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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위성자료공공활용연구: 인공위성을 이용한 극빙 변화 연구

(“인공위성을 이용한 극빙 변화 연구 및 SAR 활용 정책 연구” 중 일부)

Ⅱ. 연구개발의 목적

지구온난화의 지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극빙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과거부터 수동 마이크로
파를 이용하는 SSM/I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SM/I가 제공하는 sea ice concentration은 실제
sea ice concentration과 서로 오차가 있으며 이를 검정 및 보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SSM/I sea ice concentration을 검정 및 보정하기 위해 Kompsat-1 EOC의 고해상도 광학영상을 사용하였
다. 북극의 여름과 남극의 겨울에 촬영한 EOC 영상으로부터 sea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SSM/I sea ice concentration과 비교 분석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EOC 영상에서 추출된 sea ice concentration은 SSM/I sea ice concentration과 일치하지 않았
다. 북극의 경우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 두 자료 사이에 오차가 심하였다. 남극의 경우 두 자료
사이에 오차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이 오차로부터 해빙 두께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지역
에 따른 해빙의 상대적인 두께를 추정할 수 있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SSM/I sea ice concentration 자료를 광학영상과 비교함으로써 해빙의 두께를 추정할 수 있었다. 광학영상
보다 더욱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SAR 데이터와 극지 현장 관측 데이터가 얻어진다면 SSM/I와 같
은 수동 마이크로파 자료와 비교하여 해빙의 정확한 두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쇄빙선
등의 항로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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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북극 및 남극의 환경은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극지는 지구온난화의 지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북극에서는 해
빙(sea ice)의 면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남극에서는 해빙을 비롯하여 빙하(glacial), 빙붕
(ice shelf), 그리고 남극대륙의 빙상(ice sheet) 면적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극지 환경의 변
화는 전 지구적인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해수면의 상승, 육지면적의 감소와 같은 커다란 환경문제
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7월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린
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려 100년간 해수면이 23cm나 상승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R. Thomas
et al., 2000). 또한 이 보고서는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1년에 500억t 이상의 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해수면이 0.13m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극지와 같은 지역은 그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인간이 현장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
문에 과거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극지 환경 변화의 감시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파
를 이용한 원격탐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극지 환경의 특성상 일조량과 구름 등의 환경
조건에 제약이 많은 광학센서로는 관찰이 힘들기 때문이다.
다채널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극지에 분포하는 해빙의 복사세기를 측정한다. 복사세기는 밝기
온도로 변환될 수 있으며, 해빙 밀도(sea ice concentration)를 산출할 수 있다. 수동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극지를 관측하는 위성 센서 가운데 NASA의 Nimbus-7에 탑재된 SMMR(Scanning
Multichannel Microwave Radiometer)과 DMSP(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의
SSM/I(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는 해빙을 관측하는 대표적인 센서이다. SMMR은 1978
년부터 1987년까지, SSM/I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매일 북극과 남극의 해빙을 관측하고 있다. 두
센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료를 공급해주고 있으며 점점 감소하는 해빙에 대하여 해빙의 면
적과 해빙 분포의 면적비를 격자체계로 알려주고 있어 극지 환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가장 보편적
인 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현재까지 운용중인 SSM/I는 극지의 해빙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는 그 유용함과 많은 이용량에도 불구하고 몇 가
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격자자료의 공간해상도는 12.5km× 12.5km, 25km× 25km이며, 이는 마이크
로파를 사용하는 센서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SSM/I 수동 마이크로파 자료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위치에 대한 오차가 있다(Wentz, F. J., 1991). 실제 지리적 위치와 관측 초
기의 SSM/I 수동 마이크로파 자료 사이에는 수십 km 이상의 위치 오차를 보였으며 이후 위치보
정 알고리듬의 개선을 통하여 오차를 줄여왔다. 최근의 위치 오차는 위치보정 알고리듬의 끊임없
는 개선으로 5km까지 줄여졌다. 그러나 위치 오차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오차의 범위가 일률적이
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다(Wentz, F. J. 1992). 끊임없이 변화
하는 몇몇 해빙 표면의 방사율(emissivity)도 현재 결말짓기 어려운 오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SSM/I로부터 sea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이 존재한다. 이들 알고리듬을 통해 산출된 sea ice concentration도 알고리듬
에 의한 오차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SSM/I sea ice concentration에 대한 검보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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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Kompsat-1 EOC 영상을 사용하여 SSM/I sea ice concentration의
검보정을 시도하였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광학센서인 Kompsat-1 EOC로부터 촬영된 극지의 고해상도 해빙 영상을 통
하여 SSM/I sea ice concentration을 검정 및 보정하고, 향후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
