 소용돌이,북부에는 반시계 방

향의 한류성 소용돌이가 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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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i

그림 10. 왼쪽의 그림은 SSH 등고선 지도에 u,v지형류 속도 벡터를

겹쳐서 나타낸 그림. 오른쪽은 동일한 u,v를 이용하여

MATLabstream2.m 함수를 통해 가상의 유 선을 그려낸 그

림.잘 발달한 소용돌이일수록 더 두꺼운 나선형태가 잘 나타난

다.

그림 11. 각각의 알고리즘에 따른 소용돌이 탐색 결과 비교.(Week=

882)

그림 12. 각각의 알고리즘에서 찾아낸 동일한 소용돌이의 경우 넓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소용돌이의 그림.(붉은 상자 안) (Week=

882)

그림 13. 맨 )그림에서 동서 방향을 가로지른 (검은색 얇은 실선)

소용돌이의 심을 지나가는 역의 SSH 1차원 그래 . 간)

VG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아래)W-A알고리즘에 의한 결과.

그림 14. 그림 13과 동일한 역에서 V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로 보간을 취한 자료에서 소용돌이 탐색을 실시한 후,어떤 크

기 제한도 용하지 않고,모든 크기의 발견된 소용돌이를 나타

낸 것

그림 15. 보간 후 크기 제한을 용하 을 때,작게 측정되어 사라지는

소용돌이 (흰 상자 안),반면,보간에 의해 생기는 error로 보이

는 소용돌이 (붉은 상자 안)

그림 16. 사행류 지역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알고리즘에 따른 소용돌이

탐색 결과

그림 17. 그림 16.의 a)의 역을 간격으로 보간한 벡터들을 고해

상도로 모두 표시한 그림, 의 붉은 상자의 역과 이 그림에

서의 붉은 상자의 역은 일치한다.

그림 18. 맨 )VG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크기 제한을 두어 소

용돌이를 탐색한 결과, 간)W-A 알고리즘에서 이 지역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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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기

소용돌이는 세계의 양에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조로서,

운동량,열,그리고 양분,염분 등 여러 물질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양에서

의 순환과,해양 생태계 유지에 요한 역할을 한다 (Mcwilliams,2008;

Cheltonetal.,2007).특히 소용돌이는 에 지나 물질을 선(front)과 같은

것으로 분리된 서로 다른 지역을 가로질러 달하거나, 는 한 지역에서 일

정 기간 지속됨으로써 다른 시간 에 그러한 것들을 달하는 역할을 한다.

소용돌이의 변동성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다양한 scale의 양에서의 여

러 요한 물리 상을 지배하므로,이에 한 시공간 변동성을 악하

여 통계 자료를 도출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Chiswelletal.,2007).

지난 수십년 간,TOPEX/POSEIDON 성 해수면 고도 자료나,뜰개 자료

에 의존하여, 세계 혹은 특정 지역의 바다에서,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소

용돌이 장이 연구되어져 왔다 (Stammeretal.,1997;Chaigneau etal.,

2008;ChenandQiu,2005;Cheltonetal.,2007;Chiswelletal.,2007).고해

상도 수치 모델 결과 한 소용돌이의 통계 인 분석을 해 사용되어져 왔

다 (e.g.Cheltonetal.,2007).

이러한 장기간의 성자료나,수치 모델 결과로부터 양에서 규모 소용

돌이의 활동성을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먼 소용돌이를 제 로 정의

할 수 있어야만 한다.그러나 보다,넓은 지역에서 혹은 좁은 지역에서 고해

상도로 장기간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소용돌이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그 정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에서 자동 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 (Automatic Eddy

detectionalgorithms,AEDAs)이라는 것은 방 한 자료들로부터 보다 효율

으로 소용돌이의 활동성을 악해내기 한 요한 도구이다 (Nencioliet

al.,2010).방 한 자료들로부터 소용돌이를 어떻게 히 정의할 것인지,

한 그러한 정의에 따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소용돌이를 찾아내고,

그것을 추 하면서 측할 것인지에 한 문제가 바로 이 자동 소용돌이 탐

색 알고리즘의 가장 요한 목 이다.

이러한 목 을 고려하여 이미 여러 방법들이 고안된 바 있다.Nencioli

(2010)에 따르면, 존하는 자동 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은 원래 자료의 어

떠한 특징을 바탕으로 소용돌이를 찾아내었는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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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할 수 있다.

i)흐름장으로부터 구한 물리 매개변수에 의한 소용돌이 탐색 (Physical)

ii)흐름장의 기하학 형태에 기 한 탐색 (Geometrical)

iii)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이용한 탐색 (Hybrid)

가장 첫 번째 카테고리인 물리 매개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오래

도록 리 사용되어진 방법인 Okubo-Weiss알고리즘이다 (Isern-Fontanet

etal.,2003;Morrow etal.,2004;Cheltonetal.,2007).이미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이 방법에 의해 세계의 바다에서 소용돌이에 한 탐색이 시도된

바 있다.이 방법은 물리 인 매개변수인 Okubo-Weiss매개변수 'W'를 계

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용돌이를 찾는 방법이다.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수평방향의 변형과,수직방향의 변형을 의

미하는 매개변수로서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마지막 는 와도를 의미한다.이 게 정의된 매개변수는 W는 직 으로,

어떤 지 에서 상하좌우로의 변형에 비해,와도로 표되는 회 성이 얼마나

요하게 나타나는지에 한 척도이다.실제 소용돌이 역 안에서는 W값은

일반 으로 음수가 나온다.그러나 모든 음수값의 W값을 가지는 역이 소

용돌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어느 정도의 기 값을 정해 그것을 라

하 을 때,그 기 이하의 값을 갖는 역이 소용돌이로 정의된다.일반

으로  라고 규정되며,값은 해당 역에서의 W값에 한 표

편차이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값이 일치하는 경우는 아니며,

변화하는 시간 에 따라서, 는 다른 역에 있어서 끊임없이,기 값을 조

해주어야 한다.이러한 기 값을 정하는 일이 알고리즘의 수월성을 떨어뜨

리며,잘못된 기 값은 알고리즘 자체의 효율성마 떨어뜨리게 된다.뿐만

아니라,AVISO에서 제공하는 SSH(SeaSurfaceHeight,해면 고도)데이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인공 성 자료로부터 만들어 내는데,이들의 시공간 인

불일치를 완화시켜,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noise를 포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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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그런데,W라는 매개변수를 계산하기 해,SSH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제곱을 하게 되므로 이는 원래 SSH가 가지고 있는

noise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Cheltonetal.,2011).실제로 이 알고

리즘을 용하여 소용돌이 탐색을 한 결과는 windingangle알고리즘에 비

하여 과 탐색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와서 효율 이지 못함이 밝 진 바 있

다 (Chaigneauetal.,2008).

재 소용돌이 장의 통계분석과 련된 여러 논문들에서 소용돌이를 탐색

하기 해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바로 W-A(Windingangle)알

고리즘이다.(SadarjoenandPost,2000)이 방법은 흐름장의 기하학 인 형태

를 통해 소용돌이를 악해내는 방법으로 2번째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Nenciolietal.,2010).하지만,Chaigneauetal(2008)에 의해서 이 방법을

양에 용시키는 과정에서, 심을 정의할 때,SLA (SeaLevelAnomaly,

해수면 편차)의 최소,혹은 최 지 을 찾고,그것을 심으로 그 주변의 흐

름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에 따라,물리 인 조건을 동시에

용시켰다 하여,Nencioli(2010)는 이를 마지막 카테고리인 Hybrid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계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 이 있지만,그 과정이 비교

간단하고,작은 소용돌이들을 찾아냄에 있어,다른 방법에 비해 효과 이

기 때문에 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최근에 Chelton(2011)에 따르면, 의 두 방법 모두 SLA 장을 바탕으로

각각 Okubo-Weiss매개변수나,유선을 계산해 냄에 있어서,원래 자료에

한 도함수를 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noise가 증폭된다는 이유로 의 두 방

법이 효율 이지 못함을 설명한 바 있다 (Cheltonetal.,2011).따라서 그는

순수하게 SSH장에 기반한 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을 제시한다.소용돌이의

특성상 주변에 비해 해수면 고도가 로 솟아오르거나 움푹 들어간 곳을 의

미한다.따라서 이러한 지 을 심으로 주변의 닫 진 SSH 등고선의 모양

을 악하여 소용돌이를 규정한다.AVISO 데이터의 해상도를 고려해 1cm

간격으로 자른 SSH 등고선의 모양을 악하여 심 주변의 가장 최 SSH

의 경사도를 가진 지 의 등고선을 소용돌이의 경계로 규정한다.이는 순수

하게 등고선의 기하학 인 모양을 악하여 소용돌이를 규정하므로,두 번째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 용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은 Nenciolietal(2010)에 의해 소

개된 A vectorgeometrybased알고리즘(VG)이다.이는 SSH 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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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속도 벡터의 모양을 통해 일련의 조건들을 용하여 소용돌이를 규

정하는 방법이다.속도 벡터 하나하나를 통해 소용돌이를 규정하기 때문에

만약 모델이나,H-F 이더 측 결과와 같이 흐름의 속도장 자체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별도의 계산이 필요없이 그 속도장에 조건들

을 용하여 바로 소용돌이를 찾아낼 수 있다.뿐만 아니라,여러 조건에 의

해,실제 회 하는 흐름 자체를 악하여 소용돌이를 찾아내므로,단순히 높

낮이 정보만을 이용한 결과보다 실제 소용돌이에 가까운 구조를 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이 알고리즘은 순수하게 벡터의 기하학 형

태에 의해 소용돌이를 규정하므로 역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Nenciolietal(2010)은 이 알고리즘이 해상도 자료에 용하기 어려움을

지 했다.이 알고리즘이 원래 고해상도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소용돌이를

찾아내고,연구하기 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Nenciolietal(2010)에 의해 소개된 A vectorgeometrybased

알고리즘을 동해라는 주변해에서 AVISO SSH자료에 용하여 결과

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그 용 가능성에 한 고찰과,검증을 목 으로 한

다.논문의 연구 역은 우리와 가장 하게 치해 있는 동해에 해당한

다.동해의 종 규모 순환은 흔히 규모 소용돌이에 의해 지배 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Tobaetal.,1984).뿐만 아니라, 세계 인 다른

바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용돌이가 풍부한 주변해에 속한다 (Ichiyeand

Takano,1988).이러한 많은 소용돌이들의 활동은 동해의 해류의 경로를 바

꿈으로서 반 인 순환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를 들어 극 선의 사행

에 의해서 생겨난 울릉도 동남쪽의 독-한류성 소용돌이의 존재는 동한난류

의 경로를 더 내륙쪽으로 바꾸었다 (Mitchelletal.,2005).이 게 소용돌이

들은 단지 이 역 뿐만 아니라,동해 반 으로 해양역학 으로 요한 역

할을 한다 (Morimotoetal.,2000).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동해에서의 소용돌이 장의 변동성과 그것의 특성에

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Morimotoetal(2000)은 TOPEX/POSEIDON과

ERS-2 성으로부터 얻어낸 SSH 자료를 이용하여 SSH RMS의 변동성을

악함으로써 소용돌이의 활동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총 7개 지역에

해 분류한 바 있다. 한 동해 남부에서의 소용돌이의 개수와 쓰시마 난류의

수송량과의 상 계 분석을 통해 동해 남부의 소용돌이의 개수는 수송량과

양의 상 계가 있음을 밝혔다.Choetal(2002)에 따르면,EKE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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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동해의 소용돌이의 활동성은 소용돌이 형성의 요한 원인 하

나인 동해 체의 windstresscurl과 한 계가 있음을 언 했다 (EKE

와 동해 체 평균 windstresscurl과의 상 계수 =0.82).

지 까지 동해에서 진행되어 왔던 소용돌이 장에 한 정량 인 연구는

이와 같이 체로 소용돌이를 직 찾아 묘사하는 방법보다는 EKE와 같은

소용돌이의 활동성을 묘사할 수 있는 간 인 방법에 의하거나,SSH의 모

양을 통해 수동 으로 몇 개의 소용돌이를 찾아내어 그것으로 간단하게 통

계분석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Shinetal(2005)는 울릉 분지에서 울릉-난류

성 소용돌이를 추 하 는데,이것은 약 2년의 수명을 가지며,30~50cm/s의

해류 속도와,150~170정도의 평균 직경을 가진다고 측되었다.독-한류성

소용돌이는 Mitchelletal(2005)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이는 극 선의

사행에 의해서 생겨나며,동한난류의 경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었

다 (Mitchelletal.,2005).한 개의 소용돌이에 한 질 인 연구 뿐만 아니

라, 성 SLA 자료를 이용한 소용돌이 장에 한 양 인 연구 한 계속되

어 왔다.Morimotoetal(2000)은 SSH자료의 RMS를 바탕으로 동해에서 7

개의 에 지가 높아 소용돌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구분해 내었다.

