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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수면온도는 해양과 대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변수

로써 해수면온도로 해양 상층에 존재하는 다양한 해양 현상을 관측할 수

있으며, 해양-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상 및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성의 적외 영역으로부터 관측한 해수면온도 자료는 청

천으로 판단된 화소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해수면온도 산출을 위

해서는 구름화소를 탐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영상은 구름 탐지를 위하여 경계값 테스트

(threshold tests)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경계값 테스트는 정적 임계값

(static or partially static thresholds)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이

나타나는 해역에서는 해수면온도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NOAA/AVHRR 해수면온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구름 탐지 기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존 구름 탐지 기

법인 경계값 테스트와 비교하였다.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은 한반도 주

변 해역을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의 복사 특성을 고려하여 구름화소를 정

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NOAA/AVHRR 해수면온도를 산출

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과 경계값 테스트의 구

름 탐지 결과를 비교하여 시공간 변동성이 큰 구름 가장자리, 해양 열전

선 부근, 용승 시기의 냉수대에서 탁월한 탐지 결과를 보였다. 각 기법을

활용해 산출한 해수면온도 정확도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2017년의

NOAA/AVHRR 해수면온도 자료와 해양 실측 수온 자료 간의 일치점을

생산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딥러닝 모델과 경계값 테스트의 구름 탐지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구축하

였다(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해수면온도와 실측 자료, 경계값 테스트를

적용한 해수면온도와 실측 자료).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해수면온도는



- ii -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0.72°C와 양의 편차

(bias) 0.06°C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경계값 테스트를 적용한 해수

면온도의 경우 RMSE가 1.58°C이고, 편차가 –0.24°C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이 NOAA/AVHRR 해

수면온도 정확도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NOAA/AVHRR, 딥러닝, 구름 탐지, 해수면온도,

정확도 검증

학 번 : 2017-2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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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수면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SST)는 해양과 대기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변수이다. 해수면온도로부터 해양 상층에

존재하는 중규모 소용돌이(eddy), 열전선, 해류 분포, 용승 등 다양한 해

양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Park

et al., 2012; Zhang et al., 2014; Park et al., 2004; Park and Kim,

2010). 또한 해양 표면에서는 대기와 해양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열속

(heat flux) 교환이 이루어진다(Li et al., 2007; Kawai and Wada, 2007).

해양-대기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양의 상태는 기상 변화에 영향을 주며,

해양 환경의 변동을 분석하여 전 지구적․지역적 기후를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장․단기적인 해수면온도 관측과 분석으로 더욱 정확한 기

상․기후 예측이 가능하다(Casey and Cornillon, 2001). 또한 최근 급격

한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시자 역할로 해수면온도 자료가 활용되

고 있으며, 전 지구적 해양-대기 순환 및 기상 예측을 위한 수치모델에

해수면온도가 중요한 입력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Emery et al., 2001).

해수면온도를 관측하는 방법은 다양한 관측기기를 이용하여 실제 해

양 환경을 관측하는 방법과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자료를 해수면온도 자

료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관측한 해수면온도 자료는 더욱 정확

한 해양 환경을 반영하지만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수면온도

의 장기변동 또는 광범위한 해양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있어 제한

적이다. 반면에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해수면온도는 전 지구적 해역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성 관측 해수면온

도는 해양 실측 자료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해양 환경을

관측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공위성 영상으로부터 해수면온도를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적외 영

역에서 관측한 복사값(radiance)을 이용하거나 마이크로파 영역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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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마이크로파 영역의 관측값은 구름에

의한 오염이 거의 없고 대기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쉽게 보정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연속적인 해수면온도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

로파 해수면온도는 긴 파장의 특성으로 인해 관측 해상도가 좋지 않고

풍속이나 육지에 의한 영향을 받아 연안 해역에서 큰 해수면온도 오차가

나타난다(Gentemann et al., 2004; Dong et al., 2006; Park et al., 2008;

Hihara et al., 2015; Gentemann and Hilburn, 2015). 반면에 적외 영역으

로 관측한 해수면온도는 마이크로파 영역의 해수면온도 자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작은 화소 크기 덕분에 육지 근

처에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Ricciardulli and Wentz, 2004). 적

외 영상을 활용한다면 더욱 미세한 해양 현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연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양 현상도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적외 영

상은 대기 중 수증기나 구름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름화소와 구

름으로 오염된 화소(cloudy pixel)에서는 해수면온도를 관측할 수 없다.

따라서 적외 영상으로부터 정확한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름

화소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여 제거하여야만 한다.

다양한 위성으로부터 적외 영역의 복사값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로부

터 해수면온도가 산출되고 있다. 1981년 후반부터 가시광 영역과 적외

영역을 관측하는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AVHRR)

센서는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에서

운용하고 있는 극궤도 위성과 Meteorological Operational(MetOp)-A와

MetOp-B에 탑재되어 전 지구적인 해수면온도 관측을 수행해왔으며, 이

외에도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에서 운

용하는 Terra 위성과 Aqua 위성에 탑재된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센서, Suomi-National Polar-

orbiting Partnership(S-NPP) 위성의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VIIRS) 센서와 최근에는 Landsat의 적외 영역 관측값

을 이용하여 더욱 향상된 공간해상도로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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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 영상은 대기 중 수증기와 구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로부터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름화소를 탐지하여 제거하

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구름에 의한 효과를 완벽하게 제거하

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오차가 그대로 자료에 남게 되며, 해양 환경 해

석에 오류를 유발한다(Park and Choi, 2011). 위성 적외 영상으로부터 해

수면온도를 산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며 영상 내 구름화소와

청천화소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되어왔다. 다양한

구름 탐지 방법 중 경계값 테스트(threshold tests)는 빠른 작동과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에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Jedlovec et al., 2008;

Zhu et al., 2015). Rossow et al. (1985), Rossow and Schiffer (1991),

Rossow and Garder (1993)는 0.6 μm의 가시광 영역과 11 μm를 이용하

여 구름화소와 청천화소를 구별하는 International Satellite Cloud

Climatology Project(ISCCP)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NOAA/AVHRR 위

성의 구름 탐지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개발된 Clouds from the AVHRR

Extended Algorithm(CLAVRx)는 다양한 크기의 창(window)을 위성 영

상에 적용하여 주․야간의 전 지구적으로 구름화소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Stowe et al., 1999; Heidinger et al., 2002; Heidinger, 2004).

이후 AVHRR 자료의 해양에서 청천 복사량과 해수면온도 관측을 위해

청천화소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Advanced Clear Sky Processor for

Oceans (ACSPO) Clear Sky Mask(ACSM)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Petrenko et al., 2010).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구름 탐지 알고리즘과

함께 대표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구름 탐지 방법은 AVHRR

Processing scheme Over Clouds, Land and Ocean(APOLLO)이다

(Kriebel et al., 2003; Murino et al., 2014). APOLLO는 AVHRR의 두

가시광 채널(channel)의 반사율 비와 열적외 영역 채널의 휘도온도

(Brightness Temperature, BT) 차이를 활용하고 이에 동적 경계값

(dynamic thresholds)을 적용하며 구름화소와 청천화소를 구별한다

(Kriebel et al., 2003; Sun et al., 2016). 그러나 경계값 테스트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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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테스트 중 한 단계에서라도 구름화소로 판단될 시 구름화소로 구

분되거나, 구름화소이지만 적절한 경계값 사용의 어려움으로 청천화소로

인식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고정된(static) 경계값 사용으로 인한 구

름화소 오탐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적(dynamic) 경계값을 사용하거나

기상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다양한 개선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Dybbroe

et al., 2005; Petrenko et al., 2010).