성구경레이더) 영상과의 대비를 위한 현장 관측 장비를 준비하는데 있다.
연구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SM/I는 수동 마이크로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조량이나 구
름 같은 대기 환경의 조건에는 제약이 없으나 공간적인 해상도의 단점과 해빙이 분포하는 지역의
환경에 의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SSM/I는 해빙의 복사세기를 밝기온도로
전환하여 sea ice concentration을 측정하게 되는데, SSM/I가 관측할 수 있는 복사세기, 즉 SSM/I
가 관측하는 해빙의 체적이 실제 sea ice concentration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광학영상을 이용한 SSM/I sea ice concentration의 검정과 보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
며, SSM/I sea ice concentration이 해빙의 두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
고 향후 광학영상보다 나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SAR 영상과 대비하기 위해 극지의 현장 관측
이 필요하게 되므로 현장 관측 장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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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극지 연구를 위한 데이터
제 1 절 SMMR, SSM/I 자료
SMMR은 해수면 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낮은 표고의 바람, 수증기와 구름 속의 액체상
태의 물 등, 기후에 기초하는 바다 순환 매개변수들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운용기간은 1978년 10월 26일부터 1987년 8월 20일까지이며 매일 관측 데이터를 송신하였다.
SMMR은 수직, 수평 편광 복사를 수신할 수 있는 10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SSM/I는
7개의 채널, 4개의 주파수, 선형적인 편광의 특징을 가진 수동 마이크로파 복사계이며, 대기 및 해
양 환경 관측을 목적으로 한다. SSM/I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므로 기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1987년 6월 25일 운용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북극과 남극에 존재하는 해빙 면적
(sea ice area)과 해빙 영역(sea ice extent)을 매일 관측하고 있으며, NSIDC(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와 GSFC(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는 그 결과를 일별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데이터는 미국 NSIDC(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의 DAAC(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http://nsidc.org/data/daac.html).
Sea ice area와 sea ice extent는 sea ice concentration을 기초로 한다. NSIDC와 GSFC는
SMMR과 SSM/I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sea ice concentration이 최소 15% 이상인 픽셀의 면적만
을 간주하여 sea ice area와 sea ice extent를 산출한다. Ice area는 15% 이상의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내는 픽셀에서 ice가 차지하는 비율을 면적으로 환산하여 모두 더한 값이다.
Ice extent는 15% 이상의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내는 픽셀의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한
다. 이 때 SSM/I sea ice concentration은 한 번 측정하여 얻어진 값이 아니며, 밝기온도를 여러
번 반복 측정하여 NASA Team Algorithm 또는 Bootstrap Algorithm으로 계산된다.
Fig. 1과 Fig. 2는 GSFC에서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을 이용하여 산출
한 1978년부터 2003년까지의 북극과 남극의 일별 sea ice area, sea ice extent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Fig. 3과 Fig. 4는 NSIDC에서 GSFC와 같이 두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의 북극과 남극의 월별 sea ice area와 sea ice extent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NSIDC에서는 세부
지역의 자료가 일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월별 자료에 기초한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관측 결과
북극과 남극에서 모두 sea ice area와 sea ice extent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극의 sea ice area와 sea ice extent는 관측 이래로 최소 면적과 최대 면적 모두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NSIDC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북극과 남극의 일별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를 사용하였다. 북극의 SSM/I sea ice concentration 영상의 한 scene은
7600km× 11200km이며, 남극의 한 scene은 7900km× 8300km이다. SSM/I 데이터 포맷으로는
HDF(Hierarchical Data Format) 포맷과 GIF(Graphical Interchange Format) 포맷이 있다. HDF
포맷의 자료(25km× 25km)는 EOC 영상과 sea ice concentration을 비교하는데 사용하였으며, GIF
포맷의 자료(25km× 25km, 12.5km × 12.5km)는 북극 및 남극에 분포하는 해빙의 시공간적 변화를
살펴보는데 사용하였다. Fig. 5와 Fig. 6은 각각 북극과 남극의 HDF 포맷과 GIF 포맷 영상의 예
를 들었다.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는 픽셀마다 0%~100%까지의 sea ice concentration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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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다. SSM/I sea ice concentration의 값은 밝기온도로부터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NASA Team Algorithm으로
계산된 total sea ice concentration 값을 사용하였다. 두 알고리듬 중에 NASA Team Algorithm을
사용한 이유는 Bootstrap Algorithm이 약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어 EOC 촬영 일자의 자료
를 얻을 수 없었지만 NASA Team Algorithm은 매일 업데이트되어 자료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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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SFC daily Arctic ice area using NASA Team Algorithm

(b) GSFC daily Arctic ice extent using NASA Team Algorithm
Figure 1. GSFC daily ice area and extent using NASA Team Algorithm for each region (Data from
NSIDC D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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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SFC daily Antarctic ice area using NASA Team Algorithm

