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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체 해양 표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해빙(sea ice)은 극지방에서 일차적으로 형성되며, 일

반적으로 밝은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킨다. 따라서 해빙이 분포하

고 있는 지역은 낮은 기온을 유지하게 되며, 해빙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해빙 표면이 반사하는 태

양 에너지가 작아지고 극지방의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지구상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극지방에서의 

작은 온도 상승은 전 지구적인 온도 상승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Vinnikov et al., 1999).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현상은 그 진행 속도가 급격히 빨라짐

에 따라 극지에 분포하고 있는 해빙의 면적과 두께는 빠르게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대양의 해수면 상

승과 함께 지구 온난화로 야기되는 전 지구적인 기후 및 환경 변화를 관찰하는데 일차적인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Barry, 2002; Barry et al., 1993; Lemke et al., 2000; Parkinson et al., 2001; Piwowar et al., 

1998; Singarayer et al., 2006; Vinnikov et al., 1999; Zwally et al., 1983). 

이러한 해빙은 인간의 직접적인 접근이 제한적인 극지 해양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 지속적인 관측이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인공위성 원격탐사(satellite remote sensing)

를 이용한 해빙 관찰이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1960년대의 해빙 원격탐사는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파장 대역을 이용한 관측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대기 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태양 고도가 높은 시기

가 많지 않은 극지방의 특성상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통해 촬영된 광학영상은 크게 유용하지 못했다. 

1970년대부터 태양 고도와 대기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야간의 구분 없이 넓은 범위에 대한 고품

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동 마이크로파(passive microwave) 센서가 해빙 원격탐사에 사용되기 시

작하였다(Han and Lee, 2007). 최근에는 광학센서와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비롯해 고도계(altimeter), 

산란계(scatterometer), 합성 구경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등 다양한 센서가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극지의 해빙을 관찰하고 있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1972년 ESMR(Electrically Scanning Microwave Radiometer)이 발사된 이후 

해빙과 관련된 30여 년 간의 축적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공간해상도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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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km로써 매우 취약하지만, 극지 표면의 전체적이고 연속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해빙의 

영년 변화 및 면적의 증감 등을 연구하는데 그 효용 가치가 매우 높다(Bjørgo et al., 1997; Cavalieri et 

al., 1997; Gloersen and Campbell, 1988; Stroeve et al., 1998; Zwally et al., 2002).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SSM/I(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와 

AMSR-E(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Earth Observing System)로써, 각각 1987년과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일 북극과 남극의 해빙을 관찰하고 있다. SSM/I와 AMSR-E는 다양한 주파수로 

구성된 채널을 이용하여 해빙 표면의 복사세기를 관찰하며, 이로부터 해빙 면적비(sea ice concentration, 

SIC)를 알려주고 있다(Cavalieri et al., 1999; Cavalieri et al., 1997; Cavalieri et al., 2006). SSM/I와 

AMSR-E는 해빙 표면의 복사세기로부터 SIC를 계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SSM/I

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SIC 계산 알고리즘은 NASA Team(NT) 알고리즘(Cavalieri et al., 1991; 

Cavalieri et al., 1984)과 Bootstrap(BT) 알고리즘이며(Comiso, 1986), AMSR-E에는 Enhancement 

NASA Team(NASA Team 2, NT2) 알고리즘이 사용된다(Comiso et al., 2003; Markus and Cavalieri, 

2000). 

SSM/I SIC와 AMSR-E SIC의 정확성 검증 및 평가,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인공위성 영상을 사용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 황종선 외(2003)의 연구에서 SSM/I NT SIC는 20% 이상의 값을 가질 때 레이

더 고도계 및 산란계 자료로부터 산출된 SIC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iso et 

al.(1997)은 SSM/I NT SIC를 Landsat-5 TM(Thematic Mapper)과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위성의 AVHRR(Advance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그리고 

RADARSAT SAR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SIC와 비교하였고, SSM/I NT SIC가 다른 위성영상에서 계산

된 SIC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다. Markus and Dokken(2002)은 북극의 여름철에 북극 

중심부와 해빙 분포영역의 가장자리(marginal ice zone, MIZ)를 촬영한 SAR 영상으로부터 SIC를 추출

하였고, 이를 현장조사 자료 및 NT와 NT2 알고리즘을 적용한 SSM/I SIC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여름철 북극의 MIZ에서 NT2 알고리즘이 NT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SIC를 계산한다는 결론을 얻었

다. Belchansky and Douglas(2002)는 RADARSAT-1 ScanSAR 영상과 OKEAN 영상을 SSM/I NT 

SIC와 비교하였으며, SIC를 비교적 작게 계산하는 NT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Heinrichs et 

al.(2006)은 북극 베링 해(Bering Sea)의 MIZ에서 AMSR-E NT2 SIC의 정확성 평가를 위해 

RADARSAT-1 SAR 영상 및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영상과 비교하

였으며, 두께가 얇은 해빙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AMSR-E NT2 SIC에 오차가 있음을 밝혔다.  

이 외에도 SSM/I와 AMSR-E SIC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많은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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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영상(Kern et al., 2003; Shokr and Markus, 2006) 또는 Landsat TM/ETM+(Cavalieri et al., 2006; 

Worby and Comiso, 2004), Terra/Aqua MODIS(Drüe and Heinemann, 2005), 그리고 NOAA 

ANHRR(Emery et al., 1994; Emery et al., 1991)과 같은 중저해상도의 광학영상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

러나 SAR 영상은 new ice와 같은 얇은 두께의 해빙을 바다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Terra/Aqua MODIS와 NOAA AVHRR 등의 1 km급 저해상도 광학센서는 넓은 범위의 해빙을 

관찰할 수 있지만 해빙의 표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한향선과 이훈열, 2007). 

Landsat의 TM과 ETM+의 공간해상도는 30 m로 MODIS와 AVHRR보다 우수하지만 해빙 표면을 자세

히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극지방에 대한 제한적인 촬영계획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거의 

없다. SAR 영상과 중저해상도 광학영상의 단점은 고해상도의 광학영상을 촬영하여 극복할 수 있지만 

기상 및 태양 고도 등의 촬영조건 충족 여부, 그리고 고비용이라는 문제로 인해 수동 마이크로파 SIC와

의 비교 연구에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저해상도 위성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SSM/I와 AMSR-E SIC를 보다 정밀하게 비

교 분석하고자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인 KOMPSAT-1(KOrea Multi-Purpose SATellite-1)의 

EOC(Electro-Optic Camera) 센서로부터 획득된 북극과 남극의 해빙 영상을 이용하였다. 6 m급의 고해

상도 광학센서인 EOC는 2005년 7-8월 사이에 북극 해빙을 촬영하였고, 9-11월 사이에 남극 해빙을 촬

영하였다. 북극과 남극의 EOC 영상으로부터 해빙과 바다를 분류하여 SIC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NT 알

고리즘으로 계산된 SSM/I SIC, NT2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AMSR-E SIC와 각각 비교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해빙이 각각의 수동 마이크로파 SIC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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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론

1. 해빙

해빙은 염분이 존재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형성된 것으로 성장부터 소멸의 과정이 모두 바다에서 이루

어지며, 이 점에서 육지 기원의 얼음인 빙붕(ice shelf), 빙상(ice sheet), 빙하(glacier)와 구별된다. 일반

적으로 해빙은 가을과 겨울에 형성되며, 해빙이 최대로 팽창하는 시기에는 전 지구 표면의 6% 이상을 

차지한다(Thomas and Dieckmann, 2003). 해빙은 봄철부터 녹기 시작하여 여름이 되면 대부분이 소멸되

지만 북극해의 중심부와 남극의 웨델 해(Weddell Sea), 그리고 일부 고위도 지역에서는 여름이 되어도 

해빙이 녹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한향선과 이훈열, 2007). 

북극과 남극에 존재하는 해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성 및 존재 환경이다. 북극의 해빙은 북극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주변 대륙의 해안 근처까지 확장되며, 남극의 해빙은 남극 대륙의 둘레에 형성되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의 일부분까지 확장된다. 북극의 해빙 분포 범위는 2-3월에 캐나다의 허드슨 만

(Hudson Bay)과 일본의 오호츠크 해(Sea of Okhotsk)까지 확장되는데, 그 범위가 최대가 될 때는 북극

점으로부터 동해가 위치한 북위 44°까지 분포하기도 한다(Comiso et al., 1997). 4월부터 북극의 해빙은 

그 분포 범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9월이 되면 해빙의 면적은 최소를 나타낸다(Wadhams, 2000). 북극

과 계절이 반대인 남극에서 해빙은 9월에 최대로 확장되며, 대부분 남위 55-75° 사이에 위치한다. 남극

의 해빙은 9월 말부터 녹기 시작하며 2월에 그 분포 면적은 최소가 된다. 

북극과 남극의 해빙은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 성장과 감소가 결정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에너지 흐

름을 결정하는 해양의 열 유량(heat flux)을 비롯하여 해빙의 평균 두께, 평균 존재 기간 등 많은 부분

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북극에서 열 유량은 평균 2 Wm
-2
이지만, 남극해의 경우 30 Wm

-2
에 달하는 지

역도 존재한다(Lytle et al., 2000). 북극 해빙의 평균 두께는 1976년 약 5 m로 관측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1996년에는 3 m로 관측되었다. 남극의 해빙은 최근에 두께 관측이 시작되었으며, 평균 두께는 

0.5-0.6 m인 것으로 알려진다(Wadhams, 2000). 북극해의 가장자리에서 해빙은 1년 이하의 존재 기간을 

가지지만 북극해의 중심부에서는 5년 이상의 존재 기간을 가진다. 그러나 남극에서 2년 이상 존재하는 

해빙은 극히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여름에 모두 녹는다(Comiso et al., 1997; Ha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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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cken, 2001). 이 밖에 북극과 남극 해빙의 주요 특성 차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SIC는 해빙 면적비 또는 해빙 밀도라고 하며, 일정한 면적 내에서 해빙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백분

율로 나타낸 것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SIC가 15% 이상일 때 신뢰할 수 있는 값으로 사용된다. 인공

위성 영상자료에서 15% 이상의 SIC를 나타내는 픽셀의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해빙 영역이라고 하며, 

해빙 영역 내에서 해빙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픽셀 면적 × SIC)를 해빙 면적이라 한다(Bjørgo 

et al., 1997; Vinnikov et al., 1999). 

Feature Arctic Antarctic

Maximum extent
15.7 × 10

6
 km

2

(February-March)

18.8 × 10
6
 km

2

(September)

Minimum extent
9.3 × 10

6
 km

2

(September)

3.6 × 10
6
 km

2

(February)

Mean thickness
1996: 3 m

1976: 5 m
0.5-0.6 m

Annual ice cover 7 × 10
6
 km

2
: <50% 15.5 × 10

6
 km

2
: >80%

Multi-year ice 9 × 10
6
 km

2
: <50% 3.5 × 10

6
 km

2
: <50%

Latitudinal range 90°N to 44°N 55°S to 75°S

Annual average heat flux 2 Wm
-2

5-30 Wm
-2

Platelet ice
Sporadic

Fresh water under floes
Common under fast ice

Polynyas Coastal Large, open ocean

Melt ponds Significant feature Insignificant feature

Superimposed ice Present Insignificant

Sea ice residence time 5-7 years 1-2 years

Drift velocity 2 km/day >20 km/day

Texture 5-20% frazil 50-60% frazil

Salinity Generally low High

Table 1. Examples of major differences between Arctic and Antarctic sea ice (Thomas and 

Dieckman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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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빙의 유형 분류

해빙의 유형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Table 2). 먼저 해빙의 유형은 해빙의 

연령 및 형태, 그리고 두께에 따라 new ice, young ice, first-year ice, multi-year ice로 각각 분류될 수 

있다(WMO, 1970). New ice는 해빙이 형성되는 단계 중 첫 번째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0 cm 이하의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진다. New ice는 형성되는 환경에 따라 다시 여러 종류로 세분될 수 있는데, 바람

이 강하게 불지 않는 곳에서는 표면이 매끄러운 frazil ice, slush, shuga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중에서 

frazil ice는 nilas 또는 grease ice의 형태로 발전한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서 new ice는 표면이 거

친 pancake ice의 형태로 발현한다(Lange et al., 1989; Tonboe and Toudal, 2005). Nilas는 두께와 색깔

에 따라 dark nilas와 light nilas로 세분된다. Dark nilas는 5 cm 이하의 두께를 가지며, 바다 표면과 비

슷한 어두운 색을 나타낸다. Light nilas는 dark nilas보다 표면이 밝고 5 cm 이상의 두께를 가진다. 

Frazil ice가 서로 결합되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 해빙을 grease ice라고 한다. Grease ice는 표면

의 알베도(albedo)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바다와 유사한 색깔을 나타내며, 두께는 풍속과 파도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10 cm를 초과하지는 않는다(Bauer and Martin, 1983). Slush와 shuga는 new ice

의 표면에 눈과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Young ice의 두께는 10-30 cm이며, 두께와 광학 특성에 따라 grey ice와 grey-white ice로 세분된다. 

First-year ice는 가을과 겨울에 형성되어 봄과 여름철에 녹는 해빙으로 1년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두

께는 30 cm-2 m이다. First-year ice는 해빙의 두께에 따라서 thin first-year ice, medium first-year 

ice, thick first-year ice로 그 종류가 세분된다. First-year ice가 여름이 되어도 녹지 않고 존재한다면 

해빙은 multi-year ice로 성장한다. Multi-year ice의 두께는 3 m 이상이며, 평균 2-4년의 존재 기간을 

가진다. 이 해빙 유형은 염분의 함량이 매우 적으며, 표면이 눈으로 덮이지 않았을 경우 푸른색을 띈다. 