경계값 테스트 이외에도 다양한 구름 탐지 방법이 개발되어 제안되고

있다. 먼저 동적 클러스터링(dynamic clustering)은 사전에 위성 관측 자

료의 환경 특성에 따라 레이블(label)을 지정하여 구름을 탐지하는 방법

이다(Desbois et al., 1982). 동적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구름을 탐지하

는 방법은 위성 자료 이외의 기상 보조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분

류된 클러스터(cluster)에 레이블을 지정하는 것이 어렵고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Uddstrom et al. (1999)은 베이지안 기법

(Bayesian method)을 활용하여 구름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베

이지안 기법은 자료의 확률 분포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확률 분포의 단순화를 위하여 정규분포(Gaussian distribution)을 가정하

지만, 위성 자료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구름 탐지에 오

차가 발생한다.

최근에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 발전하면서 기계학습 방법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으로 위성 영상에서 구름

을 탐지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Mengyun et al. (2016)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을 사용하여 위성 영상에서 얇은

구름과 두꺼운 구름을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Yuan and Hu

(2015)는 Bag-of-words 모델에 의해 추출된 이미지 특징을 이용하여 분

류에 기반한 구름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Zhang and Xiao (2014)는 가

시광 영상에서 구름영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이미지 기반의 분할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딥러닝 기반의 구름 탐지 기법이 활발하게 연구되

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여러 구름 탐지 기법은 모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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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극궤도 위성과 같

이 관측 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화소별 채널 특성에 따른 구름 탐지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위성 적외 영상에서 구름화소를 탐지할 때 해빙(sea ice), 안개, 열전

선, 얇은 권운(thin cirrus)와 같은 다양한 해상 환경으로 인해 오탐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2월에 오호츠크해와 동해 북부 해

역에서 0°C 이하의 극저온 해수면온도를 보이기도 하고 8월에 북위 20°

부근에서는 평균 30°C의 높은 해수면온도가 나타나 해수면온도 분포가

상당히 넓게 나타나는 곳이다. 또한 동해와 쿠로시오 해역은 열전선이나

중간규모 소용돌이가 분포하고 있어 해수면온도의 시공간 변동이 큰 해

역이다. 이와 같이 수온의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해역은 해양과 대

기 조건이 다양하여 기존 경계값 테스트를 활용하여 구름화소 탐지 시

화소를 오탐지할 가능성이 크다. 적외 영상에서 구름을 오탐지한다면 산

출된 해수면온도가 실제 해양의 수온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해수면

온도의 정확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다양한 해상 환경이 존재하는 한반도

주변 해역은 경계값 테스트로 구름과 청천화소를 분류하기가 어려운 지

역이므로 딥러닝 구름 탐지 기법을 활용하여 구름화소를 탐지하고자 한

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하여 NOAA/AVHRR 해수면온도의 정확도 검

증은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 Park et al. (2011)은 2009년의 북동 아시아

해역의 NOAA/AVHRR 해수면온도 자료와 실측 자료를 비교하여 평균

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가 1°C 이하임을 보였으며,

해양 환경 변동이 큰 동해로 국한하여 NOAA/AVHRR 해수면온도의 정

확도를 분석한 Park et al. (2014)도 마찬가지로 약 0.8°C의 RMSE를 증

명하였다. 해당 연구는 해수면온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경계값 테스트

를 적용하여 구름을 제거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딥러닝 기반의 구름

탐지 모델을 적용하여 해수면온도를 산출한 후 이의 정확도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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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의 구름 탐지 기법은 아직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해서 연

구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산출된 해수면온도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보다 정확한 해수면

온도 산출을 위하여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구름 탐지 기법을 개발하고,

NOAA/AVHRR 영상으로 해수면온도를 산출한 후 정확도를 평가한다.

또한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경계값 테스트와 그 결과를 비교하여 딥러닝

모델 기반 구름 탐지 방법이 NOAA/AVHRR 해수면온도 정확도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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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2.1. NOAA/AVHRR 자료

NOAA 극궤도 위성은 기상․기후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전 지구적 해

수면온도 관측 등 지구 표면의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NOAA 극궤도 위성은 NOAA-15,

NOAA-18과 NOAA-19가 있다. NOAA-15의 경우 발사․개시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자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AVHRR 센서는 NOAA 극궤도 위성에 탑재되어 다양한 전자기파 영역

대로 지구 표면을 관측하고 있다. 최초의 AVHRR 센서는 4개의 채널만

으로 지구 표면을 관측했으나, NOAA-15 이후 후속 위성에 탑재된 센서

(AVHRR/3)는 총 6 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지구 표면을 관측한다.

NOAA-18과 NOAA-19에 탑재된 AVHRR 센서에 대한 주요 특징 및

정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AVHRR 센서는 1개의 가시광 영역, 3 개

의 근적외 영역과 2개의 열적외 영역을 관측하는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채널별 직하점에서 공간해상도는 약 1.1 km이다. 채널 3A(CH3A)와

채널 3B(CH3B)는 서로 전환되며 지구 표면을 관측한다. 위성 궤도의 밝

은 면에서는 보다 짧은 파장대인 CH3A로 관측하며 위성 궤도의 어두운

면에서는 CH3B로 전환되어 지구 표면을 관측하기 때문에(Goodrum, et

al., 2009) 획득한 위성 자료에는 CH3으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원

격탐사연구센터가 직접 수신한 NOAA/High-Resolution Picture

Transmission(HRPT) 자료를 활용하였다. NOAA/AVHRR의 각 파장대

별 관측값은 복사보정을 통하여 반사도나 휘도온도의 물리량으로 변환하

였으며 모든 영상은 육지와 연안지역 및 섬 등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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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점을 활용하여 지형보정을 수행하였다. 총 자료의 사용기간은 2017

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1,810 장의 NOAA-18과

NOAA-19의 위성 영상을 활용하였다.

Channel
(acronym)

Wavelength
(μm)

Bandwidth
(μm)

Spectrum Unit
Spatial

resolution
(km)

1
(CH1)

0.6 0.58-0.68 Visible Albedo(%) 1.1

2
(CH2)

0.8 0.725-1.0 Near IR Albedo(%) 1.1

3A
(CH3A)

1.6 1.58-1.64 Near IR Temperature(°C) 1.1

3B
(CH3B)

3.7 3.55-3.93 Near IR Temperature(°C) 1.1

4
(CH4)

11 10.3-11.3 Thermal IR Temperature(°C) 1.1

5
(CH5)

12 11.5-12.5 Thermal IR Temperature(°C) 1.1

Table 1. Description for spectral channel characteristics of the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AVHRR) on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18 and NOAA-19.



- 9 -

2.2. 해양 실측 자료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산출한 NOAA/AVHRR 해수면온도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해양 실측 수온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청(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에서 제공하는 표층 뜰

개(drifter)와 계류 부이(moored buoy)로 관측한 수온 자료를 사용하였

다. 계류 부이는 1 m 이내의 수심에서 수온을 관측하며, 표층 뜰개의 경

우에는 평균 수심 0.2–0.3 m에서 표층 수온을 관측한다. 위성에서 관측

한 해수면온도와 해양 실측 수온 자료 간 수심의 일관성을 위하여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CTD)나 선박에서 관측한 수온 자료

및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ARGO) 수온 자료

는 제외하였다. 해양 실측 수온은 1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며, 관측 정밀도

는 0.1°C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NOAA/AVHRR 해

수면온도 자료와 실측 수온 자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의 실측

자료를 총 12,618,962 개 획득하였다. 수집한 해양 관측 자료는 위성 자료

와 일치점 생산을 위하여 수온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관측 시간, 위도,

경도 등의 관측 정보들을 포함하여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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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구름 탐지 방법

위성 적외 영상으로부터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름을 탐

지하여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OAA/

AVHRR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구름화소를 탐지하여 제거하는

기존 방법인 경계값 테스트와 본 연구에서 새로이 개발한 딥러닝 모델을

비교하였다.