(d) GSFC daily Antarctic ice extent using NASA Team Algorithm
Figur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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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SFC daily Arctic ice area using Bootstrap Algorithm

(b) GSFC daily Arctic ice extent using Bootstrap Algorithm
Figure 2. GSFC daily ice area and extent using Bootstrap Algorithm for each region(Data from NSIDC
D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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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SFC daily Antarctic ice area using Bootstrap Algorithm

(d) GSFC daily Antarctic ice extent using Bootstrap Algorithm
Figur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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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SIDC monthly Arctic ice area using NASA Team Algorithm

(b) NSIDC monthly Arctic ice extent using NASA Team Algorithm
Figure 3. NSIDC monthly ice area and extent using NASA Team Algorithm for each region(Data from
NSIDC D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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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SIDC monthly Antarctic ice area using NASA Team Algorithm

(d) NSIDC monthly Antarctic ice extent using NASA Team Algorithm
Figur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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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SIDC monthly Arctic ice area using Bootstrap Algorithm

(b) NSIDC monthly Arctic ice extent using Bootstrap Algorithm
Figure 4. NSIDC monthly ice area and extent using Bootstrap Algorithm for each region(Data from
NSIDC D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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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SIDC monthly Antarctic ice area using Bootstrap Algorithm

(d) NSIDC monthly Antarctic ice extent using Bootstrap Algorithm
Figur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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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DF format(25km × 25km) (b) GIF format(25km × 25km) (c) GIF format(12.5km × 12.5km)
Figure 5. Arctic HDF and GIF format image sample(2005/07/11)

(a) HDF format(25km × 25km)

(b) GIF format(25km × 25km) (c) GIF format(12.5km × 12.5km)

Figure 6. Antarctic HDF and GIF format image sample(200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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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NASA Team Algorithm
NASA Team Algorithm은 1985년 NASA Sea Ice Algorithm Working Group(NSIAWG)이 새
로운 DMSP SSM/I에서 해빙자료를 얻어내기 위해 채택한 알고리듬이다(Swift and Cavalieri,
1985). 이 알고리듬은 sea ice concentration을 계산하기 위해 세 개의 SSM/I 채널을 이용하는데,
그 채널은 각각 19.35GHz의 수직, 수평 편광 채널과 37.0GHz의 수직 편광 채널이다. 이 채널들로
부터 얻어지는 복사휘도(radiance)는 편광(polarization, PR)과 분광경사도(spectral gradient ratios,
GR)를 계산하는데 쓰인다. PR(19)와 GR(37V/19V)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1)
(2)

위 식에서  는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를 나타낸다. PR은 일반적으로 open water와
ice를 구별한다. open water는 ice보다 높은 PR 값을 갖는다. GR은 ice 유형의 구분, 즉
multi-year ice와 first-year ice를 구별한다. 두 ice 유형이 모두 존재하는 북극에서 높은 GR 값은
first-year ice에 상응한다. PR과 GR로부터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first-year ice
concentration(CF)과 multi-year ice concentration(CM)을 얻을 수 있다.
            ×  

, where

            ×  
            × 

(3)
(4)
(5)

total ice concentration(CT)은 CF와 CM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식 (3)과 식 (4), 그리고 식(5)의 상수      (i=0~3)는 밝기온도의 함수로서 북극과 남극에서의
그 값을 Table 1에 표시하였다. 밝기온도는 algorithm tie point(알고리듬 동일점)라 불리는 것으
로, 세 개의 SSM/I 채널에서 각각 관측된 ice-free ocean(해빙이 없는 바다), first-year sea ice,
multi-year sea ice의 휘도 값이다. 북극과 남극의 tie point는 Table 2와 같다. SSM/I의 tie
points 선정은 밝기온도, PR-GR의 분포, sea ice concentration의 히스토그램, 그리고 SMMR의 동
시 측정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ice-free(open water)의 tie point는 open water의 최소 밝
기온도에 가깝게 선택된다. ice의 tie point 선정은 ice에 대한 수동 마이크로파의 특성이 지역적,
계절적으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ice-free보다 어렵다. 특히 북극의 multi-year ice에서는 그 의
존성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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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Northern
Hemisphere
3290.2
-20761.2
23934.0
47985.4
-790.9
13825.3
-33155.8
-47771.9
2035.3
9244.6
-5665.8
-12875.1

Southern
Hemisphere
3055.0
-18592.6
20906.9
42554.5
-782.750
13453.5
-33098.3
-47334.6
2078.00
7423.28
-3376.76
-8722.03

Table 1. Coefficients derived from tie points used to compute the first year and multi-year ice fractions