해빙 분류의 두 번째 기준은 해빙의 분포 및 이동 특성, 그리고 표면의 성질이다. 이 기준에 따라 해

빙은 land-fast ice, pack ice, 그리고 drift ice로 분류될 수 있다(WMO, 1970). Land-fast ice는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해빙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정착빙이라고도 한다. 정착빙은 육지의 가장자리와 얕은 대륙

붕에 접합되어 형성되며, 바람과 해류에 의한 공간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 정착빙은 일반적으로 1년 이

상 존재하며, 2 m 이상의 두께로 성장하면 이를 빙붕이라고 한다. Pack ice와 drift ice는 모두 해수면 

위에 떠서 해류와 바람에 의해 이동될 수 있는 해빙을 의미하며, 유빙이라는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 그

러나 pack ice와 drift ice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Pack ice는 일정한 면적 내에서 유빙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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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적이 70% 이상이거나 판상형의 해빙이 넓게 분포할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며, drift ice는 유빙의 

면적이 70% 이하일 경우에 사용된다. 이 때, pack ice란 용어는 유빙 대신 부빙 또는 총빙이라는 용어

도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ack ice를 부빙, drift ice를 유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

다.

해빙 분류의 세 번째 기준은 해빙의 분포 면적과 밀집도이다. 해빙의 유형은 일정한 면적 안에서 해

빙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very open ice(10-30%), open ice(40-60%), close ice(70-80%), very 

close ice(90-100%), consolidation ice(100%), 그리고 compact ice(100%)로 세분될 수 있다(WMO, 

1970). Consolidation ice과 compact ice는 모두 밀집도가 100%인 해빙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빙의 표면

에 개빙구역(open water)이 노출되어 있거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경우 consolidation ice에 해당하

며, compact ice는 해빙의 표면에 개빙구역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외에도 해빙의 결합 및 변형 작용에 의해 해빙의 유형이 구분되기도 한다(WMO, 1970). 해빙의 표

면에 눈이 존재하는 경우, 눈은 낮은 온도에서 해빙과 함께 동결되어 설빙(snow ice)을 형성할 수 있다. 

설빙의 유형은 주로 남극에서 발견되며 해빙의 두께에 기여한다. 바람과 파랑 등이 강하게 생성되면 해

빙은 서로 결합되어 날카로운 ridge(ice ridge, 빙맥)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작용을 ridging이라고 하

며, ridging 작용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해빙을 ridged ice라 한다. Ridged ice는 new ice와 유사

한 마이크로파 복사 특성을 가진다(Meier, 2005). 강한 바람과 파랑은 판상 형태의 해빙을 서로 겹쳐놓

기도 하는데, 이러한 작용을 rafting이라고 한다. 그리고 rafting 작용을 통해 형성된 해빙을 rafted ic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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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ystem of sea ice types

according to age, thickness, and 

form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movement, 

and surface properties

according to distribution area 

and concentration

New ice

Frazil ice

<10 cm

Land-fast ice

Forms and 

remains fast 

along the 

coast

Very open ice
10-30% ice 

concentrationGrease ice

Slush and 

Shuga
Open ice

40-60% ice 

concentrationNilas

Pancake ice

Drift ice

<70% ice 

concentration 

and various 

size

Close ice
70-80% ice 

concentration

Young ice

Grey ice 10-15 cm

grey-white ice 15-30 cm

Very close ice
90-100% ice 

concentration

First-year 

ice

Thin first-year 

ice
30-70 cm

Medium 

first-year ice
70-120 cm

Pack ice

>70% ice 

concentration 

and forms 

wide ice floe

Consolidation 

ice

100% ice 

concentration 

with little 

open water

Thick 

first-year ice
>120 cm

Multi-year 

ice

Second-year 

ice

>3 m Compact ice

100% ice 

concentration 

with no open 

water

Multi-year ice

Table 2. Classification of sea ice types according to three classification systems (WMO,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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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이용한 해빙 관측

1) 해빙 원격탐사

해빙의 분포 지역은 인간의 직접적인 접근이 제한적인 극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분포 범위가 매우 넓

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관찰이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광역적인 해빙 지역을 지속적으로 반복 

관찰할 수 있는 인공위성 원격탐사가 해빙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Thomas and Dieckmann, 

2003). 현재 광학센서(optical sensor), 레이더(radar),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각

각의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극지의 해빙을 관찰하고 있다(Table 3). 

Landsat-5와 Landsat-7은 각각 TM과 ETM+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TM과 ETM+는 가시광선과 근

적외선, 중적외선, 열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이용하여 약 185 km×185 km에 해당하는 지역을 촬영하며, 

이로부터 공간해상도 30 m(열적외선 영상의 경우 TM에서 60 m, ETM+에서 120 m)의 광학영상을 제

공한다(Parkinson et al., 2006). Landsat TM/ETM+는 비교적 큰 해빙의 경계, 해빙의 유형 분석, 해빙 

표면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해빙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Cavalieri et al., 

2006; Markus et al., 2003). 그러나 작은 크기의 개빙구역과 리드(lead), 크랙(crack) 등은 관찰할 수 없

고, 크지 않은 촬영 폭(swath width)으로 인해 해빙의 광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16일의 

시간해상도(temporal resolution)를 가지고 있어 연속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며, 매년 수립되는 촬영 계획

에 극지 촬영이 많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획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OAA에 탑재된 AVHRR과 Terra와 Aqua에 탑재된 MODIS는 Landsat TM/ETM+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여 극지의 해빙을 관측한다. AVHRR은 2700 km의 주사 폭과 1.1 k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

어 전 지구적 규모의 해빙을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극지방의 한 지점을 하루에 6번 이상 반복 촬

영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해빙 관측이 가능하다(Zibordi et al., 1995). MODIS는 AVHRR과 비슷한 주

사 폭(2300 km)과 공간해상도(250 m, 500 m, 1 km)를 가지고 있으며(Parkinson et al., 2006), Terra와 

Aqua에 모두 탑재되어 많은 양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AVHRR과 MODIS는 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이용해 야간에도 촬영을 계속하며, 해빙의 영역 및 SIC(Heinrichs et al., 2006; Zibordi et al., 1995), 해

빙의 유형(Lythe et al., 1998), 표면의 온도(Hall et al., 2004; Lindsay and Rothrock, 1994a; Veihelmann 

et al., 2001) 및 알베도(Lindsay and Rothrock, 1994b) 등을 알려주고 있어 해빙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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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AVHRR과 MODIS는 1 km에 달하는 공간해상도가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광역적인 해빙 

관측에 매우 유용하고 시간해상도와 분광해상도(spectral resolution)가 뛰어나며,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

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광학센서는 구름이 적은 맑은 날에 한해서만 고품질의 영상을 제

공할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센서는 능동 센서와 수동 센서로 구분되는데, 두 종류의 센서 모두 태양의 고

도와 대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능동 마이크로파 센서(active microwave sensor)

에 해당하는 SAR 시스템은 ERS-1/2(Dierking and Busche, 2006), RADARSAT-1(Belchansky and 

Douglas, 2002; Heinrichs et al., 2006), ENVISAT(Nakamura et al., 2005) 등의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비

교적 고해상도로 해빙의 영상을 제공하며, 해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시계열적으

로 축적된 SAR 영상은 해빙의 이동과 계절에 따른 두께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SAR 

영상은 두께가 얇은 해빙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며, MIZ에서 해빙과 바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나타낸다

(Kwok et al., 1998). SAR 시스템 외에 능동 마이크로파 센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란계와 레이더 고도

계가 있다. 산란계(Drinkwater and Lytle, 1997; Tonboe and Toudal, 2005)와 레이더 고도계(Hong et 

al., 2000)는 넓은 주사 폭을 가지기 때문에 광역적인 해빙 관측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 십 km의 

공간해상도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빙 관련 연구에 많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물리학적

인 정보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의 개발과 획득된 자료의 정확한 보정이 요구되고 있다(Thomas and 

Douglas, 2003).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수-수십 km의 IFOV(Instantaneous Field Of View)를 가지며, 수십 년간 자

료를 축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해빙 연구에 일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대부분 하루에 한 번 이상 북극과 남극 전체를 관찰할 수 있으며, 극지 표면의 전체적이고 연속

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십 km에 달하는 공간해상도는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크랙과 리드, 개

빙구역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빙과 바다가 나타내는 방사율(emissivity)의 차이를 이용한 SIC가 계산되고 있다(Thomas and 

Douglas, 2003). 

해빙 관측을 처음 시작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Nimbus-5의 ESMR이다. ESMR은 19 GHz 수평 

편광(horizontal polarization, H) 채널 한 개로 구성되었으며, 1972년 12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북극과 

남극의 해빙 복사세기를 관찰하여 25 km의 격자 간격으로 SIC를 나타내었다(Comiso et al., 1997). 1978

년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인 SMMR(Scanning Multispectral Microwave Radiometer)을 탑재한 SeaSat과 

Nimbus-7이 7월과 10월에 각각 발사되었다(Gloersen and Barath, 1977). SMMR은 6.6, 10.7, 18, 2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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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z의 수평, 수직 편광(vertical polarization, V) 채널 등 총 10개의 채널로 구성되었다. SMMR은 1978

년 10월부터 1987년 8월까지 북극과 남극의 해빙을 관찰하였으며, 이틀에 한 번씩 북극과 남극의 SIC를 

25 km의 격자 간격으로 제공하였다(Bjørgo et al., 1997; Cavalieri et al., 1997; Comiso et al., 1997; 

Gloersen and Campbell, 1991; Johannessen et al., 1999).  

현재 해빙을 관측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 DMSP(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의 F-시리즈 위성에 탑재된 SSM/I와 Aqua에 탑재된 AMSR-E가 운용되고 있다. 

SSM/I와 AMSR-E는 각각 1987년 6월 19일과 2002년 5월 4일 발사되어 현재까지 매일 북극과 남극의 

SIC를 알려주고 있다(Comiso et al., 1997; Comiso et al., 2003; Comiso and Steffen, 2001; Markus and 

Cavalieri, 2000). 



- 12 -

Sensor Platform Spatial resolution
Temporal 

resolution
Operation period

Optical

TM Landsat-5

30 m

(120 m thermal 

infrared band)

16 days 1984-present

ETM+ Landsat-7

30 m

(60 m thermal 

infrared band, 

15 m panchromatic 

band)

16 days 1999-present

AVHRR NOAA 1.1 km 1 day 1978-present

MODIS
Terra

Aqua

250 m (band 1-2)

500 m (band 3-7)

1 km (band 8-36)

16 days

(global 

coverage every 

1 to 2 days)

1999-present

(Terra)

2002-present

(Aqua)

EOC KOMPSAT-1 6.6 m 28 days 1999-present

Active 

microwave 

- SAR

AMI-SAR ERS-1/2
26 m in range

6-30 m in azimuth

3 days

35 days

176 days

1991-2000

(ERS-1) 

1995-present

(ERS-2)

SAR-L JERS-1 18 m 44 days 1992-1998

SAR RADARSAT-1 10-100 m 24 days 1995-present

ASAR ENVISAT 30 m 35 days 2002-present

Passive 

microwave

ESMR Nimbus-5 25 km
global coverage 

every 2 days
1972-1976

SMMR Nimbus-7 25 km

global coverage 

every 1 to 2 

days

1978-1987

SSM/I DMSP F- 25 km
global coverage 

everyday
1987-present

AMSR-E Aqua
25 km

12.5 km

global coverage 

everyday
2002-present

Table 3. The major satellite sensors used for remote sensing of sea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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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MPSAT-1 EOC

KOMPSAT-1은 1994년 11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99년 12월 21일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으로, 고도 685 km, 경사각 98.1°의 태양동기궤도를 선회하며 현재까지 정상 운용되고 있다(류

장수 외, 2000). KOMPSAT-1은 EOC, OSMI(Ocean Scanning Multispectral Imager), IMS(Ion 

Measurement Sensor), HEPD(High Energy Particle Detector) 등 총 4개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Table 4에 KOMPSAT-1의 위성 정보를 나타내었다.

KOMPSAT-1의 주요 임무는 EOC 센서를 이용하여 한반도 전역의 지도 및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구축하는데 있다(류장수 외, 2000). EOC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며(ascending) 약 2분 동안 

하나의 궤도를 촬영한다. 한 궤도의 폭은 18 km이며, 궤도의 길이는 한반도 종단길이에 해당하는 800 

km이다(김진철 외, 2000). EOC는 0.51-0.73 ㎛의 파장을 사용하는 팬크로매틱(panchromatic) 밴드 하나

만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해상도 6.6 m의 영상을 촬영한다. EOC의 공간해상도는 소형 건물까지 관측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로부터 1:25,000의 축척을 가지는 정밀한 수치지도의 제작이 가능하다. EOC는 한반

도의 지도 제작 외에도 자연재해 감시, 국토 개발, 지형 조사, 극빙 관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

다. Table 5에 EOC 센서의 주요 사양을 정리하였다.

OSMI는 해양 환경 및 해양 자원 관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6개의 밴드로부터 1 km 공간해상도의 광학영상을 촬영한다. IMS와 HEPD는 과학 실험 탑재체(Space 

Physics Sensor, SPS)로써 IMS는 지구 이온층의 전자 밀도와 전자 온도를 측정하며, HEPD는 저고도 

우주 공간의 방사선 입자를 측정하고 있다(김진철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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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launch 21 December 1999

Orbit Sun-synchronous circular polar

Equatorial Crossing 10:50 a.m., ascending node

Altitude 685 km

Inclination 98.1°

Period 98.46 minutes

Repeat cycle 28 days

Instruments

EOC

OSMI

IMS

HEPD

Table 4. Facts and figures of KOMPSAT-1 (류장수 외, 2000).