3.1.1. 경계값 테스트

경계값 테스트란 해수면과 구름이 갖는 복사값의 특성을 기반으로 일

련의 테스트를 적용하여 구름화소와 구름으로 오염된 화소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법이다. 경계값 테스트는 크게 총체 테스트(gross test), 스펙

트럼 테스트(spectral test)와 공간 균일 테스트(spatial uniform test)로

구성되어 있다. 총체 테스트는 구름과 해수면의 복사 특성에 차이를 고

려한 검사 방법이다. 주간 가시광 영역의 반사도가 해수면과 비교하여

비현실적이게 높거나, 열적외 영역에서 지구 방출 복사값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낮은 휘도온도가 관측된 경우 구름화소로 분류한다. 스펙트럼

테스트는 여러 영상의 관측 반사도와 휘도온도에 대한 함수로써 구름화

소를 구별하는 검사이다. 스펙트럼 테스트의 일례로는 채널 4(CH4)와 채

널 5(CH5)의 휘도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휘도온도만으로는 탐지

할 수 없었던 얇은 구름을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 균일

테스트는 구름으로 인해 복사값이 공간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균일 테스트를 위하여 위성 영

상에 3×3 창을 적용하였다. 각 단계별 경계값은 경험적으로 결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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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추정한 값 혹은 수치 예측 모델로부터 결정된 값을 사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주간 위성 자료에 대하여 총 12 가지, 야간 자료는 총

9 가지의 테스트를 수행하였다(Table 2). 먼저 총체 테스트는 주간 2가

지, 야간 1가지 테스트가 적용되었다. 주간의 반사도 경계값 테스트

(AlbeCH2)에서는 반사도가 5를 넘는 경우 구름화소로 판단하였고, 주․야

간 모두 CH4의 휘도온도가 –3.5°C보다 낮은 경우 구름화소로 식별하였

다. 두 번째로 스펙트럼 테스트는 주간의 경우 CH4와 CH5의 차이 특성

을 고려한 스펙트럼 테스트 과정을 적용하였고(Zavody et al., 2000), 야

간의 경우는 가시광 영역의 부재로 인한 구름화소 오탐지를 보완하기 위

하여 CH3과 CH5의 차이 특성을 추가로 수행하였다(Stowe et al., 1991).

두 테스트 모두 CH4의 휘도온도에 대한 함수이며, 적용한 경계값 함수

는 Stowe et al. (199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공간 균일 테스트는 주간

은 6가지, 야간 4가지로 구성하였으며, 3×3 창을 적용한 채널별 표준편

차(standard deviation, STD)와 최대값․최솟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름

탐지를 수행하였다. 추가로 위성의 관측 각도로 인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수면온도의 잠재적인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화소를 제거하였으

며(Park et al., 2015, Sat. ZA), 태양 반짝임(sun glint)에 노출되어 오탐

지될 가능성이 있는 화소도 제거하였다(Sun ZA). 각 단계별 자세한 경

계값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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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Criteria Thresholds

Day

AlbeCH2 > 5 %
BTCH4 < -3.5°C

BTCH4 –BTCH5 > fnc(BTCH4)

STD(AlbeCH2) > 3 %

STD(BTCH4) > 0.7°C

STD(BTCH5) > 0.7°C

MAX(AlbeCH2)–MIN(AlbeCH2) > 3 %

MAX(BTCH4)–MIN(BTCH4) > 0.7°C

MAX(BTCH5)–MIN(BTCH5) > 0.7°C

Sat. ZA > 60°

Sun RA < 5°

MCSST < -3°C or > 38°C

Night

BTCH4 < -3.5°C

BTCH4–BTCH5 > fnc(BTCH4)

BTCH3–BTCH5 < exp(-9.375+0.0342*BTCH4)-1.0°C

STD(BTCH4) > 0.5°C

STD(BTCH5) > 0.5°C

MAX(BTCH4)–MIN(BTCH4) > 0.5°C

MAX(BTCH5)–MIN(BTCH5) > 0.5°C

Sat. ZA > 60°

MCSST < -3°C or > 38°C

Table 2. List of criteria and thresholds for the removal of cloudy and 
cloud-contaminated pixels and pixels with inappropriate satellite zenith angle 
and sun reflection angle (Albe: Albedo of visible channel, BT: Brightness 
temperature of CH3, CH4, and CH5, STD: standard deviation in a 3×3 
window, Max: maximum value in a 3×3 window, Min: minimum value in 
a 3×3 window, Sat. ZA: satellite zenith angle, Sun RA: solar reflection 
angle, MCSST: retrieved SST using MCSS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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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은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착안하여 구현한 정보 처리 기법이다. Rosenblatt (1958)은 신경망의 개

념을 기반으로 퍼셉트론(perceptron)을 개발하였다. 퍼셉트론은 뉴런의

연결 강도를 조정하기 위해 가중치(weight)를 반복하여 학습하는 인공신

경망 모델이다. 초기 모형은 학습 대상이 선형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만

학습이 가능하였고 주어진 신경망의 크기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량이 급

증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은 오차역전파(back propagation) 알

고리즘과 비선형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을 활용한 다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을 개발함으로써 해결되었다(Werbos,

1974). 초기 신경망 모델은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하나의 은닉층(hidden layer)이 존재하는 얕은(shallow) 신경망이

었지만, 3 개 이상의 은닉층과 입․출력층으로 구성된 딥러닝이 급격히

발전하여 사용되고 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과 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신경망

의 깊이가 깊어지고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과적합(overfitting)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과적합이란 학습데이터(training data)가 가진 특성에 대한

예측은 정확하지만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학습데이터에 대해서만 과도하

게 최적화되는 문제를 말한다. 기존 오차역전파 알고리즘의 한계는 각

층 사이에 활성함수가 반복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가중치를 수정하기 위

한 경사도 계산이 누적되는 학습과정에서 경사도가 소실(vanishing

gradient)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존 인공신경망에서 활성함수

로 활용되었던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는 미분값이 1보다 작으므로 층

을 거쳐 갈수록 경사도 소실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가중치의 수

정이 어려워져 학습데이터에 대해 과도하게 최적화된 모델을 발생시키게

되었다(Hochreiter et al. 2001).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그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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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함수의 범위를 -1에서 1로 확장한 하이퍼볼릭 탄젠트(tanh)가 제안되

었지만 여전히 경사도 소실문제가 존재하였다. Nair and Hinton (2010)

은 새로운 활성함수로 ReLU(Rectified Linear Units) 함수를 고안하였으

며, 이는 기존 시그모이드 함수의 단점을 보완하고 과적합 문제를 완화

시키는데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현재 가장 일반적인 활성함수로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름 탐지를 위하여 3개 이상의 은닉층을 가진 딥러닝

모델을 구성하였다(Figure 1). 출력층을 제외한 층에서 과적합 문제를 피

하기 위하여 ReLU 함수를 활성함수로 사용하지였지만 출력층에서는 구

름화소 유무를 구분하기 위한 확률값(0-1)으로 출력하기 위해 시그모이

드 함수를 활용하였다. 손실함수(loss function)로는 평균절대값오차

(mean absolute error, MAE)를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딥러닝 모델의 학습데이터 구성에 있어서는 NOAA/AVHRR 자료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 자체를 학습에 활용하는 대신 각 화소별 구

름 유무를 구별할 수 있도록 복사 특성을 입력 파라미터(input

parameters)로 활용하였다. 주․야간의 화소별 입력파라미터를 Table 2

에 제시하였다. 각 파라미터의 복사 특성의 의미는 기존 경계값 테스트

에서 활용한 변수의 특성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경계값 테스트 변수

중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파라미터는 대표적인 복사 특성만을 남기

고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주간에는 경험적으로 구름 탐지에 활용되는

변수인 가시 영역의 반사도 비를 더했고(AlbeCH2/AlbeCH1; Stowe et al.,

1999), 태양 고도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태양천정각(sun zenith

angle, Sun ZA)을 추가하였다. 주․야간 모두 위도에 따라 해수면온도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소의 위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위도를 파라

미터로 선정하였고, 계절적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 년 중 날짜를

추가하였다. 학습데이터 레이블은 구름화소인 경우 1, 청천화소인 경우를

0으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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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 example diagram of deep learning model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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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arameters Time Parameters

Day

AlbeCH2

Night

BTCH3

BTCH3 BTCH4

BTCH4 BTCH5

BTCH5 BTCH4 –BTCH5 

AlbeCH2/AlbeCH1 BTCH4 –BTCH5 

BTCH4 –BTCH5 STD(AlbeCH2)

STD(AlbeCH2) MAX(BTCH4)–MIN(BTCH4) 

MAX(AlbeCH2)–MIN(AlbeCH2) BTCH4–SSTclim.