Data

TB19VW
TB19VF
TB19VM
TB19HW
TB19HF
TB19HM
TB37VW
TB37VF
TB37VM

Tb (Kelvins)
Tb (Kelvins)
Northern Hemisphere Southern Hemisphere
177.1
258.2
223.2
100.8
242.8
203.9
201.7
252.8
186.3

176.6
249.8
221.6
100.3
237.8
193.7
200.5
243.3
190.3

Table 2. Tie points of ice-free ocean(W), first-year ice(F) and multi-year ice(M) in the Arctic and the
Antarctic(V: vertical channel, H: horizonta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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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Team Algorithm에서 sea ice concentration의 오차 발생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첫째, 복사특성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해빙 유형 구별 불가능, 둘째, 해빙 방사율의 계절
적인 변화, 셋째, 해빙 방사율의 비계절적인 변화, 넷째, 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약 15% 이상의
concentration 오차, 다섯째, 임의적이거나 인위적인 기계 측정의 오차가 있다.
서로 다른 복사특성을 가지는 두 개 이상의 해빙 유형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sea ice
concentration 오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해빙 유형은 복사특성에 따라 new and young ice,
first-year ice, multi-year ice 유형으로 분류된다. NASA Team Algorithm은 first-year ice,
multi-year ice 유형만 고려하기 때문에 total ice concentration에서 오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new ice의 존재이다. 겨울 동안 polynyas(근해의 빙호)와 leads(빙원 가운데의 수로)에서 대부분
발견되는 new and young ice는 open water와 first-year ice의 중간에 해당하는 편광특성을 갖는
다(Cavalieri et al., 1986). 얇은 ice에 관하여 PR은 얼음 두께의 수치로 변화할 것이고(Grenfell
and Comiso, 1986), SSM/I에 보이는 new ice의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센서의 FOV에
10%의 new ice와 90%의 first-year ice(PR=0.03)가 포함된다면, total ice concentration은 실제보
다 약 10% 작은 concentration을 나타낼 것이다. 북극과 남극의 여러 가지 ice 유형에 따른 tie
point는 두 극지의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남극과 북극의 해빙은 물
리적인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Ackley et al., 1980, Wadhams et al., 1987) 따라서 두 지역
에서 마이크로파의 복사휘도 특성은 서로 다르다. 알고리듬에 의해 구별된 남극의 두 가지 ice 유
형은 유형 A와 유형 B로 인지되었다. A 유형은 북극의 first-year ice, B 유형은 북극의
multi-year ice와 비슷하나 그 tie point에는 차이가 주어지며, 특성 또한 다르다. Table 2는 북극
의 first-year ice와 남극의 A 유형 ice, 북극의 multi-year ice와 남극의 B 유형 ice 사이의 차이
를 나타낸다. 남극에서 first-year ice와 multi-year ice 사이의 복사특성의 차이는 없다. 북극에서
는 multi-year ice에서 떨어져 나온 ice 조각 안에 물이 고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체적산란이
일어나지만 남극에서는 multi-year ice와 관계없는 다른 것에서 체적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두 지역에서 공통된 체적 산란의 근원은 눈으로 덮인 해빙이다. 넓고 두껍게 쌓인 눈은
multi-year ice의 마이크로파 특성을 모방한다.
해빙 방사율의 계절적 변화는 대단히 크다. 예를 들어, multi-year ice는 봄, 여름 동안 마이크로
파 분광신호의 특징을 잃게 되고 first-year ice로부터 분간될 수 없다. total ice concentration에서
큰 오차를 보이는 해빙의 상태는 ice 표면이 용융되어 물이 고이는 것으로 이것은 open water와
해빙을 구별할 수 없게 한다. 북극 ice pack의 약 20% 정도는 물이 고여 있고 그 범위는 7월 초
에 최대가 된다(Carsey, 1982). 이렇게 물이 고이는 곳의 범위는 시공간적으로 변화한다.
해빙 방사율의 비계절적 변화는 지역적 변화를 말한다. 이 지역적 변화는 해빙의 물리적, 화학
적 그리고 환경변화의 결과이다. 북극과 남극에서 해빙의 마이크로파 신호의 차이는 각 지역에서