Spatial resolution 6.6 m

Swath 800 km

Swath width 18 km

Imaging time per orbit 2 minutes

Imaging creation system Pushbroom system

Wavelength 0.51-0.73 ㎛, panchromatic

Table 5. Facts and figures of EOC onboard KOMPSAT-1 (김진철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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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SP SSM/I

SSM/I는 1987년 DMSP의 F-8 인공위성에 처음 탑재되어 운용되었다. DMSP는 미 국방부가 국가 방

어 체계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출범시킨 인공위성 개발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에 

의해 F-시리즈 위성이 개발, 발사되었다. F-시리즈 위성은 SSM/I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였으

며, 기상, 해양 및 극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지금은 국방부의 지원 

하에서 상용화되어 있다. SSM/I는 F-8에 탑재된 이후 F-10부터 F-14까지 지속적으로 탑재되었다

(Table 6). 그러나 F-10은 1997년 11월 위성의 수명이 다하였으며, F-12는 발사 후 3개월 만에 SSM/I

의 작동이 중지되었다. F-12와 F-14는 해빙을 관찰하고는 있으나 관측 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F-13에 탑재된 SSM/I만이 해빙을 관측하여 SIC를 제공하고 있다(Colton and Poe, 1999; Stroeve 

et al., 1998).

SSM/I는 19.35, 37.0, 85.5 GHz의 V 및 H 채널과 22.235 GHz의 V 채널 등 총 4개 주파수, 7개 채널

로 구성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이다(Derksen and Walker, 2003; Robinson et al., 1992; Stroeve et al., 

1998). SSM/I의 각 채널은 서로 다른 순간 시야각(IFOV)과 데이터 샘플링 간격(grid spacing)을 가지는

데, 이러한 SSM/I의 기본 정보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DMSP F-시리즈에 탑재된 모든 SSM/I 센서

는 구성 채널 및 시스템 디자인이 동일하지만 F-시리즈 위성들의 서로 다른 궤도 요소 및 센서 보정 

값의 차이는 관측 자료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Stroeve et al., 1998). 

SSM/I의 다중 채널은 해빙 표면의 복사세기를 관찰하며, SIC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 1987년 7월 25일

부터 현재까지 매일 북극과 남극의 SIC를 제공하고 있다. SSM/I로부터 SIC를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NT 알고리즘(Cavalieri et al., 1991; Cavalieri et al., 1984)과 BT 알고리즘

(Comiso, 1986)이다. 두 알고리즘 모두 25 km의 격자 간격으로 SIC를 알려주고 있으며, 

NSIDC(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는 두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북극과 남극의 일평균 

SSM/I SIC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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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F-8 F-10 F-11 F-12 F-13 F-14

Orbit

Sun 

synchronous 

polar orbit

Sun 

synchronous 

polar orbit

Sun 

synchronous 

polar orbit

Sun 

synchronous 

polar orbit

Sun 

synchronous 

polar orbit

Sun 

synchronous 

polar orbit

Maximum 

altitude
872 km 861 km 876 km 881 km 877 km 861 km

Minimum 

altitude
835 km 726 km 836 km 841 km 845 km 855 km

inclination 98.8 98.8 98.8 98.8 98.8 98.8

Period 101.74 min 100.52 min 101.85 min 101.94 min 101.93 min 101.91 min

Eccentricity 0.00143 0.00793 0.00129 0.00126 0.00072 0.00089

Local time 06:30 20:45 17:10 20:45 17:35 20:40

Launch date 20 Jun 1987 1 Dec 1990 28 Nov 1991 29 Aug 1994 24 Mar 1995 4 Apr 1997

End mission 1 Aug 1994 26 Sep 1994 - - - -

Table 6. Facts and figures of DMSP F-series satellites on-orbit SSM/I (Colton and Po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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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s (GHz) 19.35, 22.235, 37.0, 85.5 

IFOV (km) 

19.35 GHz: 69 × 43

22.235 GHz: 60 × 40

37.0 GHz: 37 × 28

85.5 GHz: 15 × 13

Grid spacing (km)
25 × 25

(85.5 GHz: 12.5 × 12.5)

Polarization
H and V

except 22.235 GHz (V only)

Incidence angle 53.1°

Swath width 1400 km

Data acquisition Daily

Table 7. Facts and figures of SSM/I onboard DMSP F-13 (Derksen and 

Walk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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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SA Team 알고리즘

NT 알고리즘은 SMMR이 획득한 자료로부터 SIC를 산출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Cavalieri et al., 

1984), SSM/I에 적용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의 일부가 개선되었다(Cavalieri et al., 1991; Gloersen and 

Cavalieri, 1986). NT 알고리즘은 19.35 GHz의 V, H 채널과 37.0 GHz의 V 채널에서 획득된 해빙과 바

다 표면의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 )를 이용하여 PR(polarization ratio)과 GR(spectral 

gradient ratios)이라는 두 가지 독립변수를 계산한다. 각각의 채널() 및 편광()에서 PR과 GR은 다음

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1)

       

     
                             (2)

일반적으로 PR은 개빙구역과 해빙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며, GR은 해빙의 유형을 구별하는데 사용된

다. NT 알고리즘은 PR과 GR을 사용하여 북극에서 개빙구역과 first-year ice, multi-year ice를 구별한

다. 남극의 해빙은 북극의 해빙과 물리적인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며(Ackley et al., 1980; 

Wadhams et al., 1987), 현장 관측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북극과 같이 multi-year ice와 first-year ice로 

해빙 유형을 구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NT 알고리즘은 남극에서 해빙의 유형을 ice type A와 B로 구

별하고 있다(Comiso et al., 1997; Markus and Cavalieri, 2000). Ice type A는 북극의 first-year ice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ice type B는 표면에 두꺼운 눈이 쌓여 있는 해빙을 의미한다(Comiso et al., 

2003). Fig. 1은 북극과 남극의 PR(19)와 GR(37V19V)의 산점도(scatter plot)로써, 삼각형의 세 모서리

를 중심으로 개빙구역과 first-year ice(ice type A), multi-year ice(ice type B)가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Comiso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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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pectral gradient ratio (GR) versus polarization ratio (PR) at 19 GHz for the 

Arctic. The labeled OW, FY, and MY corresponds to open water, first-year ice, and 

multi-year ice, respectively. (b) GR versus PR at 19 GHz for the Antarctic. The 

labeled A and B corresponds to ice type A and B, respectively (Comiso et al., 

1997). 



- 20 -

NT 알고리즘은 PR과 GR을 아래 식에 적용하여 first-year ice(CF)와 multi-year ice(CM)의 SIC를 

계산한다.

    ×                           (3)

    ×                           (4)

여기서 D는 아래 식과 같다.

    ×                              (5)

NT 알고리즘은 식 (3)과 (4)의 SIC를 합산하여 전체 SIC(total sea ice concentration, CT)를 계산한

다. 

                                         (6)

식 (3)과 (4)에 사용된 상수 , , (0, 1, 2, 3)는 19 GHz의 V와 H, 37 GHz의 V 채널로부터 획

득된 개빙구역, first-year ice, 그리고 multi-year ice의 밝기온도로부터 계산되며, 여기서 사용된 개빙구

역 및 두 가지 해빙 유형의 밝기온도를 알고리즘 tie point라고 한다. 알고리즘 tie point는 개빙구역과 

first-year ice, multi-year ice에 대해 SSM/I가 겨울 동안 관측한 복사휘도(radiance)로부터 획득된다. 

Table 8에 NT 알고리즘에 사용된 상수와 표면 유형 별 tie point를 정리하였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획득된 자료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

기, 비와 바람에 의한 해수면의 거칠기 등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NT 알고리즘은 날씨에 의한 SIC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기후 필터(weather filter)를 적용하고 있다. SMMR에 적용되었던 기후 필터는 

GR(37V19V)를 사용하였다(Gloersen and Cavalieri, 1986). GR(37V19V)의 값이 0.07보다 크면 SIC는 

0%로 계산되었으며, 날씨의 영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 그러나 이 필터를 SSM/I에 적용하였을 때, SIC

는 first-year ice에서 약 12%, multi-year ice에서 약 8% 작게 계산되었다. 이는 SSM/I의 19.35 GHz 

채널이 수증기량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후 필터가 개발되었으며, 

GR(37V19V)와 GR(22V19V)가 필터에 사용되었다(Cavalieri et al., 1995). 이 기후 필터는 GR(37V19V)

의 값이 0.05보다 크거나 GR(22V19V)의 값이 0.045보다 클 경우 SIC를 0%로 계산하며, 대부분의 기후 

효과를 효과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계산된 SIC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현재 SSM/I 기후 필터의 유효성

이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기후 필터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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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hemisphere

Channel Open water First-year ice Multi-year ice

19.35 V 177.1 K 258.2 K 223.2 K

19.35 H 100.8 K 242.8 K 203.9 K

37.0 V 201.7 K 252.8 K 186.3 K

 = 3286.56

 = -20764.9

 = 23893.1

 = 47944.5

 = -790.321

 = 13825.8

 = -33104.7

 = -47720.8

 = 2032.20

 = 9241.50

 = -5655.62

 = -12864.9

Southern hemisphere

Channel Open water Ice type A Ice type B

19.35 V 176.6 K 249.8 K 221.6 K

19.35 H 100.3 K 237.8 K 193.7 K

37.0 V 200.5 K 243.3 K 190.3 K

 = 3055.00

 = -18592.6

 = 20906.9

 = 42554.5

 = -782.750

 = 13453.5

 = -33098.3

 = -47334.6

 = 2078.00

 = 7423.28

 = -3376.76

 = -8722.03

Table 8. NASA Team sea ice algorithm tie points and the coefficients of 

northern hemisphere and southern hemisphere (Comiso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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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알고리즘은 PR과 GR을 사용하여 해빙 표면의 온도 변화에 독립적이며, 북극의 multi-year ice 

분포 지역에서 매우 정확한 SIC를 계산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NT 알고리즘은 first-year ice와 

multi-year ice 이외의 다른 해빙 유형을 구분할 수 없다. Young ice와 new ice 등의 두께가 얇은 해빙

은 개빙구역과 first-year ice의 중간에 해당하는 편광특성을 가지며(Cavalieri et al., 1986), 이는 NT 알

고리즘에서 SIC의 오차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Meier, 2005). 해빙 표면의 방사율은 계

절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북극의 여름철에는 빙점 위의 기온으로 인해 해빙의 표면에 melt pond가 형

성될 수 있다. Melt pond는 해빙 표면에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빙구역과 매우 유사한 방사율을 나

타내며, NT 알고리즘은 melt pond를 개빙구역으로 구분하는 오류를 일으킨다. 따라서 melt pond가 형

성된 해빙과 같이 표면이 축축한 해빙에 대해 NT 알고리즘은 정확한 SIC를 계산할 수 없다(Partington, 

2000). 그리고 해빙 표면에 눈이 존재하거나 해빙의 표면이 편평할 경우 NT 알고리즘은 SIC를 정확하

게 계산하지 못하며(Markus and Cavalieri, 2000; Stroeve et al., 2006), 해빙의 지역적인 방사율 차이와 

기후 필터로 제거하기 어려운 기상 조건, 해빙 표면의 눈, 그리고 수십 km의 공간해상도 등이 NT 알고

리즘에서 SIC의 오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Maslanik, 1992; Meier,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NT 알고리즘과 함께 대표적인 SSM/I SIC 계산 알고리즘인 BT 

알고리즘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SIC 계산에 사용되고 있는 Cal/Val 알고리즘(Hollinger, 1991)을 간단

히 소개한다. BT 알고리즘은 multi-year ice가 밀집되어 있는 북극의 중심부 지역에 대해 37.0 GHz의 

V, H 채널을 사용하는 반면에 first-year ice가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19.35와 37.0 GHz의 V, H 채널을 

사용한다. BT 알고리즘은 해빙이 녹는 여름철에 SIC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계절에 따라 해빙의 tie 

point를 달리 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표면 유형을 개빙구역과 해빙의 두 가지로 구분하

고, 해빙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Cal/Val 알고리즘은 유빙군(ice pack) 내에서 19.35와 37.0 GHz의 

V 채널을 이용한다. 반면에 MIZ에서는 37.0 GHz의 V, H 채널을 사용하는데, 이는 해빙과 바다의 경계

부인 MIZ에서 37.0 GHz 채널의 footprint(37 km×28 km)가 19.35 GHz의 footprint(60 km×43 km)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Meier, 2005). 그러나 37.0 GHz의 H 채널은 19.35 GHz의 V 채널보다 대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Maslani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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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qua AMSR-E

AMSR-E는 Aqua 위성에 탑재되어 2002년 5월 4일 발사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써, 일본우주항공

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와 미국이 합동으로 개발하였다. AMSR-E는 

2002년 발사된 일본의 인공위성 ADEOS-II(ADvance Earth Observing Satellite-II)에 탑재되어 있는 

AMSR 센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Comiso et al., 2003). Aqua 위성은 AMSR-E를 포함하여 모두 6개

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기후 시스템에서 물의 역할 및 전 지구적인 물과 대기의 순환, 그리고 기상 

예보 정확성의 증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다(Parkinson et al., 2006). Table 9에 Aqua 

위성의 상세한 정보를 나타내었다. 

Aqua는 전 지구적인 물 순환을 관측하기 위해 아래 해양, 대기 중 수증기, 구름, 해빙, 그리고 적설량 

등 다양한 항목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Aqua는 2002년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전에 

운용되었던 인공위성 자료와 시계열적으로 연결되어 지구 환경 변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AMSR-E는 6.925, 10.65, 18.7, 23.8, 36.5, 그리고 89.0 GHz 등 총 6개 주파수에서 모두 V, H 채널을 

가지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이다(Comiso et al., 2003; Kawanishi et al., 2003; Parkinson et al., 2006). 