이 논문에서 동해 남부의 소용돌이의 개수는 한해 의 수송량과 양의 상

계가 있음을 제시하 다.

최근 Leeetal(2010)에 의해 비로소 울릉 분지에서 처음으로 자동 소용돌

이 탐색 알고리즘을 용한 소용돌이에 한 정량 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때 사용되었던 방법은 Windingangle알고리즘이며,이러한 분석을 통해,

울릉 분지 내에서 소용돌이의 여러 특성(반경,개수,회 방향에 따른 분류)

에 따른 통계정리를 하 다.뿐만 아니라,소용돌이의 분포 경향성을 악하

여,울릉 분지 내에 회 방향에 따라 같은 소용돌이들이 모이는,분지 내에

경도 방향의 띠가 존재함을 밝 냈다.울릉 분지에서의 소용돌이들의 회

방향에 따른 종류와 치에 해서 분석하 으며, 부분의 난류성 소용돌이

들은 한류성 소용돌이에 비해 크기는 크고,개수는 작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를 들어,극 선 부근에서의 난류성 소용돌이의 평균 장축의 길이는 약

85km인데 비해,cold소용돌이의 경우 약 73km 다.그러나,한류성 소용돌

이의 개수는 난류성 소용돌이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뿐만 아니라,지

역 으로 극 선과 연안 지역에서의 소용돌이들은 평균 으로 북서쪽으로

되는데,분지 앙에서 발견되는 울릉 난류성 소용돌이와 독 한류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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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돌이의 경우 남서쪽으로 하는 경향을 보 다.

소용돌이의 활동성이 동해 내에서 해양 역학 으로 요한 의미를 차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 동해 체의 소용돌이장에 한 직 인

분석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소용돌이가 언제,어디에 분포하고,그 특

성은 어떠한지,더구나 그러한 양상이 다른 물리 요인과 어떤 상 계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 진 바가 없다. 다른 흥미로운 주제는 소용돌이장

의 장기간의 변화가 동해에서의 기후 변화와 어떤 계가 있는지에 한 것

이다.이미 SSH 자료가 20년 넘게 쌓여왔기 때문에,AEDAs를 이용하여 소

용돌이장에 한 통계분석을 하기에 매우 한 시기이다.동해는 약 106㎢

이며,이 역에 해당하는 격자화 된 SSH 자료는 1/4°간격의 해상도 자

료이다.이 알고리즘을 해상도 자료에 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이

는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빠른 소용돌이 탐색률을 보인다.

따라서,이 연구에서는 동해에서 소용돌이를 탐색하기 하여 VGB 알고리

즘을 사용할 것이며, 한 해상도에서 그 용방안에 해서 제시할 것이

다.

이 연구에서,우리는 Nenciolietal(2011)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을 해

상도 자료에 용해 나가는 과정에 해 소개할 것이다. 한 그 결과를 다

른 독립 인 방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할 것이며,그로부터 구한 동해에서의

소용돌이 통계 분석 자료를 도출하고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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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 방법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SSH로서 이는 AVISO에서 제공하는 SLA 자료

에 기반한다.AVISO SLA 자료는 TOPEX/POSEIDON,Jason-1,2,Envisat,

그리고 ERS 성에 의해 측된 해수면 고도차에 한 자료를 결합하여,재

생산한 자료이다.이들은 서로 다른 격자 간격과,시간 간격을 가지고 수집

되는 자료들인데,이를 다시 한 합보간법에 의하여,1주일의 시간간격

의,cartesian 좌표계 상에서 ×의 간격을 가지도록 재정렬된다.

(LeTraonetal.,2003;CheltonandSchlax,2003;Pascualetal.,2006)이

게 얻어진 AVISO 간격의 SLA 자료는 동해와 같은 좁은 주변해에서

는 특히나 해안선 근처에서 조석에 의한 효과와 해수면 압력에 의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Morimotoetal.,2000).따라서 Leeetal(2009)에 의해 만들

어진,오차를 보정하고 최종 으로 SLA에 동해에서의 Mean Dynamic

Topography를 더해주어 생산된 SSH 자료를 이 논문에서 소용돌이 탐색 알

고리즘을 용하는 데에 사용하 다.여름 기간 동안에는 따뜻한 물이 동해

체를 덮기 때문에 (Parketal.,2004),SST 자료를 사용해서 소용돌이를

찾는 것은 힘들다.따라서 동해에서의 소용돌이 장을 연구하기 한 여러 연

구들에서는 SLA나 혹은 SSH 자료를 이용하 다.이 연구에서도 우리는 이

러한 SSH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해당되는 동해 역에서의 자료 격자의 개수는 총 ×인데,이로부터

지형류를 계산하게 되면 각각의 값들은 원래 격자의 사이사이에 치하게

된다.결과 으로 지형류 속도의 자료의 크기는 56×59가 되며,이는 SSH 자

료와 동시에 사용하는데 격자의 치가 맞지 않아서,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격자의 엇나감을 방지하기 해,각각의 간격자의 값을 평균 내어

구하고 이로부터 원래 격자에 맞게 속도 벡터 자료를 입하 다.이 게 하

면,SSH와 지형류 속도의 자료들의 치는 부분 맞게 되나,SSH자료의

가장자리 1격자 만큼의 자료들이 남아 두 자료의 체 크기가 다르게 된다.

따라서 SSH의 맨 가장자리 1격자는 잘라내게 되었다.그래서 SSH와 지형류

자료는 모두 총 ×격자로 크기가 어들게 되었고,이에 모든 자료의 크

기를 맞추었으나,잘려나간 가장자리는 좁은 해 이나 육지 부분에 해당하므

로,동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을 측하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사용한 자료의 총 길이는 1993년 1월부터 2011년 6월에 이르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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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년(965주)의 자료이다

SSH 자료로부터 속도장을 계산하기 해서는 오직 지형류 균형만을 가정

하 다.계산에 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g는 력가속도,f는 coriolis매개변수,∂와 ∂,∂ 는 각각 동서 방

향,남북 방향으로의 SSH 차이를 의미한다.실제로 계산에 용할 때에는

모든 자료가 간격으로 격자화 되어 있으므로 ∂,∂ 는 각각 x,y방

향으로 1격자 간격의 거리를 의미한다.여기에서 도방향의 거리 ∂는 모

든 지 에서 동일하다.그러나 경도방향의 거리 ∂는 지구가 구임을 고려할

때 고 도 쪽으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어든다.따라서 이는 지구 반지름을

고려하여, 도에 따른 x방향의 간격을 별도로 계산하여 속도장 계산에 사용

하 다.coriolis매개변수 f 한 sin식에 의하여,에는 각각의 도 값

을 집어넣어 고 도로 갈수록 커질 수 있도록 결정하 다.이 논문에서 고려

하는 것은 25km 이상의 규모 구조들이다.동해에서 해류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약 10cm/s정도이다.그리고,이 연구에서 고려되는 규모 구조들의

크기는 약 10km ~100km 정도이다.따라서,이로부터 계산되는 상 와도(ξ)

의 크기는 약 ∼
정도이다. 한,북 30~40도 부근의 도

지역에서의 행성와도(f)는 약 
정도이다.결과 으로,와도비(ξ/f)는 1

보다 매우 작으며,이는 곧 Rossbynumber를 의미한다.Rossbynumber가

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비지형류 과정에 의한 향은 거의 무시하고,오직

지형류 가정만을 고려한 채 계산을 진행할 수 있다.

EKE(EddyKineticEnergy)와 와도(Vorticity)는 각각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EKE:


′

′
,와도(Vortici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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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

3-1.A vectorgeometry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 :개선 용

소용돌이는 직 으로 회 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속도장으로서 정의된다

(Nenciolietal.,2010).비록 그 회 여부를 악하는 방법은 탐색 알고리즘

마다 조 씩 차이는 있지만, 심 주변에서의 회 이 흐름에 뚜렷하게 나타

난다는 개념은 모든 방법에서 기본 으로 채용하고 있다.Okubo-weiss방법

에서는 그러한 회 을 Okubo-Weiss매개변수 의 음수 값을 통하여 찾아

내며,W-A 알고리즘에서는 유선의 windingangle을 계산하여 찾아낸다.이

러한 방법들은 모두 실제 소용돌이의 물리 ,혹은 기하학 특징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

소용돌이에 한 정성 인 측을 통하여 알아낸,속도장으로부터 소용돌

이를 규정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더 들 수 있다. 를 들어,소용돌이

심 근처에서,흐름은 최소 속도를 나타내며,회 하는 소용돌이의 선 속

도는 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최 속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선형 으로 증

가하며,그 바깥에서는 속도가 어든다.

이러한 기본 인 가정에 기 하여,VG알고리즘에서는 벡터의 기하학 인

모양을 통해 소용돌이를 찾아낸다.소용돌이를 찾아내기 해서 먼 이 방

법에서는 심을 찾아내는데,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i)동서 방향을 가로지르는 구역에서 어떤 한 벡터를 심으로 양쪽으로

속도가 증가하며,v방향의 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 일 것

ii)i)에서 추려낸 벡터들을 상으로,남북 방향을 가로지르는 구역에서 어

떤 한 벡터를 심으로 아래로 속도가 증가하며,u방향의 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 일 것

iii)i),ii)에서 추려낸 벡터들을 상으로,일정 역 안에서 속력의 크기가

최소일 것

iv)소용돌이 심 주변의 벡터들의 회 하는 방향이,일정한 방향으로 되

어 있을 것, 한 서로 이웃한 벡터는 최소한 인 한 사분면,혹은 동일한

사분면의 방향을 가지고 있을 것.

순서 로 i)～iv)의 조건에 따라 모든 속도 벡터를 탐색하고,모든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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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벡터들만이 최종 으로 소용돌이의 심으로 결정된다. 심을 찾

아내는 과정에 있어서,자료의 해상도에 따라 알고리즘이 용되는 범 를

넓히기 해,a,b라는 두 개의 매개변수가 제시된다.먼 ,매개변수 a는 i),

ii)조건을 용할 때에,해당하는 벡터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몇 격자까지 체

크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변수이다. 를 들어,a=4라고 주어진다면, 상이

되는 벡터에서 좌우,상하로 4격자 만큼 떨어져 있는 벡터까지 크기 증가

와,방향이 체크된 다음,조건에 맞는 벡터들 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다.뿐만 아니라,매개변수 a는 조건 iv)를 용하는 데에도 쓰인다.해당하

는 벡터 주변의 벡터들에 한 회 방향을 단 할 때에,일정 격자 크기의

사각형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크기가 상하좌우로 ±격자에 해당한다.

a=4일 경우에는 상 벡터를 심으로 ×격자의 사각형이 형성되는 것이

다.이 때,이 사각형의 가장자리를 따라 치한 벡터들의 회 방향에 한

단이 이루어진다.iv)의 조건을 통해서, 단 지역이나 혹은 사행류와 같이

소용돌이와 쉽게 구별하기 힘든 구조들이 벡터의 방향을 통해 구분된다.매

개변수 b는 조건 iii)에만 용된다. 상 벡터가 일정 역 내에서 최소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에 해 단할 때, 상 벡터를 심으로 상하좌우로 b

만큼의 사각형을 설정하고,그 역 내에서 벡터의 크기를 비교한다. 를

들어 b=3일 경우에 상 벡터를 심으로 ×격자 사각형 내에서 벡터의

크기 비교를 하고,최소인 경우에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각각의 매개변수는 알고리즘이 다양한 해상도의 자료에 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해 다.소용돌이의 심은 각각의 들 주변에서 지속 인 회

을 찾아냄으로써 결정된다.소용돌이의 크기나 는 자료의 해상도에 따라

해당 역에 들어가는 벡터의 개수가 달라진다.만약,간격의 자료에서

직경 미만의 크기를 가지는 소용돌이를 발견하려고 하는데,a,b의 매개변

수를 지나치게 크게 다면, 부분의 벡터들이 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되

고,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통한 소용돌이의 탐색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그러므로,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소용돌이 탐색을 하기 해서는

자료의 해상도에 맞는 매개변수 값을 찾아서 입시켜주는 일이 요하다.