알고리듬 tie point 세트의 차이에 기인한다. 해빙 방사율의 비계절적 변화에 의한 알고리듬의 오
차는 지역적이고 계절적으로 선정된 알고리듬 tie point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두 극지의 극빙에서는 open ocean과 ice edge 부근에서 잘못 나타나는 ice concentration이 문제
가 된다. Sea ice concentration은 수증기, 구름의 액체상태 물(cloud liquid water), 강우, 그리고
해수면에서 바람에 의한 해수면 거칠기 때문에 잘못 계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기후 필터의 개발
을 통하여 Nimbus-7 SMMR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sea ice concentration에서부터 다루어졌다.
SMMR의 기후 필터는 ice가 없는 곳과 해빙으로 덮인 바다에서의 PR(18)과 GR(37V/18V) 분포에
기초한다. SMMR의 GR(37V/18V)이 0.07보다 크다면 sea ice concentration은 0으로 향한다. 이것
은 기후 효과의 대부분을 제거하며 first-year ice 지역에서 약 12%보다 작고, multi-year ice 지
역에서 약 8%보다 작은 sea ice concentration을 제거한다. SSM/I의 기후 필터는 22.235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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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GHz 채널에 기초하는 GR 필터로써 해수면 거칠기, 구름의 액체상태 물, 강우, 수증기, 그 밖
의 대기조건으로 인한 대부분의 sea ice concentration 오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GR(22V/19V)
를 사용하는 근본적 이유는 22.235GHz에서 수증기의 민감도와 ice edge에서 얼음 온도 변화의 효
과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SSM/I의 GR(37V/19V)가 0.05보다 크거나 GR(22V/19V)가 0.045보다
크면, sea ice concentration은 0으로 향한다. 이것은 30m/s보다 강한 바람, 24cm보다 많은 구름의
액체상태 물, 0.2cm 이상의 수증기, 그리고 12mm/hour보다 많은 강수량과 같은 기후 효과를 효과
적으로 제거한다.
밝기온도의 비를 사용하는 것은 ice concentration의 산출에서 표면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몇 가지 결함도 존재한다. 19.35GHz 채널은 FOV(Field of View)가 70km× 45km로
37.0GHz의 FOV(38km × 30km)보다 크기 때문에 ice edge의 해상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기후 필터
가 해수면 거칠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19.35GHz 채널은 해수면 거칠기에 상당히 민감하다.
가장 큰 결점은 해빙이 분포하는 지역의 가장자리 지역에서 얇은 ice의 concentration을 극히 낮게
추출하는 것이다. 이 알고리듬은 얇은 ice를 두꺼운 ice와 open water의 혼합으로 보는 경향이 있
다. 기후의 영향은 sea ice concentration에서 약 15% 이상의 concentration 오차를 발생시킨다. 높
은 total ice concentration에서 기후의 영향이 작은 반면, multi-year ice concentration에서는 그
영향이 크다.
마지막으로, 오차는 임의적이고 인위적인 기계 측정의 오차에도 기인한다. 센서의 각 채널에서
1K 수준의 임의적인 기계 측정의 오차는 total ice concentration에서 1~1.8%, multi-year ice
concentration에서 4.5~6% 범위이다.
알고리듬의 민감도는 SSM/I 알고리듬 상수(Table 1)를 사용하여 분석된다. 그 결과를 각각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 주어진 민감도 상수는 북극의 first-year ice와
multi-year ice 지역에서, 각각 세 가지의 ice concentration에서 계산된 것이며, Table 4에 주어진
민감도 상수는 남극의 ice 유형 A, B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 것이다. 각각의 상수는 1K 밝기
온도의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concentration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북극의 100%
first-year ice 에서 0.01의 ice 방사율 변화는 2.5K의 밝기온도 변화에 상응하고 이것은 total sea
ice concentration에서 4.5%의 오차(0.018× 2.5)에 상응한다. 해빙의 용융이 시작되는 시기를 제외
하고, 밝기온도의 계절적 변화와 PR 사이의 상관성은 없지만 GR은 밝기온도의 계절적 변화와 관
계가 있다. GR에서 0.005의 계산된 오차는 약 1%의 total concentration 부정확성에 상응하는 반
면, multi-year ice에서는 약 9%에 상응한다(Cavalieri et al., 1991, Steffen and Schweiger, 1991).
100%