AMSR-E는 SMMR과 SSM/I에 비해 다양한 주파수 및 편광 채널, 그리고 향상된 공간해상도로 인해 

차세대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able 10은 AMSR-E의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AMSR-E는 표준 SIC 계산 알고리즘으로 NT2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Markus and cavalieri, 

2000; Comiso et al., 2003). NT2 알고리즘은 기존의 NT 알고리즘을 일부 변형시킨 것으로, 89.0 GHz 

채널을 사용함으로써 격자 간격 12.5 km의 SIC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NSIDC에서는 NT2 알고리즘

으로 계산된 일평균 AMSR-E SIC와 day-time(ascending), night-time(descending)의 궤도에 따른 SIC

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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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 Sun-synchronous polar orbit

Altitude 705 km

Equatorial Crossings 1:30 p.m., Ascending

Inclination 98.2°

Period 98.8 minutes

Repeat Cycle 16 days

Design life 6 years

Instruments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AIRS)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for Earth 

observing system (AMSR-E)

Advance Microwave Sounding Unit-A (AMSU-A)

Clouds and Earth Radiant Energy System (CERES)

Humidity Sounder for Brazil (HSB)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Table 9. Facts and figures of Aqua (Parkinson et al., 2006).

Channels (GHz) 6.925, 10.65, 18.7, 23.8, 36.5, 89.0

IFOV (km) 

6.925 GHz: 75 × 43

10.65 GHz: 51 × 29

18.7 GHz: 27 × 16

23.8 GHz: 32 × 18

36.5 GHz: 14 × 8

89.0 GHz: 6 × 4

Grid spacing (km)
12.5 × 12.5

(89.0 GHz: 6.25 × 6.25)

Polarization H and V

Incidence angle 55.0

Swath width 1450 km

Data acquisition Daily

Table 10. Facts and figures of AMSR-E onboard Aqua (Parkins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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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hancement NASA Team 알고리즘

Enhancement NT 알고리즘은 NT2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며, AMSR-E에 적용하기 위해 NT 알고리즘

을 개선한 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AMSR-E에 적용되기 전에 SSM/I에 시험적으로 사용되었고(Markus 

and Dokken, 2002), 현재 AMSR-E SIC 계산을 위한 표준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다. NT2 알고리즘

은 SSM/I의 19.35, 37.0 GHz와 유사한 AMSR-E의 18.7 GHz V, H 채널과 36.5 GHz V 채널을 사용하

며, 기존의 NT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복사휘도의 비율인 PR과 GR을 계산한다.

해빙과 해빙 표면 위의 눈 사이에 경계면이 평탄하거나 해빙의 표면에 snow layer가 존재하는 등 해

빙의 표면 영향(surface effect)이 심할 경우 해빙에 대한 19.35 GHz H 채널의 밝기온도는 감소되며, 이

는 PR(19) 값의 증가로 귀결된다. 높은 PR(19)는 개빙구역의 PR(19) 값에 가까워지므로 SIC는 과소 

측정되며(Markus and Cavalieri, 2000), 이러한 문제점은 북극보다 남극에서 크게 나타난다(Comiso et 

al., 1997). Fig. 2(a)는 1992년 9월 15일 남극의 웨델 해의 해빙에 대한 SSM/I NT 알고리즘의 PR(19)

와 GR(37V19V)의 산점도이다. 회색의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ice type A와 B, 그리고 개빙구역에 대한 

NT 알고리즘의 tie points에 해당하는 위치이며, C로 표시된 부분은 표면 영향이 심한 해빙을 나타낸다

(Markus and Cavalieri, 2000). 이 부분은 실제로 SIC가 높은 값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PR(19) 값의 증

가로 인해 산점도 내에서 개빙구역(작은 SIC) 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T2 알고리즘은 89.0 GHz의 V, H 채널을 사용한다. 89.0 GHz H 채널은 18.7 GHz(SSM/I의 

19.35 GHz)의 H 채널보다 해빙 표면의 상태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Matzler et al., 1984). 

Fig. 2(a)에서 ice type A와 B의 tie point 위치를 연결한 직선과 GR 축과 평행한 직선 사이의 각 

가 구해지며(Table 11), 이를 이용하여 PRR(rotated PR)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sin  cos                        (7)

GR(37V18V)와 PR(89)를 이용하여 식 (7)과 같은 방법으로 PRR(89) 또한 계산될 수 있다. 그리고 89 

GHz의 V, H 채널을 이용하여 GR을 계산하고 두 GR의 차이(△GR)를 식 (8)과 같이 계산한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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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GR(37V19V) versus PR(19) for the Weddell Sea of the Antarctic on 15 September 1992. 

The gray circles represent the tie points for the ice types A and B as well as for open 

water, as used by the NASA Team algorithm. Label C indicates pixels with significant 

surface effects.  is the angle between the GR-axis and the ice type A-B line. (b) 

GR(85V19V) versus GR(85H19H). The ice types A and B are close to the diagonal. The 

amount of layering corresponds to the horizontal deviation from this line toward label C 

(Markus and Cavalieri, 2000).

Hemisphere 19 85

Arctic -0.18 -0.06

Antarctic -0.59 -0.40

Table 11. Angles in radians between GR-axis and the ice type A-B (first-year ice and 

multi-year ice for the Arctic) line for the PR(19)-GR(37V19V) domain and the 

PR(85)-GR(37V19V) domain for the SSM/I channels (Markus and Cavalier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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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2 알고리즘은 PRR과 △GR을 사용하여 새로운 해빙 유형인 ice type C를 구분한다. Ice type C는 

해빙 표면에 snow layer 또는 ice layer가 존재하거나 눈과 해빙 경계면의 불균일한 특성 등 해빙의 표

면 영향으로 인해 복잡한 산란특성을 일으키는 해빙 유형으로 정의된다(Cavalieri et al., 2006; Markus 

and Cavalieri, 2000). Fig. 2(b)는 SSM/I의 GR(85V19V)와 GR(85H19H)의 산점도를 나타낸 것으로 ice 

type A와 B는 산점도에 표시된 사선에 가까이 위치하며, 표면 영향이 큰 해빙일수록 사선에서 떨어져 

위치한다.

Fig. 3은 SSM/I의 채널을 이용하여 Fig. 2와 동일한 지역에 대한 △GR과 PRR의 산점도를 나타낸 것

이다(Markus and Cavalieri, 2000). Fig. 3(a)에서 표면 영향이 없는 해빙(ice type A와 B)의 △GR과 

PRR(19) 값은 0에 가깝고 표면 영향이 심할수록 두 값 모두 증가한다. 그러나 PRR(85)의 값은 △GR 

값이 증가하여도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Fig. 3b). 이는 85.5 GHz 채널이 19.35 GHz 채널에 비해 해

빙 표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85.5 GHz 채널과 같은 고주파수의 채널은 저주파

수의 채널에 비해 대기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기 효과가 심할 경우 알고리즘은 개빙구역과 해

빙을 모호하게 구별할 수 있다. Makkus and Cavalieri(2000)는 개빙구역의 △GR과 PRR 값을 여러 가

지 대기 조건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3(a)에서 대기 효과가 증가할수록 개빙구역의 △GR 값은 증

가하였고 PRR(19) 값은 소폭 감소하였다. Fig. 3(b)에서 개빙구역의 PRR(85) 값은 대기 효과가 증가할

수록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기 효과에 따른 개빙구역의 PRR 값은 ice type A와 B, C와는 겹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개빙구역과 해빙 구분의 모호함은 NT2 알고리즘에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NT2 알고리즘은 대기보정 된 SIC를 계산하기 위해 direct radiative transfer model(Kummerow, 

1993)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4가지의 표면 유형과 다양한 대기 효과를 조합시켜 모델링 된 밝기온도를 

계산하며, 이로부터 PRR(18), PRR(89), 그리고 △GR이 계산된다. 여기서 PRR(18), PRR(89), 그리고 △

GR은 모델링 된 값이다. AMSR-E가 실제로 관측한 픽셀을 라고 할 때, NT2 알고리즘을 통한 대기보

정 된 SIC R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 ∆            (9)

NT2 알고리즘은 대기보정이 적용된 SIC가 다른 기상 조건에 의해 오차가 발생될 경우 GR(37V18V)

의 값과 GR(22V18V)의 값을 이용하여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다. GR(37V18V)와 GR(22V18V)를 이용하

는 NT2 알고리즘의 기후 필터는 SSM/I NT 알고리즘의 기후 필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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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GR versus PRR(19) and (b) △GR versus PRR(85) for the same data set as in 

Fig. 2. The grey circles represent the modeled ratios for the three surface types with 

different atmospheric conditions (Markus and Cavalier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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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지역 및 위성자료

이 논문의 연구지역은 2005년 KOMPSAT-1 EOC가 촬영한 해빙 분포 지역으로써, 북극과 남극의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북극에서 랍테프 해(Laptev Sea), 추크치 해(Chukchi Sea), 동시베리아 해(East 

Siberian Sea), 보퍼트 해(Beaufort Sea), 그린란드 해(Greenland Sea), 그리고 허드슨 만(Hudson Bay)

이 연구지역이며, 이 지역들은 모두 북극해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북극해의 가장자리 지역은 대부분 

계절적 해빙지역에 해당한다. 계절적 해빙 지역은 겨울철에 넓은 범위에 걸쳐 해빙이 분포하지만 여름

철에는 대부분의 해빙이 녹으며, multi-year ice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한향선과 이훈열, 2007). 이 지

역의 해빙은 계절에 따라 방사율의 변화가 심하며, 여름철에는 기온이 빙점(freezing point) 위로 상승하

기 때문에 해빙 표면이 녹아 축축해지거나 melt pond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강한 바람 때문에 해빙의 

위치가 자주 변화하며, 해빙 표면의 구조 및 형태의 변화가 심하다(Markus et al., 2003; Markus and 

Dokken, 2002). EOC는 2005년 7-8월 사이에 이 지역들에서 총 10개 궤도(Fig. 4a)를 촬영하였으며, 624

개 영상을 획득하였다(Table 12). 이 시기는 북극의 여름철에 해당하며, 높은 기온과 강한 바람, 그리고 

해류에 의해 해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매우 크다. 특히 EOC 영상이 획득된 계절적 해빙지역은 북극의 

중심부에 비하여 해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해빙 표면의 물리적인 변화 또한 크다. 

남극에서의 연구지역은 남극 제 2 대륙기지 건설 후보지점(Enderby Land, Marie Byrd Land, Victoria 

Land)의 주변 연안이다. 남극 대륙의 연안 지역에서 해빙은 주로 유빙군 또는 부빙의 형태로 나타나며, 

바람이 심할 경우 pancake ice가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Thomas and Dieckmann, 2003). 대

부분의 남극 해빙은 표면이 눈으로 덮여 있으며, 두껍게 쌓인 눈은 해빙의 두께에 기여한다(Massom et 

al., 2001). EOC는 2005년 9-11월 사이에 남극 제 2 대륙기지 건설 후보지점을 중심으로 총 11개 궤도

(Fig. 4b), 676개 영상을 획득하였다(Table 13). 9-11월은 남극의 봄철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해빙은 두

께 및 분포 범위가 최대로 팽창했다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해빙은 표면적이 넓은 부빙

의 형태로 나타나며, 부빙의 표면에는 크고 작은 크랙과 리드, 개빙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Fig. 4는 북극

과 남극의 SSM/I NT SIC 영상을 배경으로 KOMPSAT-1 EOC의 촬영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남극의 

EOC 촬영궤도를 나타낸 Fig. 4(b)에서 A, B, 그리고 C로 표시한 지점이 남극 제 2 대륙기지 건설 후보

지점으로 거론되었던 곳이다.  

EOC 영상은 광량이 충분한 시점에서 촬영되었으나, 대기의 변화가 심하고 연중 대부분 흐린 날씨를 

나타내는 극지 기후의 특성(Worby and Comiso, 2004)으로 많은 영상을 연구에 이용할 수 없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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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 촬영된 EOC 영상의 경우 총 11개 궤도 중 7개 궤도에서 대기의 영향으로 인해 해빙을 전혀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전형적인 계절적 해빙지역에 해당하는 북극의 허드슨 만에서 획득된 1개 궤도

의 EOC 영상에서는 구름의 영향 외에 여름철의 높은 온도로 인해 해빙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Fig. 5

와 Fig. 6은 각각 북극과 남극에서 획득된 KOMPSAT-1 EOC의 궤도별 영상으로, 각각 800 km의 한 

궤도를 8등분하여 나타냈다. 대부분의 궤도별 영상에서 구름으로 인해 해빙이 많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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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KOMPSAT-1 EOC orbit numbers and image swaths (red lines) for (a) the 

Arctic overlying SSM/I NASA Team sea ice concentration image on 5 

August 2005 and (b) the Antarctic overlying SSM/I NASA Team sea ice 

concentration image on 25 Sept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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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e
Time

(GMT)
Center location

Geographical 

Designation
Scenes

Usable 

scenes

1 2005/07/12 23:22:02 77.31N/129.93E Laptev Sea 62 4

2 2005/07/15 20:08:32 72.95N/168.65W Chukchi Sea 63 3

3 2005/08/05 20:43:11 73.05N/179.76E East Siberian Sea 61 5

4 2005/08/06 22:54:51 76.44N/143.04E Laptev Sea 64 4

5 2005/08/07 21:52:23 74.92N/159.60E East Siberian Sea 62 25

6 2005/08/11 17:33:30 71.86N/130.01W Beaufort Sea 62 4

7 2005/08/14 19:18:25 72.18N/157.59W Hudson Bay 62 0

8 2005/08/22 17:18:11 73.89N/128.60W Beaufort Sea 63 2

9 2005/08/25 09:12:11 76.66N/14.23W Greenland Sea 64 14

10 2005/08/27 20:12:12 75.71N/179.21W East Siberian Sea 61 11

Total 10 orbits 624 72

Table 12. KOMPSAT-1 EOC images obtained from July to August 2005 in the Arctic sea 

ice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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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e
Time

(GMT)
Center location

Geographical 

Designation
Scenes

Usable 

scenes

1 2005/09/25 08:14:45 66.29S/52.80E Enderby Land 60 14

2 2005/10/01 08:25:16 66.29S/52.12E Enderby Land 62 0

3 2005/10/02 23:39:16 77.45S/156.62W Marie Byrd Land 62 0

4 2005/10/05 23:44:33 77.45S/157.38W Marie Byrd Land 61 40

5 2005/10/07 02:00:50 68.38S/150.70E Victoria Land 61 0

6 2005/10/08 23:49:36 77.45S/158.10W Marie Byrd Land 61 5

7 2005/10/21 08:21:19 66.29S/52.46E Enderby Land 62 0

8 2005/10/24 08:26:14 66.29S/51.78E Enderby Land 61 0

9 2005/10/27 01:56:32 68.38S/150.34E Victoria Land 62 0

10 2005/10/30 02:02:21 68.38S/149.93E Victoria Land 61 0

11 2005/11/04 08:09:10 68.29S/53.14E Enderby Land 63 9

Total 11 orbits 676 68

Table 13. KOMPSAT-1 EOC images obtain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05 in the 

Antarctic continental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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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 July 2005 (b) 15 July 2005

(c) 5 August 2005 (d) 6 August 2005

(e) 7 August 2005 (f) 11 August 2005

Fig. 5. KOMPSAT-1 EOC orbital images for the Arctic sea ice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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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4 August 2005 (h) 22 August 2005

(i) 25 August 2005 (j) 27 August 2005

Fig.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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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October 2005

(a) 25 September 2005 (b) 1 October 2005

(d) 5 October 2005

(e) 7 October 2005 (f) 8 October 2005

Fig. 6. KOMPSAT-1 EOC orbital images for the Antarctic continental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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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1 October 2005 (h) 24 October 2005

(i) 27 October 2005 (j) 30 October 2005

(k) 4 November 2005

Fig.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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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름의 영향이 크지 않고 해빙이 충분히 관찰되며, 해빙의 유형 구분이 가능한 영상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10개 궤도의 북극 EOC 영상 중 9개 궤도의 72개(12%) 영상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Table 12), 남극에서는 11개 궤도 중 4개 궤도의 68개(10%) 영상을 연구에 이용하였다( 

Table 13). 남극을 촬영한 KOMPSAT-1 EOC 궤도는 세 개의 남극 제 2 대륙기지 건설 후보지점에 집

중되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Fig. 4b). 이러한 궤도 중에서 연구에 사용 가능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

었던 4개 궤도를 Fig. 7에 확대하여 도시하였다. 