MAX(BTCH4)–MIN(BTCH4) MCSST

BTCH4–SSTclim. Sat. ZA

MCSST Day of year

Sat. ZA Latitude

Sun ZA

Sun RA

Day of year

Latitude

Table 3. Input parameters of deep learning model for cloud detection from 
NOAA/AVHRR data at daytime and night-time (Abbreviations are same as 
in Table 2 except Sun ZA: sun zenith angle, SSTclim: climatological SST 
from Multi-scale Ultra-high Resolution (MUR) 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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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OAA/AVHRR 해수면온도 산출

3.2.1. 해수면온도 알고리즘

해수면온도 산출 알고리즘은 Prabhakara et al. (1974)이 위성 적외 영

상을 이용하여 해수면온도를 경험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

을 제시한 이후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해수면온도 산출 알고리

즘 종류는 Multi-Channel Sea Surface Temperature(MCSST),

Cross-Product SST(CPSST), Non-Linear SST(NLSST), PathFinder

SST(PFSST) 등이 있다(McClain, 1985; Walton, 1988; Walton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NOAA/AVHRR 영상으로부터 해수면온도를 산출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split-window MCSST 알고리즘을 활용하였

다. split-window는 11 μm와 12 μm 두 파장대의 차이를 사용하는 방법

이다. 기본적인 해수면온도 산출식은 식 (1)과 같고,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간과 야간에 따라 적용하는 계수가 다르다.

   sec sec  (1)

식 (1)에서 는 위성 천정각, 은 CH4의 휘도온도(°C), 는 CH5

의 휘도온도(°C), 그리고    는 Table 4에 나타낸 주간․야간

의 NOAA 위성별 계수를 의미한다. 해당 계수는 NOAA 산하 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Data and Information(NESDIS)에서 산출한 계

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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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atellite     

Day
NOAA-18 1.02453 2.10044 0.784059 0.00 -0.579631

NOAA-19 1.03851 1.72867 0.85261 0.00 -0.7189935

Night
NOAA-18 1.00841 2.23459 0.736946 0.00 -0.627809

NOAA-19 1.00903 2.22740 0.68015 0.00 -0.7184555

Table 4. Coefficients of the split-window MCSST algorithm for NOAA 
satellites. The coefficients of NOAA-18 and NOAA-19 were derived at 
NOAA/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Data and Information(NES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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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해수면온도 산출 과정

본 연구에서는 경계값 테스트 구름 탐지 기법을 적용한 해수면온도와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해수면온도의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후부

터 ‘경계값 해수면온도’는 경계값 테스트로부터 구름화소을 제거한 후 산

출한 해수면온도를 의미한다.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구름 탐지를 한

경우의 해수면온도는 ‘딥러닝 해수면온도’라 하겠다.

경계값 해수면온도를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육지 영역을

제거한 위성 영상 자료에서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한 경계값 테스

트를 적용한다. 이 테스트를 통하여 구름화소와 청천화소로 구분된 영상

에서 청천화소에 해당되는 영역의 해수면온도를 구한다.

다음으로, 딥러닝 해수면온도를 얻기 위하여 육지 영역을 제거한 위성

자료를 딥러닝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화소별 입력 자료를 구성한

다. 이후 각 입력 자료를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에 적용하여 구름화소와

청천화소로 이루어진 구름 마스크(cloud mask)를 만든다. 구름 마스크를

MCSST 자료에 적용하여 구름화소를 제거한 해수면온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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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chart for the process of estimating 
SST from NOAA/AVHRR by cloud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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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치점 생산 과정

경계값 해수면온도와 딥러닝 해수면온도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해양 실측 수온 자료와 위성 해수면온도 자료가 시공간적으로 일정한 범

위 내에 있는 일치점(matchup point) 자료를 생산하였다. 일치점 자료의

시간 격차는 실측 자료의 시간해상도를 고려하여 최대 30 분으로 정하였

다. 공간 격차는 NOAA/AVHRR 위성 자료의 공간해상도를 고려하여 1

km 이내의 범위를 주었다.

일치점 데이터베이스에는 해양 실측 자료의 관측 시간, 위치 정보, 수

온, 해양 관측부이 고유번호와 위성 자료의 관측 시간, 위치 정보, 해수

면온도, NOAA 위성 고유번호를 수집하여 정확도 평가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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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 성능 평가

주․야간의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료의

일부를 검증데이터(test data)로 만들었고 이를 모델 성능 평가에 활용하

였다. 검증데이터가 구름화소이고 딥러닝 모델 결과가 구름화소인 경우

의 개수를 TP(1,1), 검증데이터가 구름화소이고 딥러닝 모델 결과가 청

천화소인 경우를 FN(1,0), 검증데이터가 청천화소이고 딥러닝 모델 결과

가 구름화소인 경우를 FP(0,1), 검증데이터가 청천화소이고 딥러닝 모델

결과가 청천화소인 경우를 TN(0,0)라고 할 때 Hit rate, Error rate와

False alarm rate에 대한 식은 아래 식 (2), (3), (4)와 같다.

  


(2)

  


(3)

   


(4)

Hit rate는 모델이 예측한 값이 실제값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값이 높을수록 좋은 모델 성능을 나타낸다.

Error rate는 실제로 구름화소이지만 청천화소으로 예측한 비율이고 해

수면온도 영상에서 잔류하는 구름화소를 의미하므로 해수면온도의 오차

를 크게 만드는 화소의 잔존률이다. False alarm rate는 실제로는 청천화

소이지만 구름화소로 예측한 비율이므로 값이 클수록 정확한 해수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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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손실을 의미한다.

주간과 야간의 NOAA-18과 NOAA-19 위성 자료의 구름 탐지를 위

한 딥러닝 모델 검증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모든 경우 Hit rate

가 90%를 넘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Chen et al., 2018). 따라서 NOAA 위성의

해수면온도 산출 과정에서 구름화소 탐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구성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였다.