First-Year Ice
50%

15%

100%

Multi-Year Ice
50%

15%

                   
  
  
  
   

1.4
1.1
0.3
1.8

1.2
4.0
2.9
5.1

1.1
0.4
0.4
1.2

1.2
4.0
2.9
5.1

0.9
0.0
0.5
1.0

1.2
4.0
2.9
5.1

1.4
1.1
0.3
1.8

0.6
2.8
2.6
3.9

1.0
0.4
0.4
1.2

0.6
2.5
2.3
3.4

0.7
0.0
0.4
0.0

0.5
2.2
2.1
3.1

Table 3. NASA Team Algorithm sensitivity coefficients for first-year and multi-year ice regions of the
Arctic at different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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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2
0.3
0.8
1.5

Ice Type A
50%

15%

100%

 

 

 

0.9
0.1
0.8
1.2

0.9
0.5
0.9
1.3

1.2
0.3
0.8
1.5

Ice Type B
50%

15%

 

 

0.8
0.1
0.8
1.1

0.6
0.4
0.8
1.1

Table 4. NASA Team Algorithm sensitivity coefficients for ice type A and ice type B regions of the
Antarctic at different concentrations

제 3 절 Bootstrap Algorithm
Bootstrap Algorithm은 해빙 방사율 분포의 고유한 성질을 이용한다(Comiso et al., 1984,
Comiso and Sullivan, 1986). 이 알고리듬은 37.0GHz의 수평, 수직 편광 채널과 19.35GHz,
37.0GHz의 수직 편광 채널을 이용하여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한다. 37.0GHz 수평, 수직 편광 채
널은 90% 이상의 높은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내는 북극에 사용되고, 19.35GHz와 37.0GHz
의 수직 편광 채널은 낮은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내는 북극과 남극의 전체에 사용된다.
Bootstrap Algorithm의 기본 가정은 북극 중심부에 100% concentration을 갖는 consolidated ice가
겨울 동안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한다는 것이다. Multi-year ice로 현저하게 덮여있는 북극의 겨
울에서 방사율의 산란 plot은 consolidated ice 데이터가 비선형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
다. 이 비선형성은 주파수와 편광 효과에서 변화하는 주요 내부 산란에 기인한다. 그러나 예외적
으로 37.0GHz 수평채널 대비 37.0GHz 수직채널의 산란 plot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두개의 채널로부터 가장 좋은 해상
도가 제공된다. 둘째, 선형 집단의 표준편차가 +2.5Kelvin 보다 작고, 겨울에 open water가 항상
5%보다 작은 북극에서 높은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표면온도의 변화가 고려된다. 넷째,
견고한 ice의 tie point를 찾기 위해 쓰이는 AD라인(추세선)의 경사도가 SMMR과 SSM/I 모두 겨
울 데이터에서 1.0에 가깝게 일치한다.
First-year ice가 우세한 해빙지역에서 37.0GHz 수평채널과 37.0GHz 수직채널을 사용할 경우
consolidated ice 데이터의 point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consolidated ice는 ice의 조합,
눈 덮인 존재에 기인한 물, 범람, 거칠기 효과 등으로 인해 구별이 어렵다. 그러나 19.35GHz,
37.0GHz 수직 편광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일치하고 정확한 결과를 보인다.
Bootstrap Algorithm은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할 때 ice 유형의 구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Ice concentration  는 관측된 밝기온도에 상응하며,  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진다.




        


는 밝기온도이며

  

(7)

는 각각 open water와 sea ice의 밝기온도이다. 이 식에서 해빙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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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또는 다양한 얼음 유형의 결합체일수 있다. 위 식은 두 채널(37.0GHz 수평 편광 채널과
37.0GHz 수직 편광 채널 또는 19.35GHz 수직 편광 채널과 37.0GHz 수직 편광 채널)로부터 결정
되는    의 적당한 값을 사용한다. 임의의 데이터 point B에서의 ice concentration은 다음 식으
로부터 얻어진다.




(8)

                           

와    는 두 채널로부터 각각 ice와 open water의 밝기온도를 참조한다. 알고리듬에
사용되는 견고한 100% concentration ice의 slope와 offset은 Table 5에 주어져있다.
Bootstrap Algorithm을 사용하여 얻어진 ice concentration map은 검증된 ice 지역 가장자리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ice pack 안에서 높은 ice concentration 값을 보여준다. ice 지역의 가장자
리에 가까운 실제 ice의 변화율은 데이터에 나타나는 것보다 높을 수 있다. 이것은 ice 가장자리로
부터 pack 안으로의 방사율 변화와 서로 대조되는 두 표면의 가장자리에 위성 pass가 있을 때 센
서 안테나의 패턴이 데이터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리듬에 사용되는 밝기온도는 ice가 없는 바다의 산란 plot에서 추출된다. 선정된 point는 ice
pack 내부가 항상 균일하며 표면이 부드럽고 표면온도가 낮기 때문에 최소값에 가깝다.
  





100% Ice_Winter
37H vs. 37V(N. Hemisphere)
19V vs. 37V(N. Hemisphere)
19V vs. 37V(S. Hemisphere)
37H vs. 37V(N. Hemisphere)
19V vs. 37V(N. Hemisphere)
19V vs. 37V(S. Hemisphere)

Months
20 September~June
16 October~May
March~October

Slope
1.000
0.553
0.473

Offset
-12.0
117.0
139.0

Months
1 July~18 July
19 July~4 August
5 August~20 September
June~12 September
13 September~15 October
November~January
8 February~March
1 February~7 February
1 April~7 April