매개변수 a의 경우,지나치게 커질 경우,i),ii)조건에 배되는 경우가 많

아져,작은 소용돌이들의 탐색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다. 한 iv)조건 때문

에 균일한 회 방향의 벡터들을 넓은 지역에서 찾아내기가 어려워져 큰 소

용돌이의 탐색 성공률 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반 로 a가 작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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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용돌이들이 많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매개변수 b의

경우,커질 경우에,최소 크기의 벡터를 규정함에 있어서,많은 벡터들이 제

거되므로,작은 크기의 소용돌이들이 충분히 발견되지 못한다.반면,b가 작

아질 경우에는,속도의 최소값들이 지나치게 많이 발견되어,소용돌이의

심으로 정해지는 벡터들이 늘어남으로써, 체 인 과 탐색률이 증가하게

된다.요약하자면,a,b모두 지나치게 작아질 경우,필요이상의 지 들을 소

용돌이로 발견해낼 수 있으며, 무 커질 경우에는,제 로 형성된 소용돌이

조차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Nencioli의 논문(2010)에서는 1km 격자 간격의

자료에서는 a=4,b=3일 때 가장 효율 인 소용돌이 심의 탐색률을 나타냈

음을 언 한 바 있다.

소용돌이의 심이 발견된 다음에는 소용돌이의 바깥 경계를 계산한다.소

용돌이의 경계를 잡는 것에 한 기 은 심에 비해 상당히 모호한 편이다.

소용돌이가 심 주변으로 회 하는 흐름을 지닌 구조라는 개념 자체는 모

든 알고리즘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정확히 어디까지를 주변 해류와 구

분되는 소용돌이의 경계라고 할 것인지는 뚜렷한 기 이 없다.물리 인 매

개변수를 이용하는 Okubo-weiss알고리즘과 같은 경우에는,의 한계값을

이용하여 소용돌이의 경계를 설정하는데,이러한 값의 경우 양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그 값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W-A알고리즘에서

는 단순히 기하학 형태에 의존하여,유선의 windingangle의 합이 가

넘는 것들 가장 바깥쪽에 치한 폐곡선을 소용돌이의 경계로 정의한다.

(그림 1의 오른쪽)최근에 발표한,Chelton의 논문(2011)에 따르면,SSH 등

고선을 분석하여,소용돌이의 경계를 정하 다.소용돌이를 둘러싼 등고선

에서 단순히 가장 바깥쪽의 폐곡선,그것의 진폭의 e-foldingscale에 해당

하는 등고선,그리고,등고선을 따라 계산한 평균 속도가 최 를 나타내는

등고선 등 소용돌이 경계가 될 만한 여러 경계 기 을 비교하여,그는 세 번

째 기 인 평균 속도가 최 인 등고선이 소용돌이 경계로 가장 합하다고

결론지었다.그 이유는 이 등고선들이 체로 상 와도가 0이 되는 부분과

일치하 기 때문이다.그는 유선이나 혹은 물리 매개변수를 계산하여 사용

하는 것은 SSH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 noise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에서도 언 하 듯이 AVISO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

는 SSH 자료에는 애 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여 만든 것인

만큼,어느 정도의 noise를 포함하고 있기 마련인데,이 noise가 SSH의 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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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증폭될 수 있으며,이 게 구해진 유선들을 신뢰할

수가 없고,나아가 이로부터 구한 소용돌이의 경계 한 믿을 수가 없기 때

문이다.

의 방법들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소용돌이의 범 에 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아직까지 소용돌이의 경계에 한 보편

인 기 이 없기 때문에,소용돌이의 특징에 따른 경계에 한 균일한 기 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각각의 방법들이 동등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Nenciolietal.,2010).

VG 알고리즘에서는 소용돌이의 경계를, 심으로부터 동서남북,4방향으

로 단하 을 때,그것을 가로질러 모든 방향에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등

고선들 가장 바깥쪽에 있는 등고선으로써 정의한다.그림 1의 왼쪽에서

는,이 방법에서의 소용돌이의 경계에 한 정의를 시각 으로 묘사하고 있

다.각각의 방향에서 속도 벡터가 최댓값을 보이는 지 의 등고선들도 있지

만, 선으로 표시된 지 을 보면,가장 안쪽의 등고선을 제외하고,나머지

세 등고선을 보면,등고선을 따라서 모든 지 에서 방사상으로 속도가 증가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의 등고선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안쪽에서,어떤

방향에서의 최 속도가 나타나는 지 의 등고선이 소용돌이의 경계로 설정

된다.다시 말해서 이 지 에 모든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등고선들

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치한다.

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단하기 하여 두 가지 수치가 사

용될 수 있다 (Chaigneauetal.,2008).한 가지는 소용돌이 탐색 성공률을

나타내는 SDR(theSuccessofdetectionRate)이고, 한가지는 잘못된 소

용돌이를 찾아낸 비율로써 EDR(theExccessofdetectionRate)이라 한다.

(Chaigneauetal.,2008)이 수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

  


×

식에서  (trueeddies)는 수동 으로 찾아낸 결과에서 소용돌이의 개

수를 의미한다.(common)는 수동 으로 찾아낸 결과와 알고리즘의 결과가

일치하는 소용돌이들의 개수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onlyalgorithm)은

수동 으로 탐색한 결과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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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타나는 소용돌이들의 개수를 의미한다.Chaigneau에 따르면,자동 소용

돌이 탐색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할만한 성공률은 최

소 80% 이상1)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Nencioli에 따르면,VG 알고리즘의 경우,SDR이 92.9%로서,이 알고리즘

을 고해상도 모델 결과에 용했을 경우,동일하게 비교한 W-A 알고리즘의

결과나 (92.7%),Okubo-weiss알고리즘의 결과 (86.8%)보다 높았다.무엇보

다 EDR의 측면에서 Okubo-Weiss(63.3%),W-A(18.7%)에 비해 월등히 낮

은 2.9%를 나타냄으로써,특히 소용돌이의 이동 궤 을 추 하는데 있어서,

더 높은 정확성을 기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 다.이 게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SDR과 낮은 EDR은 이 연구에서 동해에 VGB알고리즘을 용

시키게 된 이유이다.

VG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의 경우,자동 탐색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단

하는 SDR과 EDR두 매개변수의 측면에서,다른 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

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소개되었다 (Nenciolietal.,2010).그러나,이 알고리

즘은 애 에,고해상도 모델 자료를 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

상도의 자료에는 제 로 용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Nencioli의 논문에

서도,이 알고리즘은 자료의 해상도에 크게 의존한다고 언 되어 있다.뿐만

아니라,같은 자료 내에서도 작은 소용돌이로 갈수록 탐색률이 떨어진다.이

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벡터 하나하나의 모양에 의존하여 소용돌이

를 규정하는 알고리즘인 만큼 하나의 소용돌이를 이루는 벡터의 개수가 많

을수록 성공률이 높아지고,반 로 소용돌이를 규정하기 한 벡터의 개수가

으면,탐색률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해상도가 낮은 자료의 경우에 애

에 그 지역에서 주로 발견될 수 있는 크기의 소용돌이들을 규정하기 한

벡터들의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 으로 이 알고리즘은 벡터의 개수에 민감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동해와 같은 좁은 주변해에서,동해 지역에 한 연속 인 소용돌이 장

에 한 시공간 측을 하기 해서는, 재로선 성 SSH자료에 의존하

1)Chaigneau의 논문에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말함에 있어서 약 80%라는 기 은 다음과 같이 정해

진다.먼 5명의 해양학 문가에게 각각 SLA지도과 속도 벡터 지도를 10개를 보내 소용돌이를

찾도록 한다.결과를 합하여,각각의 소용돌이들에 해 몇 명의 문가들이 소용돌이라고 인정하

고 발견하 는지를 나 어 통계를 낸다.5명의 반 이상인,최소 3명 이상의 문가들이 소용돌이

라고 인정한 구조들의 비율이 약 80%정도이다.여기에서 나머지 20%는 문가들 사이에서도 1～2

명만 소용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SLA나 벡터의 구조가 뚜렷하지 않아,애매모호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동일하게 자동 탐색 알고리즘에서도 20%정도의 소용돌이는 모호하여 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최소 성공률이 80%는 넘어야 효율 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14

는 수밖에 없다.부분 으로는 H-F 이더와 같은 고해상도 자료를 이용하

여 커버할 수 있지만,동해 지역을 아우르는 고해상도 자료를 얻기란 재

로선 어렵다.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AVISO에서 제공하는

인공 성으로부터 나온 격자 간격의 SSH 자료이다.그러나 이러한

해상도 자료가 알고리즘을 용할 경우 알려진 단 로,탐색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림 2의 왼쪽)물론 동해에서도 고해상도 모델 자료를

이용하여 용한다면 그림 2의 오른쪽과 같이 기 할 만한 소용돌이 탐색이

이루어진다.

에서 언 한 로 이 알고리즘은 벡터의 개수에 민감하므로,벡터의 개

수만 늘려 다면,이를 용하여 어느 정도 소용돌이 탐색이 가능하다고 생

각할 수 있다.따라서 자료에 나타나는 정보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벡터의 개수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속도 벡터의 2차원 선형보간법 (Bilinear

interpolation)을 용하 다.

벡터의 개수를 인 으로 늘려주기 한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보간법에

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가장 기본 으로 순수하게 벡터의 개수만 늘려주

기 한 방법으로 Nearest-neighbor보간이 있다.이 방법은 같은 격자 내에

있는 벡터들은 모두 같은 값을 가지도록,채워주는 방법이며,별다른 자료의

왜곡이 없이 순수하게 벡터의 개수만 늘려지게 된다.새로이 나타나는 구조

가 없이 가장 자료의 왜곡이 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이 방법으

로 보간을 했을 경우,알고리즘에서 심에 한 조건과,경계에 한 조건

모두 방사상으로 일정하게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 지 을 찾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소용돌이 탐색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MATLab으로 이

를 처리할 경우 오류가 나게 된다.Nearest-neighbor보간을 사용하 을 경

우,데이터의 구조는 불연속 으로 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보간 기법은 2차원 선형보간(Bilinearinterpolation)방

법이다.이는 1차원 선형 보간 방법의 2차원으로의 확장된 기법이다.격자의

사이사이가 선형 으로 증가,혹은 감소하는 정보들로 채워져 있다고 보고,

보간을 실시한다.사이값들이 각 격자 양쪽값들의 평균으로 채워져 있기 때

문에 새로 만들어진 정보에도 불구하고,그 왜곡이 spline보간법과 같은 2차

이상 다항 보간법에 비해 덜하다.보간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값들을 재 하

기 한 것이 아니라,알고리즘에 사용될 벡터의 개수를 늘려주기 함이다.

따라서,불필요한 왜곡을 방지하기 해 간단한 2차원 선형보간법이 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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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알고리즘을 용함에 있어서도,이 기법은 오류를 불러일으키

지 않았기에,이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의 해상도를 인 으로 높여보기로

했다.

보간은 SSH 자료로부터 이미 계산된 지형류 속도장에 직 실시했다.애

에 SSH 자료에 보간을 가한 후,이로부터 속도 장을 계산할 경우,보간에

의한 가상의 정보가 속도 도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왜곡의 정도가 커

질 수 있다.우리가 필요한 것은 속도 벡터의 간값들이므로 최종 으로 계

산된 속도 벡터장에 보간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왜곡을 최소화 했다.이 게

재생산된 보간된 자료의 타당성에 해서는 4-1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3의 a)～d)는 원래의 해상도인 에서부터 두 배씩 해상도를 증가

시켜 까지 보간을 실시한 자료에 이 알고리즘을 용시켜 본 결과이

다.처음에 상했던 로,해상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알고리즘에 의해 찾

아지는 소용돌이의 개수는 꾸 히 늘어났다.이 이상의 해상도로 더 보간을

해본 결과,소용돌이의 개수는 계속 늘어났다.( :26개,:28개,

그림은 따로 표시되지 않음)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더욱 고해상도로

보간을 계속 해나갈수록 그 해상도에서 보여질 수 있는 거의 최소 크기의

구조들이 계속 발견되어 나갈 것임을 상할 수 있다.그리고,그 게 보간

법에 의해 생겨난 구조들은 원래 해상도인 1/4°보다 작으므로,실제 존재하

는 정보인지 가늠할 수가 없으며,정확하게 설명하면,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정보라고 간주할 수 있다.따라서

찾아진 소용돌이들 일정 크기 이하를 지닌 소용돌이들을 보간 과정에서

생긴 오류 값이라고 가정하고,크기 기 을 정해 제거하기로 했다.