Fig. 7. KOMPSAT-1 EOC orbit numbers and image swaths that produced 

cloud-free sea ice images overlying SSM/I sea ice concentration image 

of the Antarctic on 25 Se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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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SAT-1 EOC는 촬영 궤도의 폭이 약 18 km로써 해빙의 광역적인 분포 위치 및 특성을 파악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EOC 영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해빙의 광역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EOC 영

상과 촬영시각 및 지역이 근접한 Terra/Aqua MODIS 영상과 ENVISAT ASAR(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을 사용하였다. MODIS 영상은 2000 km 이상의 넓은 촬영 폭을 가지기 때문에 

EOC 영상보다 넓은 범위에 대한 해빙 정보 파악에 유용하다. ENVISAT ASAR는 SAR 시스템으로써, 

wide swath mode일 경우 400 km×400 km, image mode일 경우 100 km×100 km의 영상을 촬영하므로 

EOC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해빙의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MODIS 영상에서 구름으로 인해 확인하기 

어려운 해빙의 광역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며, 해빙 표면의 상대적인 거칠기 정보도 함께 제공해주

므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SSM/I NT SIC 자료와 AMSR-E NT2 SIC 자료는 NSIDC에서 제공받았다. 두 자료 모두 북극과 남

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25 km와 12.5 km의 격자 간격을 가진다. SSM/I NT SIC와 AMSR-E 

NT2 SIC는 알고리즘에서 구분하는 모든 해빙 유형의 SIC를 합한 전체 SIC(total sea ice concentration)

를 나타낸다. 두 SIC 자료가 나타내는 북극권의 범위는 7600 km×11200 km, 남극권의 범위는 7900 

km×8300 km이다. 본 연구에서는 EOC 영상이 촬영된 날짜의 SSM/I NT SIC와 AMSR-E NT2 SIC 자

료를 획득하였다. AMSR-E NT SIC는 EOC 영상과 촬영시각의 차이가 적은 day-time의 자료를 함께 

획득하였다. 또한 모든 수동 마이크로파 SIC 자료에 대해 EOC 영상의 촬영 전일 및 후일의 자료를 같

이 획득하였다. Fig. 8과 Fig. 9는 각각 북극과 남극의 SSM/I NT SIC 영상이며, Fig. 10과 Fig. 11은 

북극과 남극의 AMSR-E NT2 SIC 영상이다. Fig. 8-11은 모두 일평균 SIC 영상이며, 각각의 수동 마이

크로파 SIC 영상에 도시된 붉은색 선은 같은 날짜에 획득된 EOC 영상의 궤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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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SM/I NASA Team sea ice concentration images of the Arctic. The red lines were 

KOMPSAT-1 EOC or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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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SM/I NASA Team sea ice concentration images of the Antarctic. The red lines were 

KOMPSAT-1 EOC orbits. 



- 41 -

Sea Ice

Concentration

100%

0%

2005/07/12 2005/07/12 2005/07/12 2005/07/12

2005/07/12 2005/07/12 2005/07/12 2005/07/12

2005/07/12 2005/07/12

Fig. 10. AMSR-E NASA Team 2 sea ice concentration images of the Arctic. The red lines were 

KOMPSAT-1 EOC or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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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MSR-E NASA Team 2 sea ice concentration images of the Antarctic. The red lines 

were KOMPSAT-1 EOC or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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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Geometric correction of KOMPSAT-1 EOC image. (a) KOMPSAT-1 EOC image 

before geometric correction overlying Aqua MODIS image on 25 August 2005. (b) 

The geo-corrected KOMPSAT-1 EOC image overlying Aqua MODIS image on 25 

August 2005. 

IV. 영상처리 및 SIC 비교 방법

1. KOMPSAT-1 EOC SIC 산출

정확한 SIC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EOC 영상의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이 중요하다. EOC 

영상은 기본적으로 KOMPSAT-1의 궤도 정보에 의해 일차적인 기하보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EOC 

영상과 촬영 지역 및 시각이 근접한 Terra/Aqua MODIS 영상과 비교해 본 결과 최대 5 km의 지리적 

오차가 확인되었다(Fig. 12a). 해빙을 촬영한 EOC 영상에서는 기하보정을 위한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EOC 영상과 촬영 지역 및 

시각이 근접한 MODIS 영상을 이용하여 다시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Fig. 12b). 기하보정에 사용한 

MODIS 영상은 MOD02HKM Product로써 500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지만 EOC 영상과의 촬영 시각 

차이가 크지 않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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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 영상으로부터 SIC를 계산하려면 해빙과 바다를 구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감독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감독분류 방법은 영상분류 방법 중 하나로 영상에 대한 분류 항목과 

항목별 training data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영상의 모든 픽셀을 분광 특성이 유사한 개개의 분류 

항목으로 할당하는 방법이다(배상호와 윤희천, 2001). 여기서 training data는 각각의 분류 항목에 대한 

대표 항목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감독분류 방법에는 최단거리 분류(minimum distance classification) 방법과 최대 우도 분류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방법이 있다. 최단거리 분류 방법은 분류 항목으로 설정한 training 

data의 중심 벡터와 분류하고자 하는 픽셀 간의 분광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운 분류 

항목으로 각각의 픽셀들을 할당한다. 최단거리 분류 방법은 전산처리 속도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가

장 단순한 분류 방법이다. 그러나 training data에 대한 다중 분광 공간에서의 분포 양상을 고려하지 않

으므로, 다중 밴드에서의 분산 값이 클 경우 분류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대 

우도 분류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최대 우도 분류법은 영상 자료가 정규 분포의 특징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며, 분류 항목 별로 분광 공간에서의 다양한 분포 양상을 고려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

나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영상 자료의 픽셀 값(digital number value, DN value)들이 정규분포를 나

타내지 않을 경우 결과에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 EOC는 팬크로매틱 밴드 하나만을 가지기 때문에 분

류 항목별로 분광 공간에서의 분산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자료 처리 속도가 빠른 최단거리 

분류법을 적용하였다. 

북극의 여름철에 획득된 대부분의 EOC 영상에서는 해빙 표면의 구조 및 광학 특성이 매우 불균일하

고(Fig. 13a), 현장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multi-year ice, first-year ice, young ice, new ice와 

같이 연령과 형태, 두께에 따른 해빙의 분류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해빙(ice)과 바다(open water)의 두 

가지 분류 항목만을 설정하여 감독분류를 수행하였고(Fig. 13b), 해빙과 바다의 면적을 계산하였으며, 이

로부터 EOC 영상의 SIC(EOC SIC)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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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n example of KOMPSAT-1 EOC image of the Arctic sea ice. (a) A scene of EOC 

taken on 25 August 2005 (18 km×18 km). (b) A classification example of EOC image (2 

km×2 km).

영상의 분류 작업 후에는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해야 하며, 평가 요소로는 사용자 정확성(user's 

accuracy), 생산자 정확성(producer's accuracy), 그리고 전체 정확성(overall accuracy)이 사용된다. 각각

의 정확성은 오차 행렬(error matrix)로부터 계산된다. 사용자 정확성은 각 항목으로 분류된 픽셀의 수

를 그 항목으로 분류된 전체 픽셀의 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며, 생산자 정확성은 각 항목으로 분류된 

픽셀의 수를 그 항목으로 분류된 전체 training data의 픽셀 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다. 즉, 사용자 정

확성은 최종 분류된 영상의 픽셀 수에 바탕을 두는 반면에 생산자 정확성은 training data의 총 픽셀 수

에 바탕을 둔다. 전체 정확성은 각 항목으로 정확히 분류된 픽셀의 수를 training data의 총 픽셀 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다. Table 14는 각각의 정확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오차 행렬의 예시이다. 각 행

의 총합은 각각의 분류 항목으로 분류된 픽셀의 수이며, 각 열의 총합은 각각의 분류 항목으로 분류된 

training data 픽셀의 총합이다. Table 14의 오차 행렬에서 분류 항목 A에 대한 사용자 정확도는 분류 

결과로 보고된 154개의 A 항목의 픽셀 중 정확히 분류된 픽셀은 147개이므로 사용자 정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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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4)×100으로 계산된다. 반면 전체 151개 픽셀의 A 항목에 대한 training data 중 147개 픽셀만이 

정확히 분류되었으므로 생산자 정확성은 (147/151)×100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A, B, C 항목에 대한 전체 

정확성은 (147+79+245)/484×100으로 계산된다. 

북극의 72개 EOC 영상의 감독분류 결과에 대한 사용자, 생산자, 그리고 전체 정확성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Table 15에 나타내었다. 전체 정확도의 평균은 89.35%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일부 영상

에서는 구름이 해빙으로 분류되는 등 감독분류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영상에 한해

서는 육안으로 오차를 보정하여 EOC SIC를 조정해 주었다.

Reference
A B C Total

Classified

A 147 7 0 154

B 0 79 2 81

C 4 0 245 249

Total 151 86 247 484

Table 14. An example of error matrix. The user’ accuracy for A is 147/154 or 95.45%, 

the producer’s accuracy for A is 147/151 or 97.35%, and the overall accuracy 

is (147+79+245)/484 or 97.31%. 

Accuracy

Type

User's Accuracy(%) Producer's Accuracy(%) Overall Accuracy(%)

Average STD Average STD Average STD

Ice 88.76 10.21 86.06 11.18
89.35 7.72

Open water 88.89 9.76 90.20 9.24

Table 15. Classification accuracies of the 72 KOMPSAT-1 EOC images of the Arctic sea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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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봄철에 획득된 EOC 영상에서 대부분의 해빙 표면에는 눈이 쌓여 있었으며, 폭이 좁은 크랙과 

리드가 많이 관찰되었다. 크랙과 리드 사이에는 개빙구역이 노출되어 있었고, young ice와 new ice로 추

정되는 해빙 유형이 관찰되었다(Fig. 14a). 해빙의 표면은 북극에 비해 균일하였으나 북극의 해빙과 같

이 현장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연령과 형태, 두께에 따라 해빙의 유형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팬크로매틱 영상에서 확인되는 표면의 grey-level과 표면의 구조 및 특징에 따라 white ice(W), grey 

ice(G), dark-grey ice(D), 그리고 open water(O)로 분류 항목을 설정하여 감독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14b). 

(a) (b)

W

D

O

G

Fig. 14. An example of KOMPSAT-1 EOC image of Antarctic sea ice. (a) A scene of EOC 

taken on 5 Oct. 2005 (18 km×18 km). (b) A classification example of EOC ice 

types into W, G, D, and O (2 km×2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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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 존재하는 해빙은 young ice나 new ice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해빙에 눈이 쌓여 있었기 때

문에 EOC 영상에서 white ice(W)로 분류된 해빙 유형은 두꺼운 눈으로 덮여 있는 ice type B 뿐만 아

니라 북극의 first-year ice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ice type A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빙의 

표면에 snow layer가 존재하는 ice type C도 광학영상에서 W와 같이 흰색으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W

로 분류된 해빙 유형에는 ice type A와 B, 그리고 ice type C가 일부 포함된다. 그러나 grey ice(G)와 

dark-grey ice(D)로 분류된 해빙 유형이 ice type A 또는 ice type B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빙 표면

이 회색과 어두운 회색으로 관찰되는 G와 D는 낮은 표면 알베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ice type A 

또는 B와 같이 표면에 눈이 쌓여있지 않으며, 해빙이 형성된 시기가 수 일 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Massom et al., 2001). 따라서 G와 D는 개빙구역의 해수면이 기온의 일변화 또는 강한 바람에 의해 다

시 결빙되어 형성된 refrozen ice일 가능성이 높으며, G는 young ice, D는 new ice와 유사한 특성을 가

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16은 남극의 68개 EOC 영상에서 분류한 각각의 표면 유형의 분류 정확도

를 나타낸 표이다. 전체 정확도는 96.24%로 매우 정확한 분류 결과를 보였으며, 각 표면 유형에 따른 사

용자 및 생산자 정확도도 모두 90%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Accuracy
User’s Accuracy(%) Producer’s Accuracy(%) Overall Accuracy(%)

Sea Ice Type Average STD Average STD Average STD

White ice (W) 97.85 4.12 98.07 4.22

96.24 4.14
Grey ice (G) 92.62 9.07 92.09 10.86

Dark-grey ice (D) 92.38 9.45 93.72 8.65

Open water (O) 97.68 4.05 97.19 3.91

Table 16. Classification accuracies of the 68 KOMPSAT-1 EOC images of the Antarctic sea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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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동 마이크로파 SIC와 EOC SIC의 비교 방법

SSM/I NT SIC와 AMSR-E NT2 SIC 영상의 DN 값은 육지와 missing data를 제외하고 0부터 100

까지의 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SIC의 백분율 값을 의미한다. EOC SIC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동 마이크로파 SIC 영상으로부터 EOC 영상의 중심 위치가 포함되는 픽셀의 SIC를 추출하였다. EOC 

영상 한 scene의 크기는 18 km×18 km로써 SSM/I NT SIC 영상(25 km)과 AMSR-E NT2 SIC 영상

(12.5 km)의 한 픽셀 크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동 마이크로파 SIC 

영상의 한 픽셀과의 비교로는 SIC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EOC 영상은 수동 마이크

로파 SIC 영상의 한 픽셀과 지리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픽셀의 SIC 값도 고려되어

야 한다. 