Slope
1.226
1.033
0.993
0.560
0.607
0.473
0.620
0.547
0.547

Offset
-70.1
-25.0
-14.0
119.0
103.0
139.0
120.0
120.5
120.5

100% Ice_Summer

Table 5. slope and offsets of 100% concentration ice used by Bootstrap Algorithm(V: vertical channel, H:
horizonta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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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ocean에서 대기효과, 파도, 높은 온도 및 거품은 몇몇 지역에서 밝기온도를 대폭 증가시
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지역에서 알고리듬을 적용하면 ice concentration의 오류가 나타난다. 하지
만 대기효과와 바다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open ocean의 데이터는 눈으로 덮인 지역으로부터 분
리될 수 있다. 이것은 SMMR의 18GHz 대비 37GHz 수직편광에서 밝기온도 데이터의 산란 plot에
의해 가능하다. open ocean에서 밝기온도 plot은 선형적인 관계가 있고, 얼음으로 덮인 지역은 뚜
렷이 밀집되어 구별이 쉽기 때문에 이 두 채널을 이용하는 ocean mask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SSM/I 데이터에서 18GHz의 SMMR 채널보다 수증기 흡수선(22GHz)
에 더 가까운 19.35GHz 채널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 19.35GHz open ocean 데이터는 밝기온도
가 높을 때를 제외하고 37.0GHz 데이터와 선형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open ocean의 구별을 어렵
게 한다. 이 문제는 22.235GHz 데이터와 19.35GHz 데이터의 차이(22.235GHz 수직편광채널 밝기
온도 - 19.35GHz 수직편광채널 밝기온도)가 적당히 높은 밝기온도에서 얼음으로 덮인 지역으로부
터 open ocean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다. Table 6에 ocean mask에 사용된
slope와 offset이 주어져 있으며, Table 7에 open water의 tie point가 주어져 있다.

Open Ocean Masking_Winter
Months
October~May

Slope
0.567

Offset
78.0

March~October

0.493

93.0

Months
June~October

Slope
0.580

Offset
72.26

November~February

0.493

93.0

19V vs. 22V (N. Hemisphere)
(22V-19V)>14K (N. Hemisphere)
19V vs. 22V (S. Hemisphere)
(22V-19V)>14K (S. Hemisphere)

Open Ocean Masking_Summer

19V vs. 22V (N. Hemisphere)
(22V-19V)>23K (N. Hemisphere)
19V vs. 22V (S. Hemisphere)
(22V-19V)>16K (S. Hemisphere)

Table 6. Slope and offsets of ocean mask used by Bootstrap Algorithm(V: vertical channel, H: horizontal
channel)