보간을 고해상도로 계속 해나감에 따라 생겨나는 작은 구조들은 error임이

확실할뿐더러,우리가 애 에 가지고 있는 격자의 자료 상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의 크기는 그 하한선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error

로 간주되는 값들을 제거하기 한 크기 기 으로서 격자 상에서 찾아

낼 수 있는 최소 크기의 소용돌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그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소용돌이는 애 에 원래 해상도의 자료에서 발견될 수 없는 가짜 결

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VG 알고리즘의 기본 인 개념을 용하 을 경우, 최소 9개의 격자가 1

개의 소용돌이를 정의하기 해서 필요하다.바로 심을 정의하기 한 1개

의 격자와 그 최소 경계가 되는 주변의 8개의 격자들이다.여기에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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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고려했을 때,알고리즘 상에서 a의 최솟값이 2로 주어진 것을 보면,1개

의 소용돌이를 구성하기 해서 최소 ×격자의 벡터,즉 총 25개의 벡터가

필요하다.이는 심으로부터 바깥으로 갈수록 선형 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부분을 찾는, 심에 한 조건 때문이다.따라서 보간을 가하지 않고,이론

상 격자 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소용돌이의 최소 크기는,각 자료가 격

자의 심에 치해 있다고 생각했을 때,이들의 심 거리를 이은 ×

크기이다(그림 4).그러나 실제로,격자의 동해에서 SSH 자료로부터 속

도 벡터를 구해 그려본 그림을 보면,실제로,그 게 많지 않은 벡터의 개수

로도 충분히 으로 소용돌이라 규정할 만한 구조들이 보인다.그림 6과 같

은 경우,심지어 별도로 심으로 정할만한 벡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변의 경계의 흐름만 보고서도 소용돌이라 규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도,

이 알고리즘 상에서는 소용돌이의 심을 먼 구하고 그로부터 경계를 찾

아 나아가는 원리 때문에, 해상도 자료에서는 소용돌이를 발견해내지 못한

다.알고리즘 상에서 소용돌이를 규정하기 한 벡터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

기 때문이다.결과 으로 이러한 상은 수동 으로 찾아낸 결과와 비교했을

때,성공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보간 과정에서의 error를 제거하기 해서,수동 으로 소용돌이를 찾아낼

경우에 어떤 구조를 소용돌이라 간주하는지를 생각해 으로써,그 기 을

결정할 수 있다.우선 심 주변으로 회 하는 흐름을 간주했을 때,격자상

에서 그 모양을 구 해 본다면,최소 4개의 벡터만으로도 그 묘사가 가능하

다.(그림 5)보간을 할 경우에는,원래 해상도의 격자상에서는 별도로 심

을 정의하기 한 격자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뿐만 아니라, 심 주변으로

필요한 벡터의 개수에 한 조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보다 더 고해상도

로 보간을 하게 되면,그림에서 보여지는 4개의 벡터 사이에 알고리즘상에서

소용돌이의 심과 그 주변을 정의하기 해 필요한 벡터들을 충분히 만들

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이 게 추측해 낸 심의 좌표는 비록 완벽히 정확

하지는 않지만은,양쪽에 서로 반 방향의 큰 흐름이 있을 때 그 사이에는

그 흐름이 상쇄되어 속도의 크기가 0이 되는 지 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이 게 가정한 4격자의 벡터만으로 규정될 수 있는 소용돌이는 마

찬가지로 심에 자료의 정보가 치한다고 했을 때,×크기를 가

진다고 할 수 있다.이는 격자 자료에서 정확히 1격자에 해당하며,어떤

자료에서든지 직 으로 그 자료의 1격자보다 작은 크기의 정보는 찾아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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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을 생각해 볼 때,이 기 은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정한 기 을 각각의 해상도로 보간을 실시한 결과에 용하여 보

았다.우선 각각의 소용돌이의 크기를 계산하기 해,경계정보를 타원에 맞

춘 다음,각각의 장축과 단축 정보를 계산하여,그 에서 단축의 정보들을

소용돌이의 크기로 사용했다.단축을 이용한 이유는,소용돌이의 단축 부분

이 탐색할 수 있는 최소 한계보다 작아졌을 경우 그 구조는 장축 쪽으로 아

무리 길어진다 한들 발견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7의 결과는 앞에서 각각의 해상도로 보간하여 알고리즘을 용시킨

결과에 에서 정한 크기 기 을 정하여,그 미만의 소용돌이들을 제거

한 것이다.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어느 정도의 해상도 이상에서부터는 크

기 기 을 두어 남긴,일정 크기 이상의 소용돌이들의 경우에는 개수가 일정

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해상도부터 소용돌이의 개수가 19

개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이러한 상은 해상도를 올려 으로써,일

정 크기 이상의 소용돌이들을 정의하기 한 벡터들의 개수가 충분하게 증

가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보간을 했을 때부터,찾아내고자 하는 크기의 소용돌이의 개수

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면,더 이상 보간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그것은

그만큼 계산하기 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불필요한 계

산을 방지하기 해서는 보간을 한 한 해상도를 찾아내야만 하는데,

의 결과에 따르면,정도에서부터 소용돌이의 개수가 변화하지 않았

으므로,이 부근이 해 보인다.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바로 알고리즘에서 주어진 매개변수에 한 정보이다.

애 에 매개변수에 한 조건은 알고리즘 자체에서 자료 set의 해상도에

따른 유연성을 주기 한 요소로서 제공되는 것이었다.그러나,이 논문의

경우와 같이 보간을 가해 자료의 해상도를 인 으로 바꿀 수 있다면,이

조건이 필요가 없게 된다.해상도에 맞는 매개변수 a,b값을 찾아내기 해

별도의 과정을 취하는 것보다,이미 논문에 소개된 자료에 최 화된 a,b값

에 맞는 해상도를 찾아 보간을 해 주면 되는 것이다.이 경우에도 앞에서와

같이 무한정 보간을 해도 되지만,이는 불필요한 시간낭비 이므로, 한

해상도를 찾기 한 과정이 필요하다.표 1.은,각각의 해상도 별로 매개변수

a,b를 변화시켜 주었을 경우에,크기 기 을 용하기 과 후의 탐색된 소

용돌이의 개수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a=1 는 b=1인 경우는 앞에서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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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이,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소용돌이들 까지 불필요하게 탐색해 낼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의 수치는 제외하고,a,b모두 2이상의 값을

가질 때를 살펴보았다.(표에서 짙게 칠해진 역)해상도의 경우 매개

변수값의 변화에 따라 소용돌이의 개수가 변화고 있음을 볼 수 있다.반면,

이상의 보간 결과에서는 매개변수 값을 변화시켜 주어도,소용돌이의

개수가 일정하다.이는 다시 말해서,이정도의 해상도로 보간을 해주었을 경

우에,그 자료에서 발견되는 크기의 소용돌이들을 규정하는 데에 벡터들의

개수가 이미 충분하므로,별도의 매개변수 값을 복잡하게 설정해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여기에서도 기 이 되는 이상의 해상도로 불필요한

계산을 해 필요가 없다.

결론 으로,이 논문에서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 보간

해상도를 로 설정하고,매개변수 a,b의 값은 원래 방법이 소개된 논문

에서 주어진,각각 4,3의 값으로,그리고 측할 수 있는 최소 소용돌이의

크기는 격자(≈)로 정하여 VG알고리즘을 동해의 간격 자

료에 용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해상도의 일반 인 자료의 경우에도 반드시 최 의

보간 해상도가 라는 의미는 아니다.이는 약 8배 정도의 보간을 가했

을 경우에,원래 자료의 최소 격자와 일치하는 정도 크기의 소용돌이까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G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은 Nencioli의 개인 홈페이지(http://www.com.

univ-mrs.fr/~nencioli/research.php?type=eddy_detect)에 MATLabcode의 형

태로 source가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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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Winding-Angle알고리즘 :결과 비교를 한 다른 알고리즘

새로이 알고리즘을 용시킨 결과를 통해 양에서의 소용돌이의 변동성

에 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해서는 이 결과에 한 검증 한 필요하다.

검증을 한 첫 번째 방법으로서 재 소용돌이 탐색에 리 사용되고 있는

다른 방법과의 비교를 제시한다.바로 흐름장의 기하학 인 형태를 통해 소

용돌이를 악하는 W-A 알고리즘이다.이 방법에 의해서는 이미,동해에서

Leeetal(2010)에 의해 소용돌이장을 분석한 결과(단,울릉분지에 한정되어

있다.)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비교 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 재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해서 W-A알고리즘을 통해서

도 동일하게 체 자료에 해서 소용돌이 탐색을 실시했다.W-A 알고리즘

은 Robinson(1991)의 다음과 같은 소용돌이에 한 정의에 의거하여 기하학

인 형태를 추출해내는 기 을 잡는다 (Sadarjoen and Post,2000;

Chaigneauetal.,2008).

“소용돌이는 략 으로 원형 혹은 나선형의 패턴을 나타내는,순간 인

유선들이 그 심 방향에 수직을 이루는 면을 따라 그려질 때 존재한다...”

이러한 소용돌이에 한 정의에 따라,각각의 격자상에 있는 속도 벡터 정

보를 바탕으로 유선 함수를 구하고,이로부터 유선들을 구성한다.그다음은

각각의 유선들의 조각들로부터 각각의 벡터들 사이의 외각을 계산해 그들의

합을 구한다.(그림 8)한 유선에서 이러한 된 합이 가 넘을 경우에

이는 제 로 발달한 소용돌이라고 보는 것이다.완벽히 닫 져 정확히 1바퀴

를 도는 유선의 경우에는 windingangle의 합이 정확히 ±가 될 것이며,

나선형의 패턴을 보일 경우에는  ≧ 가 될 것이다.제 로 발달한 소용돌

이의 경우에 최소한 한바퀴 이상의 회 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여

기에서 windingangle의 합 의 부호는 회 방향을 의미하며,양의 부호는

cyclonic(반시계 방향),음의 부호는 anti-cyclonic(시계 방향)회 을 의미한

다.

각각의 유선들에 해 windingangle을 구하고,±혹은 ±가 넘는 유

선들을 모아서 각각의 치정보를 악하여 서로 비슷한 치를 가지는 선

들끼리 따로 모은다.그러나 속도 벡터 지도 체에 나타난 모든 유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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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각 windingangle을 구하고 그것들끼리의 치정보를 통해 모으

는 무리를 짓는 작업은 계산에 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따라서

Chaigneauetal(2008)의 경우에는 자료 상의 모든 유선들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우선 SLA 지도 상에서 최소,혹은 최 가 되는 격자들을 소용돌이

의 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하고,그 주변에 치한 유선들만을 분

석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다.각각의 격자에 해 최소,최 SLA

인 을 찾을 때에는,×,즉 × 격자상에서 단하 다.

소용돌이의 심 주변으로,서로 가까이에 치한 windingangle의 크기가

인 유선들을 모아서 한 소용돌이를 규정하는 선들이라 간주하고,그것들

에서 가장 바깥에 놓인 유선을 선정하여 그것을 소용돌이의 경계로 정의

한다.

MATLab 로그램 상에서 와 같은 과정을 구 하기 해서,이 논문에

서는 contourc.m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 다.여기에서 이용하는 SSH 자료

로부터 구한 속도 벡터는 완벽히 지형류 가정만을 고려한 지형류이다.

따라서 이 게 구한 지형류의 속도 벡터는 SSH의 경사방향에 하여 수

직을 이루고 있으며,이로부터 구한 유선들은 SSH의 등고선과 완 히 일치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별도의 유선함수를 구해서 다시 유선을

구하기보단,애 에 속도 벡터로부터 구한 유선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SSH

의 등고선을 이용하여 이로부터 windingangle을 용하 다.contourc.m이

라는 함수는 바로 등고선에서 각각의 등고선마다 격자 정보를 뽑아내 주는

함수이다.

SSH등고선으로부터 바로 유선을 구해내는 방법은 Chaigneauetal(2009)

에 의해 개선된 W-A 알고리즘이라고 소개된 바 있으며,이는 2012년의

Chelton의 논문에서 소개된 SSH based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과도 거의

비슷하다.소용돌이의 치와 모양을 SSH 장으로부터 으로 악할 때,보

통 등고선들의 분포를 보고서,상 으로 솟아있거나,내려가 있는 부분을

소용돌이라고 단할 수 있다.등고선들로부터의 W-A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는 체 인 과정이 단순할뿐더러,이러한 직 인 측과 거의 일치하

게 소용돌이를 악해낸다.