모델 성능 결과에서 NOAA-18 위성보다 NOAA-19 위성 자료가 더

높은 구름 탐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위성 자료는 발사․개시일로부터

오래 동작할수록 관측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운용된 NOAA-18이 NOAA-19보다 정확도가 낮게 나타난다. 또한

주간 구름 탐지 모델이 야간 구름 탐지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

도를 보인다. 이는 야간 모델과 다르게 주간 모델이 구름 판별에 용이한

가시광 영역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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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atellite Hit rate Error rate False alarm rate

Day
NOAA-18 0.9300 0.0771 0.0629

NOAA-19 0.9552 0.0550 0.0345

Night
NOAA-18 0.9295 0.0767 0.0643

NOAA-19 0.9495 0.0612 0.0397

Table 5. Performance evaluation of deep learning models for cloud 
detection for each satellite (NOAA-18 and NOAA-19) at day an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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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을 적용한 해수면온도 산출

Figure 3은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 결과인 구름 마스크와 이를 적용

하여 산출한 딥러닝 해수면온도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2017년 1월 3일에 관측되었으며, 주간 자료 관측 시간은 06:09 (UTC),

야간 자료는 18:33 (UTC)이다. Figure 3a, 3c의 구름 마스크는 구름화소

인 경우 흰색, 청천화소인 경우 파란색으로 나타내었다. 해수면온도의 분

포로 보았을 때 주간과 야간 모두 비교적 구름화소를 잘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간 해수면온도 분포를 살펴보면(Figure 3b) 위도 40°N,

경도 120°E 부근에 구름화소로 분류되어야 하는 화소가 잔존하여 나타

난다. 이는 해당 자료 관측 기간에 황해에서 해빙이 나타나는 시기이므

로 해빙이 해수면온도로 오탐지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야간의 해수면온도 분포에서(Figure 3d) 쿠로시오 해역과 동해 일부에

부서진 구름(broken clouds) 형상이 보인다. 경계값 테스트로 부서진 구

름을 탐지하는 경우 구름 사이에 존재하는 청천화소까지 구름화소로 과

대탐지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결과는 구름 사이

에 존재하는 청천화소를 잘 구별하여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만해협 부근

해역에서 주변 해수면온도보다 약 10°C 가량 낮게 관측된 수온이 나타

났다. 이는 딥러닝 모델 결과 오탐지된 구름화소가 잔존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야간 모델은 구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입력 파라미터가 주간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모델 정확도가 낮아져 나타난 결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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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s of daytime (a) cloud mask using deep learning model 
and (b) spatial distribution of SST (°C) applied by the cloud mask at 06:09 
(UTC), and nighttime (c) cloud mask using deep learning model and (d) 
spatial distributionof SST (°C) applied by the cloud mask at 18:33 (UTC) 
on Jan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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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야간 경계값 테스트와 딥러닝 모델의 구름

탐지 결과 비교

NOAA/AVHRR 영상의 구름 탐지 기법 비교를 위하여 각 기법을 적

용한 해수면온도와 구름 탐지 결과의 차이를 Figure 4와 Figure 5에 나

타내었다. Figure 4는 2017년 7월 16일 06:07 (UTC)에 관측한 주간 결

과를 나타낸 것이며, Figure 5는 2017년 1월 4일 18:21 (UTC)에 관측한

야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4a, 5a는 주간과 야간의 경계값 해수

면온도 분포이며, Figure 4b, 5b는 딥러닝 해수면온도 분포이다. Figure

4c, 5c에 구름 탐지 결과의 차이를 각기 다른 색깔로 표현하였다. 흰색은

두 기법 모두 구름으로 탐지한 화소를 의미하며 빨간색은 딥러닝 모델은

구름화소로 분류하고 경계값 테스트는 청천화소로 탐지한 화소를 가리킨

다. 딥러닝 모델은 청천화소로 탐지하고 경계값 테스트는 구름화소로 구

별한 화소는 초록색, 두 기법 모두 청천화소로 식별한 경우는 파란색으

로 나타내었다.

주간 결과를 Figure 4에서 먼저 살펴보면 경계값과 딥러닝 해수면온

도 분포가 조금 상이하게 나타났다. 관측한 해수면의 화소 중 흰색이 차

지하는 비율이 58.7%, 빨간색의 비율이 0.6%, 초록색의 비율이 6.0%,

파란색의 비율이 34.7%로 나타났다. 두 기법은 영상 내 대부분 화소를

같은 결과로 분류하였다. 초록색으로 분류된 화소는 위도 40-45°N, 경도

135-140°E 부근 해역에 주로 모여 있고, 나머지 화소의 대부분은 구름화

소와 청천화소의 경계 부분에 분포하고 있다. 빨간색 화소는 차지하는

비율이 비록 낮지만 쿠로시오 해역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다.

야간 결과를 나타낸 Figure 5에서도 경계값 해수면온도와 딥러닝 해

수면온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야간 자료에서 연구 해역의 관

측화소 중 흰색의 비율은 67.1%, 빨간색의 비율은 1.6%, 초록색의 비율

은 10.6%, 파란색의 비율은 20.7%로 나타났다. 야간도 주간 자료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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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영상 내 대부분의 화소가 두 기법을 통해 같은 화소로 판단되

었다. 빨간색 화소와 초록색 화소의 차지 비중을 비교해보았을 때 초록

색의 비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딥러닝 모델이 영상에서

청천화소를 더 많이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록색 화소의 분포 영역

은 대체로 구름화소와 청천화소의 경계부분이다. 딥러닝 기법이 청천화

소로 분류하면서 복원된 화소는 해수면온도 분포의 양상으로 보아 경계

값 테스트에서 청천화소를 오탐지하여 제거한 화소인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일본 열도 남부 쿠로시오 해역의 부서진 구름 형태가 나타나는 해역

과 동해 중앙부에 복원된 화소가 있는 해역을 확대하여 살펴보면 구름

가장자리의 오염된 온도가 아닌 적절한 해수면온도 분포를 보인다. 다음

으로 대만해협과 양쯔강 중간 해역에 분포한 빨간색 화소는 해수면온도

값을 확인하면 주변 해역보다 약 11-25°C 정도 낮은 온도를 갖는다. 이

화소들에 대해서는 경계값 테스트로 정확하게 제거되지 않은 구름 화소

가 딥러닝 기법으로 정확하게 구름화소로 탐지하여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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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aytime SST distribution (°C) with 
cloud detection (a) by threshold tests and (b) 
using deep learning model, and (c) difference 
of cloud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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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ighttime SST distribution (°C) 
with cloud detection (a) by threshold tests 
and (b) using deep learning model, and (c) 
difference of cloud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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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름 탐지 사례별 결과 비교

4.4.1. 사례 1: 구름 가장자리

구름 가장자리 부근 화소는 경계값 테스트로 구름 유무를 판단할 경

우 경계값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한 위성 영상에서 청천화소임에도 오

탐지되어 제거되는 비율(false alarm rate)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계값

을 기준보다 약하게 주는 경우 구름 가장자리에서 구름으로부터 오염된

화소가 많이 잔존한다. 반대로 정확하게 청천화소만을 탐지하기 위하여

경계값을 강하게 주는 경우 구름 가장자리에 구름화소뿐만 아니라 청천

화소도 많이 제거된다(Petrenko et al., 2010). 많은 선행연구에서 구름

가장자리 부근 화소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해양과 대기 상태를 반

영하는 보조 자료를 활용하거나 동적 경계값을 사용하며 보완하고 있다

(Kriebel et al., 2003; Petrenko et al., 2010).

Figure 6은 2017년 11월 4일 18:56 (UTC)에 동해 중앙부를 관측한 해

수면온도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6a는 경계값 해수면온도 분포이

고, Figure 6b는 딥러닝 해수면온도 분포이다. 관측 해역(위도 35-42°N,

경도 131-140°E)에 대하여 경계값 테스트를 활용하여 청천화소로 탐지

된 화소 개수는 총 91,243 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청천화소로

탐지된 화소 개수는 총 146,538 개로 딥러닝 모델이 청천화소를 총

55,295 개 추가 복원하였다. 또한 복원된 화소의 해수면온도는 주변 해역

과 비교하여 유사한 온도 분포를 보이며 정확한 청천화소 탐지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겨울철 우세한 북풍으로 동해에는 남-북 방향의 줄무늬 구름이 흔히

발생한다. 줄무늬 구름은 구름화소를 정확하게 탐지하기도 쉽지 않으며,

정확한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경계값을 강하게 적용하여 많은

해수면온도 자료를 손실하기도 한다. 따라서 겨울철 동해에서는 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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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으로 제거되는 화소로 인해 산출되는 해수면온도 자료가 매우 귀중

하다. 불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해수면온도 합성장을 제작할 시 해당

해역 해수면온도 합성장의 정확도가 낮아진다(Donlon et al, 1999). 그러나

Figure 6b에서 증명하였듯이 딥러닝 모델 적용으로 정확하게 구름화소

를 탐지하여 많은 해수면온도 자료를 복원시킨다면 해수면온도 합성장

정확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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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ST distribution (°C) on cloud edges in the East Sea over 
the study area (Longitude: 131-140°E, Latitude: 35-42°N) with cloud 
detection (a) by threshold tests and (b) using deep learning model.