또한 수동 마이크로파 SIC 자료 중 일평균 SIC의 경우 하루 동안 관측된 여러 궤도의 자료를 평균하

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해빙이 공간적으로 빠르게 이동하거나 해빙 표면에서 시간에 따른 방사 특성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 큰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OC 영상의 촬영일 및 촬영 전, 후일의 수동 

마이크로파 SIC 자료에 대해 EOC 영상의 중심 위치가 포함된 픽셀과 그 주변 픽셀(3×3×3 cubic pixels, 

Fig. 15)로부터 SIC 값()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식 (10)과 (11)을 이용하여 의 평균(
 )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해빙의 시공간적 불안정성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은 그 값이 작을수록 해빙

이 시간적으로 안정적이고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11)

식 (10)과 (11)에서 는 SIC를 나타내며, 첨자 는 EOC 영상에 상응하는 위치의 수동 마이크로파 

SIC 영상의 픽셀로 EOC 영상이 획득되기 전 날, 획득된 날, 그리고 획득된 다음 날로 시간적 평균을 

의미한다. 반면에 첨자 와 는 EOC 영상에 상응하는 픽셀 주변의 3×3 픽셀로써, 공간적인 평균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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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time

Fig. 15. Illustration of passive microwave cubic pixels. The red box is the 

pixel of passive microwave sea ice concentration according to space 

and time of EOC images.

수동 마이크로파 SIC(PM SIC)와 EOC SIC의 통계적인 비교를 위하여 두 SIC의 차이( , error)를 식 

(12)와 같이 계산하였으며, 이로부터 의 평균( )과 표준편차( )도 계산하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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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동 마이크로파 SIC와 EOC SIC의 비교 및 결과 분석

1. 북극 - 해빙의 분포 및 이동 특성에 따른 SIC 비교

1) SSM/I NT SIC와 EOC SIC의 비교

Fig. 16(a)은 북극의 SSM/I NT SIC를 EOC SIC와 비교한 상관도이다. 상관도에는 15% 이상의 값을 

가지는 SIC만 도시하였다. 각각의 SIC 포인트에 표시된 오차 막대는  값을 중심으로 한 을 나타

내며, 길이는 의 2배에 해당된다. SSM/I NT SIC와 EOC SIC는 15-95% 사이의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값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름철에 북극 MIZ에서 해류나 바람에 의한 해

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SIC 포인트에서 의 평균(
 )은 5.0%로 계산

되었고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22.0%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Fig. 16a). 는 -8.6%, 는 

20.2%로 SSM/I NT SIC와 EOC SIC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SSM/I NT SIC와 EOC SIC가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1차적인 원인은 각 센서의 해상도 및 관측 

시각의 차이에 있다. SSM/I NT SIC 자료의 한 픽셀은 25 km로써 EOC 영상의 촬영 폭(18 km)보다 크

다. 또한 SSM/I NT SIC는 하루 동안 관측된 해빙 복사세기의 평균으로부터 계산된 일평균 자료이기 

때문에 여름철과 같이 해빙의 시공간적인 변화 및 일변화가 심할 경우 SSM/I NT SIC와 EOC SIC는 

서로 오차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수동 마이크로파 자료의 저해상도로 인한 오차는 광학영상 및 SAR 영

상과 수동 마이크로파 SIC의 비교 연구들에서 많이 언급된 사항이다(Belchansky and Douglas, 2000; 

Meier, 2005; Partington, 2000). 그러나 북극의 해빙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해빙 표면의 성질 변화가 심

하고, 존재하는 해빙의 유형 및 해빙의 시공간적인 변화도 다르다(Cavalieri et al., 1991; Comiso et al., 

1997; Piwowar et al., 1998). 따라서 EOC와 SSM/I의 해상도 및 관측 시각의 차이만을 가지고 SSM/I 

NT SIC와 EOC SIC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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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 The relationship between EOC sea ice concentration (EOC SIC) and SSM/I 

NASA Team sea ice concentration (SSM/I NT SIC) of the Arctic marginal ice zone. 

The vertical bars are the spatio-temporal standard deviation of sea ice concentration 

for SSM/I cubic pixels (). The black line is linear regression line. (b) 

Classification of data points according to three sea ice types for the same data set 

as Fig. 16(a). Blue points are drift ice identified from EOC images. Black points are 

snow covered land-fast ice while red points indicate pack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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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빙의 특성에 따른 SSM/I NT SIC와 EOC SIC의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북극의 EOC 영상에서 관찰되는 해빙의 유형을 해빙의 분포 및 이동 특성, 그리고 표

면의 성질에 따라 정착빙, 부빙, 유빙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이와 같은 해빙 유형 분류

를 위해서는 광역적인 해빙의 분포 양상과 표면의 성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Terra/Aqua 

MODIS 영상과 ENVISAT ASAR 영상을 참고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 대한 해빙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

였다. Fig. 16(b)는 정착빙, 부빙, 유빙에 따라 SIC 포인트의 색상을 달리 하여 도시한 SSM/I NT SIC

와 EOC SIC의 상관도이며, 정착빙은 검정색, 부빙은 빨간색, 그리고 유빙은 파란색으로 구분하여 나타

내었다. 

해빙의 특성에 따른 SIC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Fig. 16(b)에 서로 다른 색상으로 도시한 SIC 포인트

를 각각의 해빙 유형 별로 나누어 Fig. 17a(정착빙), Fig. 18a(부빙), 그리고 Fig. 19a(유빙)의 상관도에 

나타냈다. 이 때, 각각의 상관도에서 의 값이  값을 중심으로  값의 2배 이상 벗어나는 이상값

(outlier)의 제거 작업을 2회 수행하였다. 제거된 SIC 데이터는 상관도에 투명하게 표시하였다. Fig. 

16(b)에서 이상값으로 계산되어 제거된 데이터 포인트는 정착빙과 유빙 유형에서 각각 2개, 부빙 유형에

서 3개로 총 65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 정착빙(Land-Fast Ice)

정착빙의 유형이 관찰되는 EOC 영상의 SIC와 그에 상응하는 SSM/I NT SIC의 상관도를 Fig. 17(a)

에 나타내었다. 총 65개의 포인트 중에서 8개(12%)의 데이터 포인트가 정착빙 유형에 해당한다. SSM/I 

NT SIC와 EOC SIC의 상관계수는 0.975로 계산되었으며, 는 -0.4%로써 두 SIC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Fig. 17a, Table 17).  값은 2.9%로 계산되어 전체적으로 해빙의 시공간적 변화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착빙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육지의 가장자리와 얕은 대륙붕에 묶여 있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Fig. 17(b)는 2005년 8월 25일 그린란드 해에서 촬영된 EOC 영상을 확대한 것이며, Fig. 17(c)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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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OC 영상이 포함된 KOMPSAT-1 궤도를 같은 날짜에 획득된 ENVISAT ASAR 영상과 겹쳐놓은 

것이다. Fig. 17(b)와 (c)의 EOC 영상에서 정착빙의 표면에 눈이 쌓여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Fig. 17(c)의 ASAR 영상으로부터 해안 주변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착빙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

고 있는 것이 관찰되며, 정착빙의 표면은 비교적 어둡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빙 표면에 

빙맥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표면이 비교적 부드럽고 눈이 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SSM/I의 NT 알고리즘은 해빙의 표면에 눈이 존재할 경우 실제보다 작은 SIC를 계산하는 경향이 있

다(Comiso et al., 1997; Markus and Cavalieri, 2000; Meier, 2005). 그러나 정착빙에 대한 SSM/I NT 

SIC는 EOC SIC와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정착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매우 작을 뿐

만 아니라 정착빙 표면에 존재하는 눈이 SSM/I NT SIC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빙 표면을 덮은 눈은 낮은 온도에서 결빙되어 설빙의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Maksym and Jeffries, 

2000). 설빙의 형태로 변형되는 눈은 대부분 건조한 상태이며, 이러한 눈은 해빙의 방사율에 거의 영향

을 주지 않는다(Pulliainen et al., 1999). 따라서 건조한 눈으로 덮인 정착빙에 대해 NT 알고리즘은 SIC

를 과소측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착빙은 분포지역의 기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

에(Shirasawa et al., 2005) 현장자료가 적용되지 않은 본 연구에서는 추측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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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a) The relationship between SSM/I NT SIC and EOC SIC of land-fast ice. The vertical 

bars are spatio-temporal standard deviation of sea ice concentration for SSM/I cubic pixels 

(). The outliers outside 2 from the 
 were removed. The black line is the linear 

regression line after the outlier removal. (b) A portion of KOMPSAT-1 EOC sea ice image 

(Greenland Sea, 2 km×2 km) on 25 August 2005. The snow covered surface of land-fast 

ice is relatively smooth with cracks and leads. (c) ENVISAT ASAR sea ice image 

(Greenland Sea, 100 km×100 km) on 25 August 2005 is overlaid by KOMPSAT-1 EOC 

images obtained on the same day. The land-fast ice is widespread on the locations 

between Greenland eastern seashore and small islands. The red box corresponds to the 

location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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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빙(Pack Ice)

넓은 범위의 부빙이 촬영된 EOC 영상의 SIC와 그에 상응하는 SSM/I NT SIC의 상관도를 Fig. 18(a)

에 나타내었다. 전체 SIC 포인트 중에서 40개(62%)가 부빙 유형에 해당된다. SSM/I NT SIC와 EOC 

SIC의 상관계수는 0.878로 계산되어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만, 은 5.2%로 해빙의 시공간적인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는 -19.6%로 모든 SSM/I NT SIC 값이 EOC SIC보다 작은 값

을 나타내었다. SSM/I NT SIC 값이 EOC SIC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원인은 비교적 큰 해빙의 시공간

적 변화와 부빙 내에 존재하는 new ice 또는 young ice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Fig. 18(b)는 7월 12일 랍테프 해의 부빙 지역에서 획득된 EOC 영상이다. 부빙의 표면은 전체적으로 

균질하지 않고, 작은 크기의 빙맥과 개빙구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높은 온도와 강한 바람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되며, 여름철 MIZ 지역에 분포하는 해빙의 특성상 해빙의 두께는 얇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빙점 아래로 내려가는 야간 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 부빙 내부에 노출된 개빙구역에서는 

frazil ice 또는 shuga와 같은 new ice가 형성된다(Dethleff et al., 1998). New ice와 같이 두께가 얇은 

해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은 개빙구역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북극에서 multi-year ice와 first-year 

ice만을 구분하는 NT 알고리즘은 실제보다 작은 SIC를 계산할 수 있다(Comiso et al., 1997; Han and 

Lee, 2007; Lee and Han, 2007; Markus and Cavalieri, 2000). 또한 해류와 바람에 의해 해빙이 서로 결

합되어 형성되는 빙맥이 존재하거나, 해빙 표면의 녹고 어는 현상이 지속되면 해빙 표면의 방사율이 변

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NT 알고리즘은 SIC를 작게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Meier, 2005). Fig. 18(c)

는 (b)의 EOC 영상과 같은 지역에서 획득된 7월 11일의 ENVISAT ASAR 영상이다. ASAR 영상에서

는 넓은 범위에 걸친 부빙이 확인되며, 표면은 비교적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해빙 표면이 매

우 불균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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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 The relationship between SSM/I NT SIC and EOC SIC of pack ice. (b) A portion of 

KOMPSAT-1 EOC sea ice image (Laptev Sea, 2 km×2 km) on 12 July 2005. The small 

ice ridges and open water on top of ice floe are observed. (c) ENVISAT ASAR sea ice 

image (Laptev Sea, 100 km×100 km) on 11 July 2005 overlaid by KOMPSAT-1 EOC 

images obtained on 12 July 2005. The ice floe of rough surface is widespread on the 

ENVISAT image while a thick cloud cover is observed on EOC image. The red box 

corresponds to the location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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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빙(Drift Ice)

넓은 면적의 개빙구역과 다양한 크기의 유빙이 많이 관찰되는 EOC 영상의 SIC와 그에 상응하는 

SSM/I NT SIC의 상관도를 Fig. 19(a)에 도시하였다. 총 65개의 SIC 포인트 중에서 17개(26%)의 SIC 

포인트가 이에 해당한다. 유빙 지역에서 는 20.2%로 SSM/I NT SIC 값은 EOC SIC보다 큰 값을 가

지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값은 5.3%로 정착빙과 부빙에 비해 해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19(b)는 8월 25일 그린란드 해에서 획득된 EOC 영상으로, 유빙은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하며 유빙

의 표면에는 부빙의 표면에서와 같이 작은 크기의 빙맥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EOC 영상과 같은 날짜