여기에서 MALab상의 contour함수를 이용할 경우 등고선 간격을 얼마나

설정해 주어야 하는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등고선라인

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소용돌이의 범 나,개수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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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 자료의 분해능을 고려하여 약 1cm 간격의 등고선을 기 으로 소

용돌이의 형태를 악하 는데,(Cheltonetal.,2011)좀 더 정확한 단을

하여,우선 0.5cm의 등고선을 그린 후 이를 2개 씩 묶어 단하 다.이

게 찾아낸 유선들에 해 section3-1에서처럼 크기에 한 기 을 두어 일

정 크기 미만의 등고선은 제거하 다.등고선라인 한 빈 격자상의 부분에

해서는 선형 보간된 값을 채워 넣어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2차원 인 분

포에서는 1격자의 크기보다 작은 구조가 생겨날 수 있고,이는 원래 해상도

의 격자에서는 분간해내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의 과정을 통해 조건에 맞는 등고선들을 계산해 내고, 한 소용돌이의

심 주변에 치한 선들을 따로 모아서 가장 바깥쪽 유선을 소용돌이의 경

계라고 가정하고 최종 으로 그려낸 결과가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이 게 찾아낸 결과를 이용하여,Chaigneauetal(2008)에 의해 소개된 방

법과 같이, 다시 수동 으로 찾아낸 결과에 하여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단하기 한 매개 변수들을 계산할 수 있다. 한 이를 통해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다.다시 말해,동일한 자료에 하여 W-A 알고리즘과 VG알

고리즘에 의해 각각 소용돌이 탐색을 실시 한 후 이 결과를 수동 으로 찾

아낸 결과를 기 으로 효율성을 단하기 한 매개변수를 구해낸다.그런

다음,각각의 알고리즘의 수치를 서로 비교하여 효율성을 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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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탐색 알고리즘의 결과에 한 타당성 검증

VG알고리즘에 한 결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기 이 되는 실제 소용돌

이 장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이 연구에서는 수동 으로 탐색한 결과를 실

제 소용돌이 장으로 간주하고,VG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단하 다.추가로,그 세부 인 탐색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다

른 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W-A 알고리즘이 이용되었다.수동 인 탐색

결과에 비추어,각각의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단하 다.알고리즘의 효율성

을 단하기 한 수치들로써,기존에 Chaigneau etal(2009)가 제시한,

SDR과 이 논문에서 새로이 제시하는 DSR,DER이라는 매개변수들이 사용

되었다.탐색 알고리즘에 의한 좀 더 신빙성있는 통계 분석을 하기 해서

는,이러한 검증과정이 매우 요하다.

4-1.수동 인 탐색 결과와의 비교

새로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단함에 있어서,그 비교 상으로 수동 으

로 찾아낸 결과를 이용하는 이유는,여러 조건을 비교하여 하나하나 찾아낸

결과가,자동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도출해 낸 결과에 비해 비교 정확하

다고 단되기 때문이다.자신만의 특정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하 을 경우에,모든 환경에서 모든 종류의 소용돌이를 다 찾아내기란

힘들다.

그러나 수동 으로 소용돌이를 찾는 과정에서도,최 한 주 인 경향성

이 덜 개입된,객 인 기 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다시 말해,속도장을

묘사하는 여러 그림을 동원하여 확실한 소용돌이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SH 등고선,u,v 속도장 그리고

MATLab의 stream2.m 함수를 이용한 가상의 유 선 장 등 총 세가지 그림

을 한 번에 놓고,비교하여,소용돌이를 찾아냈다.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하여,흐름장을 묘사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동원하 으며,결과에 비추

어 주 인 단이 들어갈 수가 있어 W-A 알고리즘이나 VG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와의 개별 인 비교는 모든 수동 인 탐색이 끝난 마지막에 종합

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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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SSH 등고선 지도상에 u,v속도장을 겹쳐서 나타낸 그림에 실

제로 소용돌이에 한 탐색을 한 결과로,등고선의 모양과 속도 벡터의 모양

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 다.그림의 붉은 색 은 속도 벡터의 크기가 주

변 ×격자 내에서 최소인 지 들이며,Chaigneau의 논문(2008)에서 많은

유선들을 모두 탐색하는 시간이 무 많이 걸리므로 SLA의 최소,최 을

심으로 근처의 유선들을 탐색한 것을 응용하 다.속도 벡터의 크기가 최

소인 에서 동서남북,네 방향의 벡터를 통해 Okubo-Weiss매개변수가 음

수이면서,작은 들을 다시 추려내어 표시하 다.이러한 과정은,벡터의 크

기가 작아 그 모양을 으로 정확하게 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뿐더러,

Chaigneau의 경우와 같이 모든 벡터들의 주변을 으로 단하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므로,소용돌이 탐색에 있어서 보다 수월성을 한 것이

다.SSH등고선과 속도 벡터만으로는 단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바로 ,

후 시간 자료에서의 동일한 치에서의 모양을 악하여 소용돌이 여부를

단하 다.격자 자료에서 발견될 만한 크기의 규모 소용돌이들은

최소 3주 이상의 수명을 가지므로,1주일 간격에서 후 시간 자료의 모양을

단하는 것은,그 정도 시간 간격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지난 자료에 한

규모 구조의 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가 하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에 따른 결과는 자유도를 높이기 하여 최 한 많은 자료로

부터 수집하 다.논문에서 사용한 자료의 총 시간의 수는 965개인데,이 자

료를 모두 뽑아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무 많이 걸리므로,총 100개의 자

료에 해서만 각각의 방법으로 검증을 실시하 다.자료는 9번째 주의 자료

에서부터 9주 간격으로 900주까지의 자료를 검증을 한 표본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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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알고리즘의 효율성에 한 추정

4-1에서 언 하 듯이,수동 인 탐색 결과를 실제라고 가정하고,각 알고

리즘의 효율성을 단하기 한 매개변수를 추정해낼 수 있다.Chaigneauet

al(2008)은 그러한 매개변수로서 SDR과 EDR을 제시했다.두 매개변수의

분모는 모두 수동 으로 탐색되어진 소용돌이들의 개수이다.이 에서 SDR

은 상당히 유용하다.왜냐하면,이는 체 실제 소용돌이들 에서 알고리즘

에 의해 탐색되어진 실제 소용돌이들의 개수에 한 비율을 보여주기 때문

이다.그러나 EDR은 원래 소개된 바와 같이 알고리즘의 과 탐색률을 설명

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 이지 못하다.Chaigneau의 연구에 따르면, 부분의

과 탐색된 소용돌이들은 한 개의 소용돌이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분리되

어 탐색됨으로써 발생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과 탐색된 소용돌이

들은 실제 소용돌이들과는 무 하게 발생했다.따라서 실제 소용돌이에 한

비율로써 EDR을 계산하는 것은 치 않다고 본다.게다가 EDR이라는 매

개변수는 알고리즘의 실패율 자체를 설명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다.알고리

즘의 실패율에는 과 탐색율 외에도 탐색하지 못한 부분에 한 설명이 있

어야 하나,EDR은 그 지 못하다.따라서 이 논문에서 우리는 소용돌이 탐

색 알고리즘의 보다 정확한 성공률과 실패율을 단하기 하여 새로운 매

개변수를 제시한다.

먼 , 알고리즘의 성공률을 정의하는 매개변수로서 DSR (Detection

SuccessRate)를 정의할 수 있다.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여기에서 는 알고리즘에 의해 탐색된 실제 소용돌이들의 개수를 의미하

며,는 오직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탐색된 소용돌이들의 개수,그리고,그

둘의 합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탐색된 총 소용돌이의 개수를 의미한다.따라

서,DSR은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용돌이를 탐색하 을 때,그 결과에

서 기 되는 성공치에 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의 총 실패율로써 DER(DetectionErrorRate)를 정의

할 수 있다.기존의 EDR은 오직 탐색의 과율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반

면에,이는 알고리즘이 제 로 찾아내지 못한 소용돌이들의 개수는 제 로

악하지 못하 다.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DER은 다음과 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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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될 수 있다.

   

 
×

 는 전체 정  돌  개수(알고리  +수동적  탐색)에 한 실

한  비  미한다. 탐색 는 탐색하지 못한 돌  ( )  

과 탐색  돌  ()  개수  함  표  수 다. 

  연 에 는, VG 알고리 과 W-A알고리  결과   비 하  

해 DSR과 DER, SDR등  계산하 다. 앞에 도 언 하 듯  수동적  탐

색결과  9주  900주 지 9주 간격   100개  표본만  하

므 , W-A과 VG 알고리 에 한 결과 역시 같  간에  100개  표

본  하여,  매개변수들  계산하 고, 러한 결과들  비 하 다.

 그림 11은 3가지 방법에 의해 소용돌이 탐색을 한 결과이며,총 100개의 자

료에서 이러한 결과를 통계낸 것이 표 2에 나타나 있다.VG알고리즘의 경

우, 체 1762개의 탐색 결과 1468개의 실제와 일치하는 소용돌이를 찾아

내어 DSR은 83.31%정도로 나타났다.반면,W-A 알고리즘의 DSR은 약

75.53%로써,VG알고리즘에 비해 약 8%정도 낮게 나타났으며,이는 VG알

고리즘이 W-A알고리즘에 비해 성공률 면에서 좀 더 믿을만 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총 실패율 면에 있어서는,VG 알고리즘의 DER은 25.97%이며,

W-A 알고리즘의 경우 그보다 조 높은 약 27.03%를 보 다.이러한 결과

는 W-A알고리즘이 VG알고리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과 탐색률을 보이

기 때문이며,반면,VG알고리즘의 경우 과 탐색률은 낮으나 W-A알고리

즘에 비해 탐색하지 못하고 놓치는 소용돌이의 개수가 많다.이러한 결과를

모두 종합하 을 때,W-A 알고리즘이 VG알고리즘에 비해서 조 높은 실

패율을 보인다고 단되는 것이다. 의 두 매개변수로 단하 을 때,DSR

과 DER의 에서 모두 VG알고리즘이 W-A 알고리즘에 비해 조 소용

돌이 탐색에 있어서 효율 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SDR의 면에서는 W-A 알고리즘에 비해 VG알고리즘이 실제 소용

돌이를 조 덜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표 2).VG알고리즘의 경우 수동 인

결과에서 찾아낸 총 1689개의 소용돌이 1468개만 일치하도록 찾아내어

SDR은 약 86.9%로 나타났다.W-A알고리즘의 경우 총 1689개 1614개를

제 로 찾아내어 SDR은 약 95.56%로 자에 비해 높게 나왔다.W-A 알고

리즘이 실제 소용돌이에 한 탐색 능력이 조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그

결과에는 높은 탐색 에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결코 그것이 VG 알고리

즘에 비해 효율 이라고 할 수 없다.비록 VG알고리즘이 W-A 알고리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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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성공률이 낮게 나왔지만,Chaigneau가 제시한,자동 소용돌이 탐색 알

고리즘의 효율성을 단하기 한 기 인 80%는 훨씬 넘기 때문에,두 방법

이 모두 어느 정도 효용성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와 같은 결과는 두 알고리즘에서 소용돌이의 경계를 규정하는 정의의 차

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그러한 차이 때문에서 소욜돌이의

반경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평균 으로 체 인 소용돌이의 반경이

W-A 알고리즘에서 후자에 비해 약 1.3배정도 크게 나타났다.(그림 12)두

알고리즘상에서 소용돌이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차이를 정확하게 비

교하기 하여 그림 12에서 해당 역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질러 SSH를 1

차원 그래 에 표 한 그림과 비교하여 보았다.(그림 13)그림 13의 맨

그림에서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 VG알고리즘에서 소용돌

이의 역이라고 정의하는 해수면 높이이다.아래의 검은색 실선은 W-A 알

고리즘에서 정의하는 소용돌이의 경계이다.이러한 차이는 소용돌이의 경계

에 한 정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W-A 알고리즘의 경우,닫힌 등

고선이 그려지는 가장 바깥쪽 부분까지를 소용돌이의 역이라고 단한다.