- 34 -

4.4.2. 사례 2: 해양 열전선

해양은 일반적으로 공간상에서 균질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구름 탐지

를 위하여 공간 균일 테스트를 수행하고 구름 가장자리와 같이 경계가

명확한 구름화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 열전선 또한 공간적으

로 비균질(non-uniform)한 성질로 인하여 구름제거 과정에서 오탐지되

어 열전선의 경계 부근 화소가 제거되거나 열전선에 인접한 냉수 해역을

구름으로 잘못 분류하여 제거되기도 한다(Gladkova et al., 2015). 본 연

구 해역은 동해와 쿠로시오 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해역은 매우 역

동적인 해역으로 해수면온도의 대조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열전선이 뚜렷

하게 관측된다(Park et al., 2004; Gladkova et al., 2015). 연구 기간동안

두 해역에서 모두 열전선이 관측되었으며, 경계값 테스트를 적용하여 구

름제거를 하였을 때 열전선 부근에서 구름으로 오분류되어 해수면온도

자료의 손실을 보였다(Figure 7, 8).

Figure 7에서는 동중국해를 포함한 쿠로시오 해역에서 강한 열전선을

관측할 수 있다. 경계값 해수면온도 분포에서는 해수면온도의 강한 대조

를 보이는 부근에서 띠 형태로 구름화소가 관측된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에 딥러닝 해수면온도 영상에서는 구름으로 탐지된 화소가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쿠로시오 해역의 열전선을 관측한 해역(위도 30-34.5°N, 경

도 125-135°E)에 대하여 경계값 테스트로 산출한 청천화소는 229,009 개,

딥러닝 모델로 산출한 청천화소는 269,820 개로, 딥러닝 모델이 총 40,811

개 추가적으로 청천화소를 탐지하였다.

Figure 8은 동해의 열전선 관측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7에서 관측

한 것과 같이 경계값 테스트로는 해수면온도 대조가 강한 곳에 띠 형태

의 구름화소가 제거되었지만 딥러닝 기법으로는 열전선의 형태를 잘 나

타내며 해수면온도 자료가 보존됨을 알 수 있다. 동해의 열전선을 관측

한 해역(위도 39-45°N, 경도 127-136°E)에 대하여 경계값 테스트의 청천

화소는 82,075 개, 딥러닝 기법의 청천화소는 152,282 개로, 딥러닝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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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207 개 더 청천화소를 보존하였다.

Figure 7, 8에 나타난 경계값 해수면온도 분포에서 열전선은 구름화소

로 다소 과대탐지되어 제거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연구 기간동안 겨

울철 전 연구 해역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해수면온도 산출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경계값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해당

해역에 대하여 열전선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경우 공간 균일 테스트의

경계값을 기준보다 조금 약하게 결정하고 주관적으로 구름화소를 제거하

는 단계를 추가하여 영상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열전선 관측을 위한 해수

면온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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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ST distribution (°C) on thernal fronts near Kuroshio current 
over the study area (Longitude: 125-135°E, Latitude: 30-35°N) with cloud 
detection (a) by threshold tests and (b) using deep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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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ST distribution (°C) on thernal fronts in the East Sea over the 
study area (Longitude: 127-136°E, Latitude: 39-45°N) with cloud detection 
(a) by threshold tests and (b) using deep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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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사례 3: 용승

한반도 동해안에서는 여름철 우세한 남풍으로 인하여 용승현상이 나

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 기간동안 동해안에 용승이 발생하였고 위성 해

수면온도 영상으로부터 관측할 수 있었다. 용승은 심해의 차가운 해수의

공급으로 연안에서 주변 외해보다 최대 10-15°C 차이를 보일 정도로 차

가운 냉수대가 관측된다(Park and Kim, 2010). 이러한 해상 환경으로 인

해 냉수대는 구름화소로 오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또는 실제로 옅은

안개가 생겨 위성 관측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Figure 9는 2017년 7월 12일 06:53 (UTC)에 관측한 동해안의 용승 현

상이다. 경계값 테스트로는 용승해역을 완벽하게 구름화소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반면에 딥러닝 기법은 해당 화소를 청천화소로 구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제공하여 용승 현상이 나타나는 일부가 관

측되었다. Figure 9b에서 관측한 용승 해역의 냉수대는 주변 외해보다

최대 10°C 정도의 온도차를 보인다. 경계값 테스트와는 달리 딥러닝 기

반 구름 탐지 기법은 충분한 학습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용승과 같은 극

단적인 해상 환경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수면온도 관측이 가능함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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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ST distribution (°C) on cold upwellings in the East Sea over the 
study area (Longitude: 128-132°E, Latitude: 34-40°N) with cloud detection 
(a) by threshold tests and (b) using deep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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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수면온도 합성장

2017년 4월의 총 57개의 야간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4월 해수면온도

합성장을 제작하여 Figure 10에 제시하였다. 해수면온도 합성장은 4월에

산출된 해수면온도 자료를 각 화소별로 평균한 후 3×3 평균창을 영상

전체에 적용하였다. 3×3 평균창은 공간적으로 연속적인 온도 분포를 보

이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구름화소는 주변 수온과 비교하여 낮은

수온 분포를 보이므로, 합성장을 구성하는 해수면온도 영상에서 완벽하

게 구름이 제거되지 않은 화소가 존재한다면 평균 과정에서 화소의 온도

를 낮추며 영상에서 패치(patch)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패치 형태

의 화소가 잔존하는 영상에서 3×3 평균창을 적용한다면 주변 화소까지

영향을 주므로 해수면온도가 공간적으로 얼룩진 형태를 보인다. Figure

10a는 4월의 경계값 해수면온도로 제작한 해수면온도 합성장이고 Figure

10b는 딥러닝 해수면온도의 4월 합성장이다. 경계값 합성장은 딥러닝 합

성장과 비교하여 부분 얼룩진 형태가 나타난다. 이에 반해 딥러닝 합성

장은 비교적 공간적으로 균일한 것으로 보이며 쿠로시오 해류의 사행,

동중국해에 형성된 열전선과 동해에 존재하는 중규모 소용돌이와 같은

다양한 해양 상층의 현상이 또렷하게 나타난다.

두 해수면온도 합성장을 비교하기 위하여 Figure 10c에서 두 영상의

차이(경계값-딥러닝)를 제시하였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4월 합성장 차

이는 해역 전반에 걸쳐 음의 편차(negative bias)를 보인다. 즉, 딥러닝

합성장이 경계값 합성장과 비교하여 더 높은 온도임을 알 수 있다. 경계

값 해수면온도 영상은 딥러닝 해수면온도 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구름화

소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영상이 더 많이 존재하고 이는 합성장의 수

온을 낮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해상 환경을 알맞게 반영한 합성장이

되지 못한다. 두 합성장 차이는 쿠로시오 해역에서 음의 편차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데,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20°C 이상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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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도 한다. 황해와 동해의 대부분 해역에서는 온도차가 1°C 내외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해 중앙부에 미세하지만 양의 편차를