에 촬영된 ENVISAT ASAR 영상에서는 표면이 비교적 거칠고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유빙이 많이 분

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9c). 이런 유빙 지역에서 NT 알고리즘은 EOC SIC보다 높은 SIC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SSM/I의 순간 시야각과 EOC의 촬영 폭의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다. SSM/I의 

채널 중에서 NT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19.35 GHz와 37.0 GHz의 IFOV는 각각 69 km×43 km, 37 

km×28 km이다(Derksen and Walker, 2003). 그러나 EOC 영상의 촬영 폭은 18 km로써 SSM/I의 IFOV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OC 영상이 촬영한 유빙은 비교적 높은 SIC를 가지는 부빙의 가장자리 부

분과 가까운 지역에 분포하며, 이 지역에서 SIC는 그 값이 급격히 변화한다. 따라서 SSM/I의 IFOV는 

높은 SIC를 나타내는 넓은 면적의 부빙을 포함할 수 있지만, EOC 영상의 촬영 폭에는 낮은 SIC의 유

빙만이 포함될 수 있다(Meier, 2005). 유빙 지역은 정착빙과 부빙에 비해 저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표

면에 관찰되는 눈은 비교적 축축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빙 표면의 눈이 축축할 경우, 마이크로파

의 복사 특성이 흑체(blackbody)에 가깝기 때문에 SSM/I NT SIC가 실제보다 높은 SIC를 관찰할 수 

있다(Markus and Dokken, 2002; Matzler and Wiesmann, 1999). 그러나 정착빙과 마찬가지로 표면의 눈

에 대한 현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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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 The relationship between SSM/I NT SIC and EOC SIC of drift ice. (b) A portion of 

KOMPSAT-1 EOC sea ice image (Greenland Sea, 2 km×2 km) on 25 August 2005. The 

pack ice of various size and wide open water are observed. (c) ENVISAT ASAR sea ice 

image (Greenland Sea, 100 km×100 km) on 25 August 2005 overlaid by KOMPSAT-1 EOC 

images obtained on the same day. Many chunks of 'very open pack ice' and 'open pack 

ice' are observed. The red box corresponds to the location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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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Type

Statistics
Land-fast Ice Pack Ice Drift Ice

 2.9% 5.2% 5.3%

 -0.4% -19.6% 20.2%

RMSE 2.9% 21.4% 24.5%

  0.951 0.771 0.504

Correlation Coefficient 0.975 0.878 0.710

Table 17. Statistics on the comparison between SSM/I NT SIC and EOC 

SICs according to various ice types. The  is the mean of 

spatio-temporal standard deviation of SSM/I NT SICs. The  and 

RMSE are mean and root mean square of error, respectively. 

NT2 알고리즘은 89 GHz 채널을 사용하고 보다 다양한 해빙 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NT 알고리즘보

다 더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us and Cavalieri, 2000; Markus and Dokken, 

2002). 따라서 SSM/I NT SIC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북극의 여름철에 부빙과 유빙 지역에서 

AMSR-E NT2 SIC는 EOC SIC와 높은 상관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NT2 알고리즘은 남

극에서 주로 관찰되는 ice type C를 tie point만 다르게 하여 북극 해빙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

과 new ice에 대한 SIC의 정확성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일부 시기 및 지역에서 SIC의 큰 오차를 발생

시키고 있으며, 최근에 발표된 북극 해빙에 대한 AMSR-E NT2 SIC의 평가 연구는 북극에 적용되는 

ice type C의 tie point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Cavalieri et al., 2006; Heinrichs et al., 2006).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북극의 AMSR-E NT2 SIC와 EOC SIC의 비교 연구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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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극 - 해빙의 연령 및 형태, 두께에 따른 SIC 비교

1) 수동 마이크로파 SIC와 EOC SIC의 비교

남극에서 획득된 EOC 영상에서 해빙의 표면 유형은 각각 white ice(W), grey ice(G), 그리고 

dark-grey ice(D)로 분류되었으며, W, W+G, W+G+D에 대한 SIC를 수동 마이크로파 SIC와 비교하였

다. Fig. 26과 Fig. 27은 SSM/I NT SIC와 AMSR-E NT2 SIC를 EOC의 (a) W, (b) W+G, 그리고 (c) 

W+G+D의 SIC와 비교한 상관도이다. 남극의 봄철에 EOC SIC와 수동 마이크로파 SIC는 모두 70% 이

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상관도에 표시한 오차 막대는 을 중심으로 한 으로 길이는 

의 2배이다. 이 때, 의 값이 2.5% 미만인 SIC는 검정색 포인트로 나타내었으며, 해빙이 시간적

으로 안정적이고 공간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SIC(Stable SICs)로 판단하였

다. 반면에 의 값이 2.5% 이상인 SIC는 흰색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시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해

빙에 대한 SIC를 의미하며, 불안정적인 SIC(Unstable SICs)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SIC

를 중심으로 수동 마이크로파 SIC와 EOC SIC를 비교, 분석하였다.

 SSM/ NT SIC는 EOC 영상에서 분류된 white ice(W)의 SIC(EOC W SIC)와 비교하였을 때 더 높

은 값을 나타냈다(Fig. 20a, Table 18). 전체 SIC에 대해 는 8.1%로 계산되었으며, 안정적인 SIC(검정

색 포인트)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는 4.2%로 계산되어 SSM/I NT SIC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SSM/I NT SIC가 EOC 영상에서 white ice로 분류된 해빙 유형 이외의 추가적으로 다른 유형의 해빙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SM/I NT SIC를 EOC 영상에서 분류된 모든 해빙 유형에 대한 SIC(EOC 

W+G+D SIC)와 비교한 결과(Fig. 20c), 전체 SIC에 대한 는 -7.0%, 안정적인 SIC에 대한 는 -4.5%

로 EOC SIC가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SSM/I NT SIC를 EOC 영상에서 dark-grey ice(D)를 제외한 SIC(EOC W+G SIC)와 비교하였을 때

(Fig. 20b), SSM/I와 EOC는 매우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는 전체 SIC에서 -2.5%, 안정적인 SIC에

서 -2.3%로 비교적 두 SIC의 차이가 적었으며, RMSE 또한 안정적인 SIC에서 3.2%로 작게 계산되었

다. 이에 따라 SSM/I NT SIC는 white ice와 grey ice(W+G)를 반영하지만 dark-grey ice(D)는 거의 반

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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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mparison of SSM/I NT SIC with EOC SICs of (a) W, (b) W+G, and (c) 

W+G+D. The vertical bars are spatio-temporal standard deviation of sea ice 

concentration for SSM/I cubic pixels ( ). Stable (black) points are SIC with 

<2.5%. SSM/I NT SIC correlates well with EOC SIC of white ice and grey 

ice(W+G) in (b) both for stable SICs and all 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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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ntinued.

NT 알고리즘은 남극에서 ice type A와 B만 고려한 SIC를 계산하며, young ice와 new ice가 분포하

는 지역에서는 실제보다 작은 SIC를 계산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ig. 20의 비교를 통해 

SSM/I NT SIC는 ice type A와 B 뿐만 아니라 young ice(grey ice)도 잘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0과 같은 방법으로 AMSR-E NT2 SIC를 EOC SIC와 비교하였다(Fig. 21). AMSR-E NT2 SIC

에서 의 값이 2.5% 미만인 안정적인 SIC는 SSM/I NT SIC보다 2개가 적은 47개가 추출되었다. 안

정적인 SIC에 대해 AMSR-E NT2 SIC는 W 유형의 EOC SIC(EOC W SIC)보다 11.8% 높은 값을 나

타냈으며(Fig. 21a), W+G의 EOC SIC보다는 3.0%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Fig. 21b). EOC 영상에서 분

류된 모든 해빙 유형에 대한 SIC(EOC W+G+D SIC)를 AMSR-E NT2 SIC와 비교했을 때(Fig. 21c), 

와 RMSE는 안정적인 SIC(검정색 포인트)에서 각각 0.3%와 1.4%로 계산되어 두 SIC가 비교적 잘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8). 불안정한 SIC를 포함한 모든 SIC보다 신뢰성이 높은 안정적인 SIC

만을 고려하였을 때, AMSR-E NT2 SIC는 white ice(W)와 grey ice(G), 그리고 dark-grey ice(D)를 모

두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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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mparison of AMSR-E NT2 SIC with EOC SICs of (a) W, (b) W+G, and (c) 

W+G+D. AMSR-E NT2 SIC of stable (balck) points correlates well with the 

summation of all ice types (W+G+D) of EOC SIC in (c), indicating that AMSR-E 

NT2 SIC responds to dark-grey ice (D) in addition to white (W) and grey ic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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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ntinued.

    PM
Sensors

EOC     

Algorithm SSM/I NT AMSR-E NT2

Stability Stable Unstable All Stable Unstable All

 1.2% 4.2% 2.1% 0.7% 7.5% 2.8%

W
 4.2% 18.1% 8.1% 11.8% 16.2% 13.1%

RMSE 6.2% 25.5% 14.4% 17.9% 21.2% 18.8%

W+G
 -2.3% -3.1% -2.5% 3.0% 1.3% 2.5%

RMSE 3.2% 7.9% 4.9% 4.6% 8.7% 6.0%

W+G+D
 -4.5% -13.3% -7.0% 0.3% -7.3% -1.9%

RMSE 5.1% 14.8% 9.0% 1.4% 12.2% 6.7%

Table 18. Statistics on the comparisons between SSM/I NT, AMSR-E NT2, and EOC SICs. The 

 and RMSE are mean and root mean square of error, respectively.  is the mean 

of spatio-temporal standard deviation of passive microwave SIC. The best matches are 

highlighted in bold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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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he difference between day-time and daily-averaged 

AMSR-E NT2 SICs. The marginal ice zone shows large 

difference (red or blue) between two SICs.

2) 일평균 수동 마이크로파 SIC의 신뢰성 평가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와 EOC의 관측 시각 차이는 해빙의 일변화가 심할 경우 SIC의 비교에서 낮은 

상관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SSM/I NT SIC는 일평균(daily-averaged) 값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해빙

의 일변화가 클 경우 SIC는 큰 오차를 포함할 수 있다. 반면에 AMSR-E NT2 SIC는 day-time 궤도의 

자료와 일평균 자료가 함께 제공되므로, EOC와 관측 시각이 가까운 day-time의 SIC를 이용할 경우 보

다 정확한 비교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평균 SIC와 day-time SIC의 차이가 클 경우 

Fig. 20과 Fig. 21의 비교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남극의 MIZ에서는 해빙의 일변화

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Fig. 22는 2005년 9월 25일 획득된 day-time과 일평균 AMSR-E NT2 SIC의 

차이를 나타낸 영상이다. 대부분의 해빙 분포 영역에서 SIC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MIZ에서는 그 차이

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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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mparison of the day-time and the daily-averaged AMSR-E NT2 SICs. The 

difference in negligible in terms of accuracy required in this study.

본 연구에서는 Fig. 20과 Fig. 21에서 사용된 68개의 남극 EOC 영상에 상응하는 day-time의 

AMSR-E NT2 SIC와 일평균 AMSR-E NT2 SIC를 비교하여 해빙의 일변화를 알아보았다(Fig. 23). 

와 RMSE는 안정적인 SIC(검정색 포인트)에서 각각 -0.2%와 0.6%로 계산되었고, 전체 SIC에 대해서는 

각각 -0.1%와 1.3%로 계산되었다. 이로부터 day-time의 SIC와 일평균 SIC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무시해도 무방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일평균 SIC 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SM/I NT SIC도  값이 2.5% 미만인 SIC는 신뢰할 수 있는 값으로 판단되

었다. 이는 안정적인 SIC에 해당하는 해빙이 3일 동안 시간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공간적으로 균일하

게 분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SSM/I NT SIC와 AMSR-E NT2 SIC에 적용된  값은 다중 센서로 

관측된 SIC의 시공간적인 오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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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동 마이크로파 SIC의 차이 및 Ice Type C와 Thin ice의 영향

Fig. 20과 Fig. 21에서 SSM/I NT SIC와 AMSR-E NT2 SIC는 모두 white ice(W)와 grey ice(G)를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는 ice type A와 B의 조합이고 G는 young ice와 유사하다고 볼 때, NT 

알고리즘과 NT2 알고리즘이 이론적으로 ice type A와 B는 고려하지만 young ice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배된다(Cavalieri et al., 1991; Markus and Cavalieri, 2000). 두 알고리즘은 모두 grey ice를 포

함하고 있으며, AMSR-E NT2 SIC는 dark-grey ice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MSR-E NT2 

SIC와 SSM/I NT SIC의 비교에서 안정적인 SIC(검정색 포인트)만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AMSR-E 

NT2 SIC는 SSM/I NT SIC보다 평균 4.7% 큰 값을 가졌다(Fig. 24). 이는 NT 알고리즘이 ice type A

와 B만 고려하지만 NT2 알고리즘은 ice type A와 B, 그리고 추가적으로 ice type C와 두께가 얇은 해

빙(thin ice)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Comiso et al., 2003; Markus and Cavalieri, 2000).

불안정한 SIC에 대해서 AMSR-E NT2 SIC의  값은 7.5%로 SSM/I NT SIC(4.2%)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NT2 알고리즘이 기온과 바람 등에 의해 일변화가 심한 new ice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EOC 영상에서 관찰되는 dark-grey ice는 개빙구역에서 빙점과 가까운 온도에 의해 형성된 

두께가 얇은 해빙(thin ice)로 생각된다(Kwok et al., 2007). 해빙의 두께가 얇을 경우 해빙의 성장 속도

는 바람의 속도에 비례하며(Andersen et al., 2007), 해빙의 시공간적인 변화는 white ice나 grey ice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두께가 얇은 dark-grey ice는 봄철에 해류 또는 바람에 의해 상대적으로 큰 

공간적 이동을 보이며, 거의 매일 표면이 녹고 다시 결빙되는 작용을 반복할 수 있다(Ehn et al., 2006). 