하지만,VG 알고리즘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선형 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

는 지 ,다시 말해,최 선 속도가 나타나는 지 가장 안쪽으로 소

용돌이의 경계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으로 소용돌이의 경계는 W-A

알고리즘에 비해 작게 측정될 수 밖에 없다.이 게 최 역의 넓이를 작

게 측정하는 경향은 이 알고리즘의 SDR을 떨어뜨리는 W-A 알고리즘에 비

해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이러한 사실은 보간 후에 발견된 소용

돌이의 크기 제한을 정하지 않고 모든 소용돌이를 그려낸 그림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그림 14를 보면 그림 13의 VG알고리즘의

결과에서 붉은 상자안의 그림과 비교했을 때,크기 기 을 용하기 에는

아직 조그마한 소용돌이가 발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결과 으로 이는 알

고리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닌,보간을 하고, 그 자료에 크

기 기 을 가하여,일정 크기 이하의 소용돌이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것이다.상 으로 소용돌이의 크기를 최소로 측정하는 알고리즘의 특성

상 많은 소용돌이들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VG 알고리즘에서 나타나는 W-A 알고리즘에 비해 낮은 SDR

은 알고리즘 자체의 엄격한 경계에 한 정의와,크기에 한 제한의 효과가

결합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만약 처음부터 보간 과정이 없이 고해상도

자료에서 두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했다면,Nenciolietal(2010)의 결과에

서 제시된 것처럼 두 방법상의 SDR의 차이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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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Windingangle알고리즘과의 탐색결과 비교

그림 15.를 보면,c),d)상에서 실제로 소용돌이가 존재하지만,크기가 작게

측정되어 제거되는 소용돌이와(흰 상자 안)보간에 의한 결과로서 생겨난 가

짜 소용돌이가(붉은 상자 안)같이 나타나 있다.붉은 상자안의 소용돌이는

W-A 알고리즘상에서는 소용돌이라 구분되지 않은 부분이다.해당 지역의

등고선의 모양 한 소용돌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따라서 이 부분은 보

간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다.반면,흰 상자 안의 소용돌이는

W-A 알고리즘에서는 제 로 탐색이 되었으며,속도 벡터의 모양을 보아도

소용돌이라 할 만한 구조이다.그러나 W-A 알고리즘에 비해 크기가 작게

측정되어 있으며, 두 경우에 해당하는 소용돌이는 최종 인 결과에서

크기 기 에 용되어 제거된다.(그림 15.의 c)이러한 경우에 두 소용

돌이의 크기 기 만으로는 엄격히 구분해내기 어렵다.

크기에 한 기 은 W-A 알고리즘에서는 발견될 수 있는 애매한 구조들

을 제거함으로써 결과 으로 보간법을 용한 VG 알고리즘의 과 탐색률

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주로 W-A 알고리즘에서 발견되는 과 인 소용돌

이는 사행류나 단 지역, 는 조그마한 흐름들이 복잡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난다.이러한 지역에서도 SSH의 분포에 따라 닫힌 등고선이

형성될 수가 있다.그림 16.의 a)를 보면 이 지역은 격자의 자료로 보았

을 때,동쪽으로 길게 침투한 사행류지역으로 단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

한 지역에 존재하는 닫힌 등고선의 향으로 W-A알고리즘에서는 소용돌이

를 찾아내는 반면에,VG알고리즘 상에서는 이 지역을 소용돌이라 규정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VGB알고리즘상에서도,d)에서 크기 기 을 용하기

의 결과를 보면,조그마한 소용돌이가 정의되어 있다.속도 벡터의 보간 과

정에서 여러 개의 작은 벡터들이 사행류 안쪽에서 새로이 생성되었기 때문

이다.하지만 이 게 정의된 소용돌이의 크기는 그만큼 매우 작게 나타난다.

그림의 사행 구조가 보간을 통해 소용돌이로 정의되는 과정은 그림 17을 통

해 알 수 있다.회 하는 흐름이 간격의 벡터 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

다가,이것을 보간하는 과정에서,그림의 붉은 상자 안의 벡터의 개수가 충

분히 늘어나,이 부분이 소용돌이라 규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

게 생성된 소용돌이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결국 크기 규정에 제한을 받아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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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조그마한 흐름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간을 하여 이 VG알고

리즘을 용하여도 소용돌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그림 18을 보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도  부근으로 아래로 요동치는 작은 흐름들이 보인다.이

러한 정보를 보간을 하더라도 c)에서 보듯이 VG알고리즘 상에서 정의할 만

한 회 하는 벡터의 모양이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따라서 이 지역에서

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아 소용돌이가 정의되지 않는다.그러나 배경

의 등고선을 보면 분명히 닫힌 부분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이러한

선을 따라서 W-A 알고리즘에서는 소용돌이를 찾아내고 있다.이러한 부분

은 보간과는 계없이 W-A알고리즘 자체가 가지는 오류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소용돌이 탐색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물론 각각의 그림에서 얼마나 정확

하게 소용돌이를 묘사하 는지 여부가 가장 요할 것이다.그러나 얻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서,동해 체에서 장기간에 걸친 소용돌이의 활동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면,특정 시간에서의 인 소용돌이의 개수 내지는 넓이보

다는, 체 기간에 걸친 개수의 증가,감소 양상의 제 로 된 묘사가 더

요할 수 있다.따라서 한 자료가 아닌 시간 에 걸친 소용돌이의 개수에

한 시계열 비교는 매우 요하다.

그림 19를 보면, 체 기간에 해당하는 각각의 알고리즘을 통해 찾아낸 소

용돌이 개수의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다.각각의 탐색된 소용돌이 개수가

같지는 않아도, 체 인 굴곡이 어느 정도는 일치함을 볼 수 있다.두 알고

리즘의 수동 인 탐색 결과와의 상 계수는 VG알고리즘이 0.6424,W-A알

고리즘이 0.6790으로,두 알고리즘의 상 계는 근소하게나마 W-A 알고리

즘이 높았지만,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각각의 지도 상에서 소용돌이 개수

의 차이는 보이지만,그 시간 인 변동성에 있어서는 두 알고리즘 모두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해낸 소용돌이의 다른 여러 특성들에 한 시계열

변화 한 비교해 보았다.이러한 비교로써 우리가 연구에 사용하는 두 알고

리즘에 의한 결과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단할

수 있다.그림 20은 각각 소용돌이의 개수,반경,강도에 한 Scatterplot을

그린 것이다.자잘한 변화가 많은,두 알고리즘 상에서 각각의 특성에 한

시계열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1차원 시계열 그래 에 비해 Scatter

plot이 그 경향성을 훨씬 더 잘 보여주므로 이를 이용 하 다.개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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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알고리즘의 결과의 상 계가 0.755로 상당히 일치하며,개수의 차이는

그래 의 기울기로 볼 때,0.8정도로 x축의 W-A 알고리즘의 결과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으므로,W-A에서 조 더 많은 소용돌이를 탐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거의 1에 근 하며, 반 으로 비슷한 개수를 찾

아내고 있으며,그 시계열 변동성도 개수의 면에서는 거의 일치한다.강도

(Intensity)의 경우에도 그 시계열 변동성은 상 계가 0.72정도로 높게 일

치하는 편이다.그러나 이 경우 그래 의 기울기가 0.36정도로 x축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데,이는 W-A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되어진 소용돌이

의 강도가 VG알고리즘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마지막으

로 소용돌이의 반경의 경우에는 그 상 계가 0.46정도로 의 두 특성에

비해 두 알고리즘의 상 계가 떨어지는 편이었다. 반 인 경향성은 그래

가 x축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앞에서 언 한 로,W-A 알고리즘이 VG

알고리즘에 비해 소용돌이의 반경을 더 크게 단하는 편이다.반경에서의

이러한 경향성은 W-A 알고리즘이 소용돌이의 강도를 더 크게 단하는 이

유가 된다.소용돌이의 구조에 있어서 주로 EKE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경

계 지역이고,이 부분이 조 더 넓게 측정됨으로써 소용돌이의 강도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의 결과를 다시 각각의 알고리즘의 정의와 련지어 생각해보면,VG알

고리즘은 방사상으로 측정한 최 선 속도가 가장 안쪽에서 나타나는 지

을 소용돌이의 경계라고 간주하 으며,W-A 알고리즘에서는 유선의 기하

학 형태만을 고려하여,소용돌이 심 주변으로 분포하는 완 히 닫힌 등

고선들 에서 가장 바깥쪽 역을 경계라고 간주하 다.시계열 비교 결과

를 바탕으로 이러한 소용돌이 경계에 한 정의를 비교해 보면,두 알고리즘

에서의 경계가 서로 계없는 별개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악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의 자료에 한 변동성을 측함에 있어서 그러한 경향성은 더

욱 커진다. 한 동일한 소용돌이 내에서 최 역이 넓어지면,VG알고리

즘에서의 정의로부터 최 선 속도가 나타나는 지 한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두 독립 인 알고리즘에 의한 시계열 분석 결과를 좀 더 비교해 보기

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해 보았다.그림 21은 각각,두 알고리즘에 의해 찾아

진 소용돌이의 개수, 반경에 한 power spectrum결과이다. x축은

cpw(cycleperweek)를 의미한다.그림을 통해,두 알고리즘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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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특히 개수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

를 보면 두 알고리즘에서 1년 (≈주)의 peak가 의미 있게 나타난다.이러

한 결과는 두 알고리즘 상에서 모두 소용돌이 개수의 1년 주기의 변동성을

잘 발견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서로 독립 인 두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는

시계열 분석결과에서 그 주기성을 언 함에 있어서,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Souzaetal(2011)의 논문에서는 W-A 알고리즘을 포함하여,wavelet,

Okubo-Weiss알고리즘의 결과를 스펙트럼 분석을 하 는데,그 결과에서도

시계열의 스펙트럼 분석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본 논문에서는 VG

알고리즘을 비교하 지만,이 한 Souza의 결과와 일치한다.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소개된 VG 알고리즘을 이용한 소용돌이의 시간 인 변동성에

한 분석결과가 기존에 리 사용되는 W-A 알고리즘의 결과와 상당히 일치

하며,시계열 변화에 한 비교 자료들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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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해 소용돌이의 시공간 특성에 한 통계분석

동해에서 AVISO 1/4°SSH 자료에 알고리즘을 용하여 소용돌이를 찾아

낸 다음에는,이를 이용하여 소용돌이의 평균 인 물리 인 특성들뿐만 아니

라,시공간 변동성에 한 통계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VG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찾아낸 소용돌이의 개수와 반경에 한 100개의 sample에 해당하는

자료는 앞서 section4-3에서 시계열에 한 비교를 하면서 소개했다.그림

22는 VG 알고리즘을 19년간의 인공 성 고도계 자료에 용하여 찾아 낸

동해 역에 걸친 소용돌이의 개수,EI(소용돌이 세기),반경에 한 시계

열 이다.그림에서 굵은 실선은 24주를 cut-offfrequency로 low-passfilter

를 한 결과이다.6개월 이상의 주기를 filter하 기 때문에,한 해 안에서 매

년 일정한 변동을 하는 경향이 체 시계열 자료에서 보이고 있다. 체로

한 해의 반부에 소용돌이의 개수가 많고,후반부에는 개수가 어드는 것

이 매년 일정하게 보인다.이러한 한 해 동안의 변동성은 그림 23에 더 자세

히 묘사되어 있다. 한 동일한 비교를 하여 W-A알고리즘을 이용하여,

VG 알고리즘 결과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 를 그렸다.(그림 24)19년 자료

에서 매년 3~5월 부터 순서 로 3개월씩 ~겨울로 간주하고,같은 계 에

속한 기간의 자료를 평균하 다.소용돌이 개수의 경우 3～5월에 걸쳐 많

아지고,7～10월에는 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이를 회 방향에

따라 구분해 볼 때, 반 인 소용돌이의 개수는 한류성 소용돌이가 더 많

다.두 소용돌이 모두 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나,난류성 소용돌이의 경

우에는 7,8,9월에 최소를 보이다가 겨울에 다시 개수가 늘어난다.(그림

23a)이러한 계 인 변동성은 W-A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소용돌이 개수의 계 변화는 EI나 소용돌이 반경의 계 변화와 반 의 경

향을 보인다.반면,그림 23b와 c를 보면,EI와 소용돌이의 반경은 서로 월

별 변화 양상이 유사하여,3~5월에 값이 낮아지며,9~11월에 높아진다.회

방향에 따른 분포를 보아도 소용돌이의 개수 자체는 난류성 소용돌이가 더

작았지만,소용돌이의 에 지의 세기를 나타내는 EI와 반경은 한류성 소용돌

이에 비해 난류성 소용돌이가 반 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W-A알고리즘

과 VG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앞에서의 체 시계열 비교결과와

비슷하게 EI,개수의 경우 두 결과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 으나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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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있어서도,반경의 경우에는 다른 두 특성에 비해 차이를 보인다.(그

림 24)그러나 체 으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반경에 커지고 있는 양

상이 두 결과에서 모두 보인다.더욱이,소용돌이의 회 방향에 따른 결과를

분리해서 보았을 때,9~11월에 걸쳐 두 종류의 소용돌이의 반경이 서로 반

방향으로 크기가 변하는 경향은 두 알고리즘에서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찰 결과를 통해,소용돌이의 개수가 늘어난 다는 것은,그

만큼 작고 약한 소용돌이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반면에,개

수가 어들 경우에는 그러한 에 지가 몇몇 소용돌이에 집 되어 그만큼

더 크고 세기도 강한 소용돌이가 생성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에

한 정확한 물리 인 메커니즘은 확실하지 않으며,추후에 좀 더 논의해보

아야 할 것이다.Morimotoetal(2000)에 의하면 동해에서 소용돌이의 개수

가 최소가 되며,이는 마 난류의 수송량이 겨울에서 에 걸쳐 최소를 보

이기 때문으로 설명하 다.그러나 19년간의 자료에 근거한 본 연구의 결과

는 Morimotoetal.(2000)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본 연구에서는

철에 해당하는 3~5월에 소용돌이의 개수가 최 를 보이고 반 로 가을에

는 소용돌이의 개수가 어드는 것으로 보아,동해에서의 소용돌이의 개수는

마 난류의 수송량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더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 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을 용하여 얻은 결과는 소용돌이 장의 특

성에 한 시간 인 변동성 외에도 소용돌이의 치와 소용돌이가 확률 으

로 빈발하는 역을 계산할 수 있어 소용돌이 장에 한 공간 인 구조

한 상세하게 악할 수 있다.그림 25는 VGB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 주마

다 소용돌이를 찾아낸 결과인,소용돌이 지도를 종합하여 체 약 19년간의

분석 기간 에 해당 몇 번이나 소용돌이 역 안에 포함되었는지를 계산

한 소용돌이 확률(probability,%)을 나타낸다.이 때 한 격자의 크기는 소용

돌이 탐색을 1/32°로 보간하 으므로,여 히 1/32°크기이다.소용돌이 확률

의 값은 최 35%정도의 값을 가지고,소용돌이가 빈발하는 해역에서는 평

균 으로 20～25%정도의 값을 보인다.이는 체 19년의 기간 약 4～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해당되는 역에서 소용돌이가 발생하 음을 의미한다.