보이는 해역이 있다. 동해 해역은 중규모 소용돌이, 해양 열전선, 해빙

등 다양한 해양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역이다. 앞서 4.4.2.항에서 확

인한 것처럼 경계값 테스트는 해양 열전선 경계를 대부분 구름화소로 구

분하였다. 해양 열전선은 해수면온도의 대조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므

로 딥러닝 해수면온도에 열전선의 특징을 가진 화소가 존재한다면 경계

값 해수면온도와 비교하여 조금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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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onthly SST composite (°C) 
(a) with cloud detection by threshold tests 
and (b) using deep learning model, and (c) 
difference of SST composite (°C) on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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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NOAA/AVHRR 해수면온도 정확도

4.6.1. 일치점 자료 분포

본 연구에서는 경계값 해수면온도의 정확도와 딥러닝 해수면온도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일치점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였다.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간의 경계값 해수면온

도 영상과 해양 실측 자료를 비교한 결과 총 3,471 개의 일치점을 얻었

다. 딥러닝 해수면온도와 실측 자료간의 일치점 자료의 개수는 동일한

기간 동안 수집했을 때 총 4,201 개의 일치점을 생산하였다. 두 일치점

데이터베이스 개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구름의 유무로 인한 해수면

온도 자료 보존․손실, 해양 실측 수온이 관측된 위치 및 시간 정보에

영향이며 이로 인하여 일치점 개수가 달라진다. 주·야간 위성의 월별 일

치점 자료 개수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전체 기간동안 월별 일치점 자

료의 개수는 경계값 해수면온도와의 일치점보다 딥러닝 해수면온도와의

일치점의 개수가 더 많았다. 앞선 연구에서 경계값 테스트는 정확한 해

수면온도 산출을 위해 구름화소를 과대탐지하여 제거하는 경향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딥러닝 해수면온도의 일치점과 비교하여 더 적은

수의 일치점이 획득된 것으로 보인다. 1월과 2월엔 NOAA-18와 실측 자

료간의 일치점이 생산되지 않았다. 딥러닝과 경계값 해수면온도 모두

NOAA-19의 자료가 NOAA-18보다 많은 수의 일치점이 획득되었고, 주

간자료보다 야간자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일치점들의 공간 분포는 위성으로부터 산출된 해수면온도의 오차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ure 11에는 기법별 연구 영역에

서 생성된 일치점의 공간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ure 11에서 빨간색 별

표는 경계값 해수면온도 자료와 해양 실측 자료가 일치된 위치를 나타내

며, 파란색 원은 딥러닝 해수면온도와 실측 자료간의 일치점 생성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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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 한반도 주변 연안에 존재하는 기상 부이로부터 모든 경우

일치점이 생산되었으며 다수의 일치점이 연안 부근의 기상 부이로부터

획득되었다. 한반도 연안을 제외하고 황해에서 생성된 일치점 자료는 없

으며, NOAA-18의 주간 일치점에는 동해의 자료가 부재한다. 표층 뜰개

와 위성 영상 간의 일치점은 대부분 쿠로시오 해역에서 생성되었다. 두

기법의 구름 탐지 후 해수면온도 자료가 동일하다면 모두 같은 일치점이

생산되었겠지만 일치점 생산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차이를 보인다. 따라

서 전 기간동안 두 기법으로 구름 탐지한 결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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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mask

Time Sat.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Threshold
test

Day
18 0 0 18 50 57 62 33 48 63 26 13 12 382

19 84 80 77 97 84 94 110 97 112 107 97 68 1,107

Night
18 97 54 38 13 12 1 21 34 80 65 99 72 586

19 72 96 92 92 119 111 113 175 140 150 133 103 1,396

Total 253 230 225 252 272 268 277 354 395 348 342 255 3,470

Deep
learning

Day
18 0 0 21 60 68 78 50 63 78 28 18 15 479

19 106 98 99 113 101 114 121 119 142 133 124 84 1,354

Night
18 114 67 42 12 12 2 26 42 89 81 116 81 684

19 93 121 114 108 132 133 135 198 173 184 164 129 1,684

Total 313 286 276 293 313 327 332 422 482 426 422 309 4,201

Table 6. Monthly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matchup points between 
NOAA satellite data with cloud detection (threshold tests and deep learning 
model) and oceanic in-situ measurements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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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patial distributions of matchup points between NOAA/AVHRR 
data and in-situ measurements at daytime and nighttime in 2017, where the 
red asterisk(*) represents matchup points with SST by threshold tests and 
the blue circle represents matchup points with SST by deep learning cloud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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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NOAA/AVHRR 해수면온도 정확도

경계값 해수면온도와 딥러닝 해수면온도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주․야간의 해양 실측 수온과 비교한 결과를 Figure 12와 Figure 13에

제시하였다. 경계값 해수면온도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고, 딥러닝 해수면

온도는 파란색으로 도시하였다. 경계값 해수면온도에 대한 자료를 먼저

도시하고 그 위에 딥러닝 해수면온도 자료를 표현했기 때문에 딥러닝의

일치점이 더욱 많아 보이지만 두 자료의 개수 차이는 전부하여 약 800

개정도이다.

Table 7에 실측 해수면온도에 대한 경계값 해수면온도, 딥러닝 해수

면온도의 일치점 개수, RMSE, 편차를 정리하였다. 주․야간 관계없이

경계값 해수면온도의 RMSE는 1.58°C, 편차는 –0.24°C로 나타났다. 딥

러닝 해수면온도의 RMSE는 0.72°C, 편차는 0.06°C로 양의 편차를 보였

다. 일반적으로 극궤도 위성에서 산출한 해수면온도 오차는 1 K 이내로

알려져 왔다(McClain, 1985; Walton, 1988, Walton et al., 1998). 딥러닝

해수면온도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경계값 해수면온

도는 허용 정확도 범위를 초과하였다. 경계값 해수면온도의 주간 정확도

는 NOAA-19, NOAA-19 위성 모두 RMSE 1°C 이하의 정확도를 보이

지만, 야간의 경우 NOAA-18의 경우 RMSE는 2.04°C, NOAA-19의

RMSE는 1.89°C로 매우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 경계값 해수면온도는 모

든 경우 음의 편차를 보이는데, 정확하게 구름이 제거되지 않은 해수면

온도 자료와 해양 실측 자료간의 일치점에서 큰 음의 편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주간 실측 자료와 위성 해수면온도 자료 비교를 살펴보면,

NOAA-18 위성의 경우 두 해수면온도 모두 실측 수온에 대하여 선형의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NOAA-19 위성의 경우 딥러닝 해수면온도는 선형관계를 보이며 잘 일

치하지만 경계값 해수면온도는 몇 개의 자료가 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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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위성 해수면온도와 해양 실측 수온

의 오차를 도시하였다(Figure 12c, 12d). 딥러닝 해수면온도 오차는 실측

수온에 대하여 대략 –3-3°C 이내에 분포하지만, 경계값 해수면온도 오

차는 –10°C에 가까운 큰 오차를 나타낸다.