이로 인해 AMSR-E NT2 SIC의  값이 SSM/I NT SIC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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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mparison of AMSR-E NT2 and SSM/I NT SIC data point used for the comparisons with 

EOC SIC. AMSR-E NT2 SIC shows generally higher value than SSM/I NT SIC by 4.7% 

due to the detection of ice type C and thin ice for the Antarctic sea ice in the NT2 

algorithm in addition to ice type A and B in the N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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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는 dark-grey ice(D)가 많이 관찰되는 EOC 영상과 적게 관찰되는 EOC 영상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EOC 영상에서 관찰되는 dark-grey ice는 형성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고 두께가 얇은 해빙으로 

grease ice, dark nilas, frazil ice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해빙 표면에는 눈이 거의 관찰되지 않

는다. Fig. 25(a)는 2005년 9월 25일 획득된 EOC 영상으로 W 유형이 51.8%, G 유형이 29.0%, 그리고 

D 유형이 13.0%이다. 이 영상에 상응하는 AMSR-E NT2 SIC는 89%이며, SSM/I NT SIC는 80%로써 

그 차이는 9%에 달한다. Fig. 25(b)는 D 유형이 적게 관찰되는 EOC 영상의 예로써, 2005년 10월 5일 

획득된 영상 중 하나이다. W 유형은 97.4%, G 유형은 1.0%, 그리고 D 유형은 0.5%로 dark-grey ice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이 영상에 해당하는 AMSR-E NT2 SIC와 SSM/I NT SIC는 각각 98%와 96%

로 그 차이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5의 예시는 dark-grey ice의 양이 SSM/I NT SIC와 

AMSR-E NT2 SIC의 차이와 비례함을 증명해주고 있다. 

(a) (b)

W

G

D
O

W

G

G, D

O

Fig. 25. Examples of EOC scenes (18 km×18 km) with difference ice concentrations. (a) 

EOC images with large portion of dark-grey ice (W: 51.8%, G: 29.0%, D: 13.0%, 

O: 6.2%) taken on 25 September 2005 (AMSR-E: 89%, SSM/I: 80%). (b) EOC 

image with little dark-grey ice (W: 97.4%, G: 1.0%, D: 0.5%, O: 1.1%) taken on 5 

October 2005 (AMSR-E: 98%, SSM/I: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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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grey ice의 SIC를 AMSR-E NT2 SIC와 SSM/I NT SIC의 차이(AMSR-E SIC - SSM/I SIC))

와 비교한 상관도를 Fig. 26에 도시하였다. Fig. 26에서 전체 SIC의 데이터 개수는 63개로 SSM/I NT 

SIC(Fig. 20)와 AMSR-E NT2 SIC(Fig. 21)를 EOC SIC와 비교했을 때의 68개보다 그 수가 감소하였

다. 이는 상관도에 표시된 축의 범위 밖에 분포하는 데이터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Fig. 24에서 안정적

인 SIC에 대한 AMSR-E NT2 SIC와 SSM/I NT SIC의 차이는 4.7%로 나타났는데, 이는 AMSR-E 

NT2 알고리즘이 ice type C와 두께가 얇은 해빙(thin ice)을 NT 알고리즘에 비해 잘 반영하기 때문이

다. Ice type C는 해빙 표면에 snow layer가 존재하기 때문에 EOC 영상에서 white ice(ice type A와 B) 

또는 grey ice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두께가 얇은 new ice는 EOC 영상에 dark-grey ice로 비

교적 정확하게 분류된다. 

Fig. 26에서 AMSR-E NT2 SIC와 SSM/I NT SIC의 차이는 EOC D SIC에 비해 평균 2.6% 높은 값

을 나타냈으며, 이는 AMSR-E NT2 SIC에 포함된 ice type C의 면적비로 추측된다. 그리고 Fig. 30에

서 계산된  (4.7%)에서 ice type C의 양(2.6%)을 제외한 나머지 2.1%가 두께가 얇은 해빙(thin ice)의 

SIC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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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of AMSR-E NT2 and SSM/I NT SIC with EOC 

SIC of dark-grey ic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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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NASA Team(NT)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SSM/I 해빙 면적비(sea ice concentration, SIC)와 NASA 

Team2(NT2)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AMSR-E SIC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2005년 7-8월 북극 해빙

과 9-11월 남극 해빙을 촬영한 6 m 해상도의 KOMPSAT-1 EOC 영상(panchromatic)을 이용하였다. 

EOC 영상으로부터 감독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해빙과 바다의 면적을 구분하였고 EOC SIC를 계산하였

으며, 이를 SSM/I NT SIC, AMSR-E NT2 SIC 각각 비교하였다. 또한 수동 마이크로파 SIC 자료의 

cubic(3×3×3) 픽셀에 해당하는 SIC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은 EOC와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의 관측 시각 차이와 해빙의 일변화로부터 야기되는 해빙의 불안정성을 알려주는 기준으로 매우 유용하

게 사용되었다.

북극의 여름철에 획득된 EOC 영상 중 구름의 영향이 적은 72개의 영상으로부터 EOC SIC를 산출하

였고, 이를 SSM/I NT SIC와 비교하였다. SSM/I NT SIC는 EOC SIC와 0.574의 상관계수로 잘 일치하

지 않았다. 이는 해빙 분포 영역의 가장자리 지역에서 해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북극의 EOC 영상을 해빙의 분포 및 이동 특성에 따라 정착빙(land-fast ice), 부빙(pack ice), 그리고 

유빙(drift ice)의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해빙 유형에 따른 EOC SIC를 SSM/I NT SIC와 비교하

였다. 해안선을 따라 정착빙이 형성된 지역에서 SSM/I NT SIC와 EOC SIC의 는 -0.4%, 상관계수는 

0.975로 매우 잘 일치하였다. 이는 정착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착빙의 표면에는 

NT 알고리즘에서 오차의 원인이 되는 눈이 존재하였으나, 해빙의 방사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설빙

(snow ice)의 형태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부빙이 관찰된 지역에서 는 -19.6%로 SSM/I NT SIC는 

EOC SIC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부빙의 표면에는 작은 크기의 개빙구역(open water)과 빙맥(ice 

ridge)이 많이 관찰되었는데, 개빙구역은 기온이 낮아질 경우 new ice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이는 빙맥과 함께 NT 알고리즘에서 실제보다 작은 SIC를 계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유빙이 관찰되는 

지역에서 SSM/I NT SIC는 EOC SIC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 20.2%). 이는 유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정착빙과 부빙에 비해 크고, SSM/I의 IFOV와 EOC의 촬영 폭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빙 

표면의 눈은 축축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축축한 성질의 눈은 NT 알고리즘이 SIC를 과하게 계산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남극에서 봄철에 획득된 EOC 영상 중 구름의 영향이 적은 68개의 영상으로부터 white ice(W),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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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G), dark-grey ice(D)로 해빙 유형을 분류하였고, 이를 SSM/I NT SIC 및 AMSR-E NT2 SIC와 각

각 비교하였다. 남극에서 EOC 영상과 획득 시각이 가까운 day-time(ascending) 궤도의 AMSR-E NT2 

SIC를 일평균 AMSR-E NT2 SIC와 비교한 결과, 안정적인 SIC에서(<2.5%) 0.6%의 RMSE를 나타

내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남극의 봄철에 본 논문의 연구지역에서 일평균 SSM/I 

NT SIC 및 AMSR-E NT2 SIC에는 거의 오차가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값이라고 판단하였다. 

SSM/I NT SIC는 white ice와 grey ice(W+G)를 포함한 EOC SIC와 가장 잘 일치한 반면에( = 

-2.3%, RMSE = 3.2%), AMSR-E NT2 SIC는 EOC 영상에서 분류된 모든 해빙 유형(W+G+D)의 SIC

와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냈다( = 0.3%, RMSE = 1.4%). 이는 NT 알고리즘이 ice type A와 B(white 

ice) 뿐만 아니라 young ice(grey ice)도 반영하는 반면, NT2 알고리즘은 두께가 얇은 해빙(thin ice or 

new ice)을 포함한 모든 해빙 유형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MSR-E NT2 SIC는 SSM/I NT SIC에 비해 약 4.7%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이 차이는 약 2.6%의 

ice type C와 약 2.1%의 thin ice(dark-grey ice)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NT2 알고리

즘이 ice type C와 thin ice를 잘 반영한다는 것과 일치한다(Comiso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현장 관측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고해상도 팬크로매틱 영상인 EOC 영상을 이용

하여 해빙의 표면 특성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북극과 남극 해빙에 대한 SSM/I 

NT SIC와 AMSR-E NT2 SIC를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 자료의 격자 

간격이 EOC 영상과 위치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지구 온난화의 지표로 사용되었던 수동 마이크로파 SIC의 검정 및 보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인지되었으며, 보다 정밀한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고해상도의 광학센

서 및 SAR 센서와 현장에서의 동시 관측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해상도의 광학센서를 탑재한 

KOMPSAT-1(6 m급)과 KOMPSAT-2(1 m급)를 보유하고 있으며, X-band SAR를 탑재한 

KOMPSAT-5를 발사할 예정에 있다. 또한 제 2 남극 대륙기지 건설 및 쇄빙선 건조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인공위성 및 쇄빙선, 그리고 남극 대륙 기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이 있으며, 앞으로 

수동 마이크로파 SIC의 검보정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극지 연구 및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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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tellite passive microwave sensors such as the 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SSM/I) and 

the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 Earth Observation System(AMSR-E) have been 

observing polar sea ice concentration(SIC) playing important roles in the global climatic and 

environmental studies. To evaluate passive microwave SIC I observed sea ice with the 6-m 

resolution, Electronic-Optical Camera(EOC) sensor onboard KOMPSAT-1 satellite. A total of 72 

cloud-free EOC images, 18 km×18 km each, of arctic sea ice edges were obtained from July to 

August and 68 cloud-free images across the antarctic continental edges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05. We classified the Arctic sea ice types into land-fast ice, pack ice, and drift ice 

according to ice distribution and movement characteristics, and compared with SSM/I SIC calculated 

from NASA Team(NT) algorithm. The correlations between EOC and SSM/I SICs were related to 

the spatial and temporal stability of sea ice in arctic summer. The concentration of land-fast ice 

between EOC and SSM/I SIC were calculated very similarly to each other with the mean difference 

of 0.38%. This is because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f land-fast ice is small, and the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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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on the ice surface is relatively dry. In case of pack ice, there were lots of ice ridge and 

new ice that are known to be underestimated by NT algorithm. SSM/I NT SIC were lower than 

EOC SIC by 19.63% in average. In drift ice, SSM/I NT SIC showed 20.17% higher than EOC SIC 

in average. The sea ice with high concentration could be included inside the wide IFOV of SSM/I 

because the drift ice was located near the edge of pack ice. It is also suggested that SSM/I NT 

SIC overestimated the drift ice covered by wet snow.

In the Antarctic spring, sea ice types in the EOC images, mostly of land-fast ice and pack ice, 

were classified into white ice(W), grey ice(G), and dark-grey ice(D) and then compared with SSM/I 

SIC calculated from NT algorithm and AMSR-E SIC calculated from NASA Team 2(NT2) 

algorithm. EOC SIC of W+G showed best fit to SSM/I SIC(average -2.3%, RMSE 3.2%) while 

W+G+D to AMSR-E SIC(average 0.3%, RMSE 1.4%). It is concluded that the SSM/I NT algorithm 

responds to young ice in addition to the ice type A and B, while the AMSR-E NT2 algorithm 

detects ice type C and new (thin) ice as well. The 4.7% difference of SICs between AMSR-E and 

SSM/I was statistically attributed to thin (dark-grey) ice by 2.6% and to ice type C by 2.1%,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improvement of the AMSR-E NT2 algorithm over the SSM/I N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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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지성이, 재미없는 개그의 재희,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 전지전능한 은선이, 그리고 

수정이 정말 고맙다.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같이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좋은 말씀 많

이 해주신 강문경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신참 연구실원인 은진이와 향숙이는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생활하렴. 그리고 항상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소영이. 그 어떤 수식어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큰 

고마움을 느낀단다. 정말 고마워.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학교생활을 하며 추억을 만든 사람들

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려 합니다. 미래에 대해 같이 걱정하고 토론하던 경철아 정말 고맙다. 그리

고 석사과정에 있는 현철이. 사진 찍을 때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태호와 불만 가득한 훈아 정말 고

마워. 대학원 생활 잘 하구 지구물리를 지켜줘. 다른 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물리학과로 발을 넓혀

가고 있는 종우, 매번 지친 모습의 민규, 모두 정말 고맙다. 

저보다 먼저 사회에 진출해 멋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절친한 동기이

자 동기회 부회장인 영아, 논산훈련소로 소풍갔던 형재, 행동만 대장인 기병, 언제나 반가운 유림이와 

믿을 수 없는 총무 혜숙이, 차분한 지원이, 봉사부장 착한 동우, 새 신부 진영이, 멋진 군인 윤민이, 냉장

고 세준이, 선생님이 될 은정이, 유치원 선생님 선영이, 그리고 친누나보다도 더 친누나 같은 미선이 누

나와 경진이 누나, 정말 모두모두 고마워. 그리고 재은이를 비롯한 강원사대부고 3학년 6반 동창들도 정

말 고맙다. 또한 절친한 후배인 동국이와 지민이, 환경을 연구하는 미숙이, 앞서가는 미모의 유정이, 그

리고 진아, 래영, 혜진, 성은 등 많은 후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끝까지 믿

어주시고 지원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저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신 할머니, 이제 당신의 아들, 손자가 

그 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몸 건강하셔야 해요. 자랑스러운 동생 승하야, 항

상 곁에서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줘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 고모부와 고모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고 3이 되는 동생 지원이, 내면이 고독한 동생 휘주, 아직은 어리고 귀여운 고종

사촌 주영이와 수한이도 모두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항상 응원할게. 

저는 지금 대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제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참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