그림 25에서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소용돌이 확률이 10% 이상이

되는 역을 표시한 것으로,이러한 기 은 체 격자들 에서 상 20%에

해당하는 값이다.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 소용돌이의 역 안에

자주 포함된다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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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해 지형과 소용돌이 확률 지도를 함께 나타내는 경우 해 지형

과 소용돌이 빈발하는 해역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림 25).

이러한 경향은 울릉분지나,야마토분지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소용돌이

의 확률이 높고,두 분지 사이의 OkiSpur에는 소용돌이의 분포가 보이지

않는다. 를 들어,원산만 쪽의 분지에서는 역시 해 지형의 향으로 보

이는 소용돌이가 해 지형의 경계를 따라,동해 체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에도 가장 높은 확률로 발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북쪽의 일본

분지 한가운데에서도 30%에 가까운 높은 확률로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아래로 움푹 들어간 지형의 등고선과 정확히 일치한다.소용돌이 확

률 지도를 통해 체 으로 소용돌이의 분포가 남쪽과 서쪽에 치우쳐 있다

는 사실과,세부 으로 나 었을 때,원산만,극 선 북쪽의 일본 분지 한가

운데,울릉 분지,야마토 Rise를 포함한 야마토 분지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소용돌이 확률 지도를 통해 본 동해의 소용돌이 발생

치는 Morimotoetal(2000)이 SLA 변동성에 한 측을 통해 제시한,동

해에서의 7개의 높은 소용돌이 활동 가능성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Morimoto는 논문에서 각각 일본 분지 서쪽의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울릉

분지 남,북쪽,원산만,야마토 분지,야마토 Rise동쪽,그리고 한해 이

게 총 7개의 지역을 소용돌이 활동성이 높은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하 는데,

이 에서 한해 과 야마토 Rise의 동쪽을 제외한 총 5개의 지역이 이 논

문에서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한해 의 경우 지역이 소할 뿐 아니

라,지속 으로 들어오는 강한 해류가 있기 때문에 소용돌이의 활동성이 높

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 보인다.야마토 Rise의 동쪽은 비록 체

소용돌이 확률 지도에서는 소용돌이의 활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확

률 지도를 연도별로 그려본 결과,특정 년도에만 소용돌이의 활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rimoto의 연구기간은 95년 5월부터 96년 1월 까지인데,

우리의 연구에서 이 지역에서 소용돌이의 활동이 높게 나타난 시기는 1995

년,1998년,2005년,2006년 정도이다.Morimoto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그의

연구 결과와 시기가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19년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이 지역은 항상 소용돌이의 활동성이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별도의 물

리 인 요인에 의해,이 지역에서 소용돌이의 활동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존

재한다.그 원인에 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6은 그림 25의 소용돌이 확률 지도를 소용돌이의 회 방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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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 어 그린 것이다.그림을 통해 회 방향에 따른 동해에서의 소용돌이

의 분포가 뚜렷하게 드러난다.약 북 40도 부근의 극 선 부근을 기 으로

동해의 북쪽에는 한류성 소용돌이,남쪽에는 난류성 소용돌이의 분포 경향이

뚜렷하다.이 에서 원산만 부근의 한류성 소용돌이를 제외하고서는 부분

의 한류성 소용돌이는 40도 북쪽에 치한다.한류성 소용돌이가 난류성 소

용돌이에 비해 동해 반 으로 분포하는 편이다.Leeetal(2010)에 따르

면,울릉분지에서의 부분의 연안 소용돌이들은 평균 해류의 사행으로 인한

경압 혹은 순압 불안정 때문에 생성된다.동해의 평균 해류구조와 비교해 생

각해볼 때,극 선을 기 으로 동해 남부에는 서쪽의 해 으로부터 들어오는

동한난류와 쓰시마 난류가 동쪽방향의 흐름을 가진다.반면,동해 북쪽에는

비교 그 세기는 작지만,동해 남부와는 반 방향의 리만 한류와 북한한류

가 존재한다.각각의 흐름은 연안을 따라 분지 내부 쪽으로 사행을 일으켜

소용돌이를 형성하게 된다.북 40도 부근에서 주로 생성되는 극 선 소용

돌이들은 성경계류(intertialboundary current)의 사행에 의해 생성된다.

(Leeetal.,2010)이는 비교 동해 내부에 생성되는 소용돌이들을 구성하

게 되는데,이 성경계류의 핀치오 (pinch-off) 상에 의해 생성되는 소용

돌이들은 앞에서 언 한 연안 경계류에 의한 소용돌이와 서로 반 의 치

를 보인다.즉,극 선 남부에는 성경계류의 핀치오 에 의한 한류성 소용

돌이가,극 선 북부에는 난류성 소용돌이가 생성된다.소용돌이 탐색 알고

리즘에 의해 탐색된 결과를 일일이 비교해 본 결과,동해 남부에서 발견되는

한류성 소용돌이의 부분은 이러한 성경계류의 사행에 의해 생성되는 것

이었다.

소용돌이 확률 지도를 좀 더 응용하여,매 년 는 매 계 을 평균한 확률

지도를 추가 으로 그려,시기에 따른,소용돌이의 지역 인 분포 경향을

악할 수 있다.그림 27을 보면,각 계 별로 지역 인 소용돌이의 분포 경향

이 특색을 지니며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원산만의 소용돌이

를 로 들면, ,여름,겨울에 걸쳐 30%이상 높게 나타나는데,가을에는 다

른 계 에 비해 30%미만으로 낮게 나타난다.이 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동해

체 으로 다른 계 에 비해 소용돌이 확률이 낮은 편이다.좀 더 지역 인

특색을 살펴보면,함흥 동쪽의 소용돌이가 여름에 특히 강하게 나타나며,울

릉 난류성 소용돌이의 경우 겨울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일본 분지 서쪽에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쪽의 소용돌이의 경우에는 역시 겨울에 가장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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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각각의 지역 인 양상은 동일한 시기의 다른 물리 인 시계열 자

료와 상 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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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 론

동해에서의 소용돌이장의 시공간 변동성을 악하기 한 도구로써,자

동 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을 살펴보았고,그 에서 이미 소개되어 있는 한

가지 방법인 VG 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을 동해에서 AVISO SSH 자

료를 가지고 용할 수 있는지에 해서 연구해 보았다.장기간의 방 한 자

료를 가지고 소용돌이장의 시공간 변동성을 이야기하기 해서는 자료들

로부터 정확하게,그리고 빠르게 소용돌이를 정의해 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

하다.그러한 도구가 바로 자동 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이며, 재까지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지만,그 에서도 효율성면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되는

VG 알고리즘에 해 살펴보게 되었다.그러나 애 에 1km 간격정도 되는

고해상도 모델 결과를 상으로 개발된 이 알고리즘은 해상도의 자료에는

용시키기 어렵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뿐만 아니라,도출된 결과의 질이

벡터의 개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어떤 자료에 용하여 제 로

된 소용돌이 탐색 결과를 얻어내기 해서는 벡터의 개수가 충분히 존재하

는 고해상도 자료가 필요하다.동해와 같은 주변해에서 소용돌이를 탐색하기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AVISO에서 제공되는 간격의

SSH 자료이며,이에 알고리즘을 그 로 용하여 결과를 얻어내기는 힘

들다.따라서 이러한 단 을 개선하고,알고리즘을 동해에서 간격의 자

료에 용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자료의 인

인 보간을 통하여 벡터의 개수를 증가시켜 주는 것이었다.이 연구에서는

2차원 선형 보간법을 사용하 다.

실제로 새로이 개선한 방법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수동 인 탐색결과와,

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동 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인 W-A

알고리즘에서의 결과와 비교하 다.이 때 두 결과의 효용성을 비교하기

해 사용되었던 두 개의 매개변수는 SDR과 이 논문에서 새로이 제시한

DSR,DER이다.이는 수동 인 탐색결과를 기 으로 한,각각의 소용돌이

탐색의 실제 소용돌이 탐색 성공률과,자체 성공률 그리고,실패율을 의미한

다.VG 알고리즘의 경우 그 자체의 엄격한 소용돌이 경계에 한 규정과,

보간 후 이에 따른 error를 제거하기 해 크기 규정을 용한 효과 때문에

체 으로 W-A알고리즘에 비해 SDR이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그

러나 결과 으로 알고리즘의 자체 성공률과 실패율 면에서 모두 VG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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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이 더 낫다고 평가되었고,실제로 소용돌이의 탐색을 하거나 그 특성에 있

어서 W-A알고리즘에 비해 나은 결과를 보여 것으로 기 된다.

W-A 알고리즘의 경우 사행류나 단 지역,작은 난류가 존재하는 지역에

서 주로 잘못된 탐색을 실시하 으며,VG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잘못 탐색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나 에 크기 조건

에 의해 추가 으로 소용돌이를 제거하므로,이러한 과정은 결과 으로 이

알고리즘의 과 탐색률 실패율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 다.

사실 VG알고리즘은 고해상도 모델을 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그 구

조상 소용돌이의 모양을 상당히 이상 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다시 말

해 소용돌이 심 주변으로 선형 으로 증가하는 속도가 존재할 경우에만

이 알고리즘 상 에서는 이를 소용돌이라고 규정하며, 심 주변에 이러한 부

분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용돌이라고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우리의 연구 결과 한 고해상도 자료를 직 연구에 이용한 것이 아

니고  해상도 SSH 자료를 보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오히려 양호한

탐색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바다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소용돌

이가 강하게 발달하지 않는 지역, 는 사행류나 단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에서도 역시 고해상도 자료를 가지고 V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용돌이를

완벽하게 찾아내기는 힘들 것이라 보인다.

각각의 map상에서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 과정을 거친 후,시계열의

에서 알고리즘상의 결과가 체 인 경향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소용돌이의 개수나,반경에 해서는 두 서로 독립 인 정의에

의해서 소용돌이를 규정한 알고리즘으로부터의 결과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고,상 계수 약 0.6이상의 상 계를 가지고 있었다.나아가 두 알고

리즘에서 소용돌이 탐색 각 특성에 한 시계열 비교,월별 시계열 비교

등을 실시하 을 때,동해의 소용돌이에 한 평균 특성을 비슷하게 보여주

었다.비록 인 수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는 보 지만, 반 인

특성을 악할 수 있었다.동해의 소용돌이의 경우 3~5월에 걸친 철에 소

용돌이의 개수가 늘어나고 여름~ 가을에 걸쳐 개수가 어든다.반면,반경

이나 EI의 경우 철에 최소를 보이나 오히려 가을로 갈수록 그 크기가 커

진다.소용돌이의 회 방향에 따른 분석을 보면,한류성 소용돌이의 경우

난류성 소용돌이에 비해 개수가 많은 편이다.반면,반경은 반 으로 난류

성 소용돌이가 더 크며,소용돌이의 강도 역시 동해에서는 난류성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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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류성 소용돌이에 비해 더 강한 편이다.

이 게 정의한 새롭게 개선한 알고리즘을 실제로 동해에서 용한 시계열

자료와 소용돌이의 공간 인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소용돌이 확률 지도를

소개하 다.이를 통해 제한 이지만,동해의 소용돌이의 시공간 인 변동성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볼 수 있었다.