야간 실측 자료와 위성 해수면온도 자료를 비교하면, 딥러닝 해수면온

도의 경우에는 주간과 마찬가지로 실측 자료와 선형 관계를 보이고 해수

면온도 오차 범위도 마찬가지로 –3-3°C 이내에 분포하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계값 해수면온도의 경우 실측자료와 선형관계

는 보이지 않고, 해수면온도 오차의 경우 최대 –20°C에 이르며 매우 낮

은 정확도를 보인다. 경계값 해수면온도 자료의 낮은 정확도는 해수면온

도 산출 시 구름 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영상 내에 구름화소가 잔

재하고, 구름화소에서의 온도와 실측 수온의 값이 시공간적으로 일치되

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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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arisons in daytime between in-situ water temperature (°C) 
and (a) NOAA-18 and (b) NOAA-19 SST (°C), and the distribution of SST 
errors (satellite-in-situ) from (c) NOAA-18 and (d) NOAA-19 as a function 
of the in-situ water temperature (°C). The red circle represents matchup 
points with SST by threshold tests and the blue circle represents matchup 
points with SST by deep learning cloud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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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mparisons during nighttime between in-situ water temperature 
(°C) and (a) NOAA-18 and (b) NOAA-19 SST (°C), and the distribution of 
SST errors (satellite-in-situ) from (c) NOAA-18 and (d) NOAA-19 as a 
function of the in-situ water temperature (°C). The red circle represents 
matchup points with SST by threshold tests and the blue circle represents 
matchup points with SST by deep learning cloud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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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atellite

Threshold tests Deep learning model

Matchup
points

RMSE
(°C)

Bias
(°C)

Matchup
points

RMSE
(°C)

Bias
(°C)

Day
NOAA-18 382 0.7540 -0.1131 479 0.7045 0.0193

NOAA-19 1,107 0.9438 -0.0921 1,354 0.6972 0.0568

Night
NOAA-18 586 2.0422 -0.3075 684 0.7611 0.1150

NOAA-19 1,396 1.8887 -0.3677 1,684 0.7401 0.0619

Total 3,471 1.5760 -0.2426 4,201 0.7248 0.0643

Table 7. SST errors (RMSE, bias) between NOAA/AVHRR data and in-situ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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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의 해수면온도 정확도 향상 기여도

앞서 Figure 12와 Figure 13에서 경계값 해수면온도와 딥러닝 해수면
온도의 정확도를 살펴보았을 때 딥러닝은 실측자료와 선형관계를 유지하
며 잘 일치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경계값 해수면온도는 높은 실측 수온
값에 비해 낮은 해수면온도를 보였다. 이를 보다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
기 위하여 Figure 14에 주․야간의 실측 자료에 대한 해수면온도 오차의 
구간별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Figure 14에서 빨간색 점선은 경계값 해수
면온도 오차의 구간별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파란색 실선은 딥러닝 해수
면온도 오차의 구간별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주간과 야간 모두 딥러닝 해수면온도의 표준편차보다 경계값 해수면
온도의 표준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실측 수온이 5-10°C 사이일 
때는 두 위성 자료간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주간의 실측 수온 자
료 범위가 10-35°C일 때 경계값 자료는 표준편차가 1°C를 웃도는 값으
로 나타나며, 딥러닝은 약 0.7°C의 표준편차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그러나 야간 자료의 경우 딥러닝 자료의 경우도 0.8°C 정도의 표준
편차를 보이며 조금 변동이 크게 나타났지만, 경계값 해수면온도의 경우
는 실측 자료가 약 30°C일 때 최대 3°C 이상의 표준편차도 나타난다.

위성 해수면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딥러
닝 기법으로 구름을 탐지하여 산출한 해수면온도 자료가 경계값 테스트
를 적용하여 해수면온도를 산출한 자료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정확도가 
높은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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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tandard deviation of SST errors (Satellite-in-situ) 
for each interval as function of in-situ water temperature (°C) 
at (a) daytime and (b) nighttime. The red dashed line 
represents SST error with cloud detection by threshold tests 
and the blue solid line represents SST error with cloud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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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수집한 NOAA/AVHRR 영상으

로부터 정확한 해수면온도 산출을 위하여 딥러닝 기반의 구름 탐지 기법

을 개발하였다. 딥러닝 기반의 구름 탐지 기법은 주․야간의 각 화소별

채널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계값 테스트와 유사하지만, 고정

된 경계값으로 구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각 복사량의 비선형적인

특성에 맞춰 구름화소와 청천화소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입력 파라

미터와 모델 구조를 결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름 탐지를 위한 딥

러닝 모델을 구성한 후 모델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딥러닝 구름 탐지 모델이 경계값 테스트보다 NOAA/AVHRR 해수면

온도 정확도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방법과 구름 탐지

결과를 비교하였다. 주․야간 각 자료에 두 구름 탐지 기법을 따로 적용

하여 위성 영상에서 구름화소를 제거한 해수면온도 산출 자료를 비교하

였을 때 딥러닝 기법이 경계값 테스트보다 구름화소를 더 적절히 판단하

여 해수면온도 자료 손실을 막고 자료가 희박한 지역에서 해수면온도 자

료 획득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계값 테스트로부터 오탐지된 화

소에 대해 딥러닝 모델은 정확하게 구름과 청천화소로 구분함을 보았다.

특히 경계값 테스트로는 구름과 청천화소의 오탐지가 잦은 구름 가장자

리 부근과 해양 열전선 부근, 용승 시기 냉수대에서 구름 탐지 결과를

비교하였다. 구름 가장자리의 경우 경계값 테스트는 정확한 해수면온도

산출을 위하여 구름으로 의심되는 화소를 제거함으로써 청천화소까지 제

거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딥러닝 구름 탐지 기법으로는 구름 가장자

리에 존재하는 구름과 구름 오염 화소를 정확하게 탐지하여 제거하였다.

동해와 쿠로시오 해역에 존재하는 열전선은 해수면온도의 대조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계값 테스트로는 열전선 경계를 구름화소로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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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딥러닝 모델은 열전선의 경계는 청천화소로 구분하여 구름화소만

적절하게 탐지함을 확인하였다. 용승 시기의 냉수대는 주변 해역과의 환

경 차이로 구름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으나 딥러닝 모델에 학습자료를

적절히 제공한다면 냉수대의 해양 환경을 관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확한 구름 탐지 기법이 해수면온도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기법을 적용한 위성 해수면온도와 실측 수온 자료

간의 일치점을 생산하고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경

우 해수면온도의 정확도는 전체 RMSE 0.72°C, 편차 0.06°C로 일반적인

극궤도 위성의 정확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계값 테스트를

적용한 경우, 해수면온도 영상 내에 잔류하는 구름화소의 영향으로 해수

면온도의 정확도는 RMSE가 1.58°C, 편차 –0.24°C로 매우 낮은 정확도

를 보였다. 따라서 딥러닝 기법의 구름 탐지 방법은 NOAA/AVHRR 해

수면온도 정확도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해 NOAA/AVHRR 해수면온도의 정

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딥러닝 모

델을 구축하였고, 1 년 간의 자료로 해수면온도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장

기간 운용되어온 NOAA 위성 전체 자료의 해수면온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는 추후 더욱 심도있게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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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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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AVHRR Sea Surface

Temperature Accuracy Based on

Deep-Learning Cloud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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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surface tempearture (SST), the most fundamental parameter

for understanding oceanic and atmospheric environment, allows

observation of various marine phenomena in the upper ocean and

directly affects weather and climate change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atmosphere. Since sea surface temperature observed in thermal

infrared region of the satellite is estimated from the clear sky pixels,

a cloud detection procedure is essential for deriving sea surface

temperatur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has

used threshold tests for cloud detection, however, threshold test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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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on weakness that they employ static or partially static

thresholds that do not apply to various environments causing SST

errors. To improve accuracy of NOAA/AVHRR sea surface

temperature around Korea Peninsula, cloud detection based on deep

learning is developed. Comparing deep learning model for cloud

detection to threshold tests, deep learning model shows accurate

detection both cloudy and clear sky pixels, especially in the area with

high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such as cloud edges, thermal

fronts, and cold upwelling. To compare the accuracy of cloud

detection by deep learning model and thresholds tests, we collocated

two sets of matchup data; One is of in-situ data and SST with cloud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model (deep learning SST), and the

other is of in-situ data and SST with cloud detection by threshold

tests (threshold SST). Deep learning SST showed a root mean

square error (RMSE) of about 0.72°C and a positive bias of 0.06°C

with respect to the in-situ water temperature. Threshold SST showed

a RMSE of 1.58°C and a negative bias of -0.24°C with respect to the

in-situ water temperature. Therefore, the cloud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has ability to accurately work

for detecting cloudy pixels and is verifi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accuracy of NOAA/AVHRR sea surface temperature

keywords : NOAA/AVHRR, deep learning, cloud detection,

sea surface temperature,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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