보간을 통해,기존의 알고리즘이 가지는 단 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료 set

에 용시켜, 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검증한 것이 이 논문의 성과라

고 할 수 있다. 한 부가 으로 다른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하여,각각의

알고리즘이 가지는 단 이 무엇인지,다양한 에서 악할 수 있었다.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이를 통해,실제로 동해에서의 소용돌이 장에

한 연구를 하는데 직 이용될 수도 있고,이를 바탕으로 더 효율 인 새로

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한 참고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한 아이디어로서,앞서 우리가 각 알고리즘의 효율성

을 단하기 해 수동 인 탐색 방법을 구상할 때 거쳤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 때,조 이라도 더 객 인 탐색을 하기 하여,흐름장을

묘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을 동시에 훑음으로서 수동 인 탐색 결과의 신

빙성을 높이려고 했다.자동 소용돌이 탐색 알고리즘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흐름장을 묘사하는 어떤 하나의 특성만으로는 양에서의 소용돌이를 완벽

히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후반부에 짧게 소개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도출한,소용돌이

의 여러 특성들에 한 다른 요인과의 인과 계 분석 한 추후에 지속 으

로 연구할 부분이다.앞에서도 언 하 듯이 소용돌이는 양의 물리,화학

인 순환을 움켜쥐고 있는 요한 열쇠이기 때문에,이러한 소용돌이장의

시공간 인 변동성에 한 분석은 향후 동해에서의 여러 물리 인 과정들을

설명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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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eddydetectionalgorithmsareappliedtothe1/4°griddedsatellite

altimeterdata (SSH:sea surfaceheight)to investigatethestatistical

characteristicsofthemesoscaleeddy fieldin theEastSea.Thetwo

algorithms used include the recently documented VG (Vector

Geometry-based)algorithm basedonthegeometryofthecurrentvectors,

andthewidelyusedWA (Winding-Angle)algorithm.Comparedtoother

algorithms,theadvantageoftheVG algorithm liesin itsrapidity in

detectingeddies,andhigher(lower)success(excess)detectionrate.On

theotherhand,theVGmethodhasbeenknowntobelessapplicableto

low resolutiondatasuchasgriddedAVISOSSH data.Ratheritismore

suitedtohigh-resolutiondataasitwasoriginallyappliedtonumerical

modelresultwith1km spatialresolution.Inthisstudy,the1/4°SSH

dataislinearlyinterpolatedontothe1/32°gridsize,andthengeostrophic

currentsarecalculatedfrom theinterpolatedSSH fieldtoapplytheVG

algorithm to the 1/32°intervalcurrentvectors.Among the detected

eddies,the eddies with diametersmaller than 1/4°are regarded as

artificial eddies derived from the interpolation, and they are not

consideredintheanalyses.Resultfrom thetwoalgorithmsarevalidated

by comparing numberofeddiesfrom thetwo algorithmswith those

identified by themanualdetection methodfrom 100SSH maps.Both

algorithmsaresatisfactoryintermsofthesuccessandfailurerates.The

VG algorithm showsslightly betterperformancewithrelatively higher

successand lowerfailureratesas compared tothosefrom theWA

method.While,theWA algorithm issuperiortotheVG algorithm asit

identifiesmorerealeddiesthan theVG algorithm.Applying thetwo

algorithms to 19 years of the SSH data from 1993 to 2011,the

spatio-temporalvariabilityofthemesoscaleeddyfieldintheEastSeais

analyzed.Numberandradiusofeddiesdetectedby theVG algorithm

from weakly-basisSSHdatarangefrom 10to30,andfrom 22km~42km ,

respectively.Seasonalvariation ofeddy propertiescommonly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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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twoalgorithmsischaracterizedbythemaximum numberof

eddies in spring (March~May) and minimum number in fall

(September~November).Ontheotherhand,thesizeandtheintensityof

eddiesshow minimainspring.Numberofeddiesistheleastinfall,

whilethelargestsizeandstrongestintensity ofeddiesoccurisfall.

Anticycloniceddiesarelessintheirnumbersbutthey arelargerand

moreintenseascomparedtothoseforcycloniceddies.Theprobabilityof

theemergenceofeddiesishigherwestof136°E,andappearstobe

associatedwiththebottom topography.Anticyclonic(cyclonic)eddiesare

moreprevalentinthesouthern(northern)EastSea.

Keywords:EastSea,Mesoscaleeddy,Eddystatistics,Eddydetection

algorithm

StudentNumber:2011-2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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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그림 1왼쪽은 VG 알고리즘에서 소용돌이의 경계를 규정하는 과정을 나타

낸 모식도,오른쪽은 동일한 소용돌이에 해 W-A 알고리즘에서 소용

돌이의 경계를 규정하는 방법에 한 그림.

그림 2왼쪽은 AVISO SSH 자료에 직 VG 알고리즘을 용시킨 결

과,오른쪽은 동일한 날짜의 NLOM 수치모델 SSH 자료에 동일

한 알고리즘을 용시켜 소용돌이를 탐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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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eddies b) 11 eddies

c) 18 eddies d) 24 eddies

그림 3 a)～d)는 각각 ∼ 까지 두 배씩 해상도를 늘려서 알고

리즘을 용한 결과이다.배경의 색깔은 SSH를 나타내고,속도는

모두 간격으로만 표시했다.검은색 실선으로 그려진 모양이

찾아진 소용돌이의 경계이고, 앙에 흰 들이 소용돌이의 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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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G 알고리 의 원리에 충실하

게 소용돌이를 규정했을 경우 필

요한 격자의 모양과 크기.

   

그림 5  그림 4에서 심에 보여

지는 것과 같은 4개의

흐름 벡터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 소용돌이의 벡터

구조

그림 6 심을 정의할만한 벡터가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벡터의 흐름

의 형태로만 보면,소용돌이라 보여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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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eddies b) 9 eddies

c) 12 eddies d) 12 eddies

e) 11 eddies

그림 7 각각의 해상도에서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에 크기 기 을 정

하여 특정 크기 미만의 소용돌이를 제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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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유선의 각각의 조각들로부터 Windingangle을 계산해내는 방법에

한 모식도 (Leeetal,2010)

 

그림 9 왼쪽의 유선을 바탕으로 같은 소용돌이에 속하는 유선들을 분류한

후 최종 으로 소용돌이를 찾아낸 결과.각각 붉은 색은 난류성 소용돌

이,푸른 색은 한류성 소용돌이에 해당한다.소용돌이 안의 은 SSH

의 최소,최 값으로 구한 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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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왼쪽의 그림은 SSH 등고선 지도에 u,v지형류 속도 벡터를 겹쳐서

나타낸 그림.오른쪽은 동일한 u,v를 이용하여 MATLabstream2.m 함

수를 통해 가상의 유 선을 그려낸 그림.잘 발달한 소용돌이일수록 더

두꺼운 나선형태가 잘 나타난다.

a) VG 알고리 b) 수동적  탐색 c) W-A 알고리

그림 11 각각의 알고리즘에 따른 소용돌이 탐색 결과 비교.(Week=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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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G 알고리
b) 수동적  탐색 결과 (좌

우,  상  역  

c) W-A 알고리

그림 12 각각의 알고리즘에서 찾아낸 동일한 소용돌이의 경우 넓이의 차이

가 나타나는 소용돌이의 그림.(붉은 상자 안) (Week=882)

그림 13 맨 )그림에서 동서 방향을 가로지른 (검은색 얇은 실선)소용돌

이의 심을 지나가는 역의 SSH1차원 그래 . 간)VG알고리즘

에 의한 결과.아래)W-A알고리즘에 의한 결과.



51

그림 14 그림 13과 동일한 역에서 VG알고리즘을 이용하여,로 보간

을 취한 자료에서 소용돌이 탐색을 실시한 후,어떤 크기 제한도 용

하지 않고,모든 크기의 발견된 소용돌이를 나타낸 것

a) SSH 등고 과 도 b) W-A 알고리

c) VG 알고리  

   (1/4° 크  제한)

d) VG 알고리

   (크 제한 없 )

그림 15보간 후 크기 제한을 용하 을 때,작게 측정되어 사라지는

소용돌이 (흰 상자 안),반면,보간에 의해 생기는 error로 보이는

소용돌이 (붉은 상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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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H 등고 과 도 b) W-A 알고리

c) VG 알고리  

   (1/4° 크  제한)

d) VG 알고리  

   (크 제한 없 )

그림 16사행류 지역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알고리즘에 따른 소용돌이 탐색

결과

그림 17그림 16.의 a)의 역을 간격으로 보간한 벡터들을 고해상도로

모두 표시한 그림, 의 붉은 상자의 역과 이 그림에서의 붉은 상자

의 역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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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V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크기 제한을 두어 소용돌이를

탐색한 결과, 간)W-A 알고리즘에서 이 지역을 소용돌이라고 발견

해낸 결과,아래)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V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

용돌이를 찾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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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각각의 알고리즘에서 찾아낸 소용돌이 개수의 시계열 자료.

그림 20VG알고리즘과 W-A 알고리즘에 의해 탐색된 소용돌이들의 개수,

반경,EI(강도)에 한 비교 결과를 나타내는 scatter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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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소용돌이 개수와 반경에 한 두 알고리즘의 시계열 자료로부터 구

한 powerspectrum



56

그림 22총 19년 에 해당하는 동해의 AVISO SSH자료에 VG알고리즘

을 용하여 얻어낸, 에서부터 각각 소용돌이의 개수,EI(소용돌이

강도),반경에 한 시계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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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3VG 알고리즘에 의해 탐색된 소용돌이들의 특성에 한 월별 평균

그래 각각의 좌측 막 그래 는 3개월 계 평균,선 그래 는 월별

평균을 의미한다.오른쪽은 회 방향에 따른 월별 평균 값을 의미 a)

개수 b)반경 c)강도,개수와 강도의 막 그래 에서 아랫 부분의 검

은 선은 월별 평균 값의 표 편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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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4그림 23과 같은 방법으로 W-A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한 월별,계

별 소용돌이의 특성에 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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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9년에 걸친,동해의 소용돌이 확률(%)과 해 지형을 겹쳐 그린

것,붉은 선은 10%의 확률이 넘는 지역을 나타낸다.

그림 26회 방향에 따른 소용돌이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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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소용돌이 확률의 계 에 따른 지역 인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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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b 1 2 3 4 5 6 7

2 22 22 22 22 21 21 20

3 23 22 22 22 22 22 21

4 22 20 20 20 20 20 19

5 21 19 19 19 19 19 18

6 19 17 16 16 16 16 15

a    b 1 2 3 4 5 6 7

2 18 18 18 18 18 18 17

3 21 18 18 18 18 18 17

4 20 20 20 20 20 20 19

5 19 18 18 18 18 18 17

6 18 17 16 16 16 16 15

a) 1/16° 보간 후 결과 & 1/4° 크  제한 적  후 결과

a    b 1 2 3 4 5 6 7

2 20 21 21 21 21 21 20

3 28 25 25 25 25 25 25

4 26 23 23 23 23 23 23

5 25 22 22 22 22 22 22

6 24 21 21 21 21 21 21

a    b 1 2 3 4 5 6 7

2 14 14 14 14 14 14 14

3 22 19 19 19 19 19 19

4 22 19 19 19 19 19 19

5 22 19 19 19 19 19 19

6 22 19 19 19 19 19 19

b) 1/32° 보간 후 결과 & 1/4° 크  제한 적  후 결과

a    b 1 2 3 4 5 6 7

2 21 21 21 21 21 21 21

3 29 28 28 28 28 28 28

4 25 26 26 26 26 26 26

5 27 25 25 25 25 25 25

6 27 25 25 25 25 25 25

a    b 1 2 3 4 5 6 7

2 16 16 16 16 16 16 16

3 20 19 19 19 19 19 19

4 19 19 19 19 19 19 19

5 21 19 19 19 19 19 19

6 21 19 19 19 19 19 19

c) 1/64° 보간 후 결과 & 1/4° 크  제한 적  후 결과

표 1.각각의 해상도로 데이터를 보간한 후,매개변수 a,b를 변경해 가면

서,VG알고리즘을 용한 결과.왼쪽의 표는 보간만 용 후 크기

제한을 용하기 이며,오른쪽은 크기 제한을 용하여 그보다 작

은 크기의 소용돌이들을 제거한 후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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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 알고리 W-A 알고리

DSR 83.31% (1468/1762) 75.53% (1614/2137)

DER 25.97% (515/1983) 27.03% (598/2212)

SDR 86.9% (1468/1689) 95.56% (1614/1689)

표 2.탐색결과로부터 계산된 두 알고리즘의 DSR,DER,SDR. 호 안의

숫자들은 100개의 표본에서의 결과를 모두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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