Open Water Tie Points_Winter

Northern Hemisphere
19V=179K 37V=202K 37H=130K

Southern Hemisphere
19V=179K
37V=202K

Northern Hemisphere
19V=181K 37V=203K 37H=130K

Southern Hemisphere
19V=179K
37V=202K

Open Water Tie Points_Summer

Table 7. Tie points of open water used by Bootstrap Algorithm(V: vertical channel, H: horizonta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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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얼음과 open water가 동시에 존재하는 겨울에서, ice concentration은 방사율의 표준편차
에 기초하여 약 5~10%의 정확도를 Bootstrap Algorithm으로써 얻을 수 있다. 오차는 북극 중심부
보다 계절적 해빙지역에서 더 높다. 그 이유는 19.35GHz 대비 37.0GHz plot에서 견고한 ice 지역
의 표준편차보다 계절적 해빙지역의 표준편차가 더 높고, 표면온도의 공간적 변화가 쉽게 설명되
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ice 표면에서 방사율의 계속되는 변화는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다. 예를 들
어, leads가 겨울 동안 넓어지면, open water는 찬 대기에 노출되고 표면에서 grease ice가 형성된
다. 그리고 grease ice는 nilas ice로 변화하며 nilas ice는 young ice로, 그리고 눈 덮인 first-year
ice로 변화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해빙 표면의 방사율은 상당히 변화한다(Grenfell and
Comiso, 1986). 그러나 방사율의 변화가 알고리듬에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얻어진
open water의 비율은 정확하지 않고, 따라서 open water는 grease ice와 nilas ice를 포함할 수 있
다.
북극의 봄과 여름에 영구한 ice 지역의 두꺼운 ice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방사율이 변화한다. 산
란 plot에서 견고한 ice line AD(추세)의 slope와 offset은 봄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적용됨
에도 불구하고 오차는 여전히 상당하고, 해빙 용융의 공간적 변화와 물이 고이는 것의 영향에 의
해 그 오차는 20%보다 클 수도 있다.
인공위성 ice concentration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몇몇 현장 및 항공기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실험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위성 ice concentration 데이터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현장 데이터는 넓은 범위를 찍는 위성자료(30km × 30km)와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기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좋은 해상도와 부차적 측정의 용이성 때문에 해석이 더 쉬운데 반하여 표면
측정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은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
해상도 자료 역시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비교분석이 어렵다. 예를 들어 open water, grease ice,
작은 pancake ice, 회색의 nilas ice의 명료한 구별은 광학, 마이크로파 모두 고해상도라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파 자료는 얼음의 가장자리, polynyas, 그리고 leads가 넓게 분포한 지역
과 마찬가지로 얼음이 덮인 큰 규모의 특성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Bootstrap Algorithm은 해빙 표면의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한다. 이것
은 이 알고리듬에서 사용된 채널의 산란 plot에서 견고한 ice의 데이터 point가 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다. ice 표면 유형 분류의 모호함은 지역적인 범위에서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최소화
될 수 있지만 극지는 너무 크고, 해빙 지역의 역동적인 특성 때문에 전 지구적인 연구를 위한 지
역적 구분의 경계 확립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지리적 경계와 물리적 특성 경계의 조합을 사용하
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여러 만과 반도는 별개의 지리적 지역과 같이 고려될 수 있다. 지
리적 경계의 사용은 ice pack의 시간적인 변천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Baffin 만 같
은 곳은 여름 동안 얼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말해 겨울 이후 동안 multi-year ice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1차적인 얼음의 유형은 first-year ice와 new ice일 것이
다.
얼음의 물리적 특성 경계들은 외부, 내부, 발산, 수렴, 그리고 영구한 지역과 같은 여러 가지 얼
음 영역으로 구분된다. 가장자리 얼음 지역을 포함하는 외부 지역은 수동마이크로파 자료에서 식
별하기 가장 쉽다. 몇몇 주파수에서 바다와 얼음 지역 사이의 방사율 대비가 두드러지기 때문이
다. 또한 자유로운 pancake ice가 위치하고 파도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그 특성이 나타난다.
내부 지역은 leads와 polynyas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연속적인 빙상으로 덮인 지역
이다. 발산지역은 광대한 leads가 형성되는 지역인 반면, 수렴지역은 광대한 유빙과 ridging이 분
포한 지역이다. 영구한 지역은 수많은 multi-year ice의 층으로 되어있다.
얼음의 체제/유형을 입증하기 위한 무감독 분류 방법으로 Isoclass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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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so, 1990). Isoclass는 모든 SSM/I 채널에서 사용되며, 제한된 표준편차 이내에서 비슷한 특
성의 밀집된 데이터를 찾는데 쓰인다. 각 집단의 데이터는 복사특성이 비슷하다고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가장자리 얼음 지역과 계절적 얼음 지역 같은 물리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른 집합체를 형성
한다. 영구한 ice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집합체가 확인된다. 그러나 각 집단의 정확한 보간을 위해
좋은 현장자료가 요구되지만 이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Bootstrap Algorithm 적용 결과 SSM/I 데이터는 8% 이하의 ice concentration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0~7.99% concentration이 open water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오차가 대체로 8%이기 때문에 100% ice concentration은 92~108% 범위 이내에서 얻어진 어떤
값이라 예상할 수 있다.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NASA Team Algorithm은 ice를 multi-year ice와 first-year ice의 두 가지로 나누어 open water
와 구별하며, Bootstrap Algorithm은 두 가지 종류의 ice를 하나로 인식하여 open water와 구별한
다. 두 알고리듬 모두 19.35GHz와 37.0GHz의 수직 편광 채널을 사용하지만 NASA Team
Algorithm은 19.35GHz의 수평 편광 채널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Bootstrap Algorithm은 37.0GHz의
수평 편광 채널을 사용한다. 그리고 NASA Team Algorithm은 세 개의 채널에서 정의되는 PR과
GR의 비율을 사용하지만 Bootstrap Algorithm은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사용한다. 또 다른 차이
점으로는 기후 필터의 차이가 있다. 두 알고리듬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
은 해빙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혹은 반대로 녹을 때 정확한 값을 찾아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Bootstrap Algorithm의 장점은 기구의 calibration에 의존하지 않으며 대기효과를 데이터 세트의
부분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해빙 방사율의 고유한 정보를 사용하고 북극의 중심에서 37.0GHz의
높은 해상도를 이용한다. NASA Team Algorithm의 장점은 PR과 GR의 비율을 사용하여 ice 온
도변화의 의존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ice 온도의 시공간적 변화는 ice concentration 추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비교적 정확한 북극에서 multi-year ice concentration과 total ice
concentration 추정이 가능하다.

제 4 절 기타 Algorithm
해빙 밀도를 산출하는데 쓰이는 알고리듬은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 외
에 Cal/Val Algorithm과 NIC Hybrid Algorithm이 있다. 그러나 Cal/Val Algorithm과 NIC
Hybrid Algorithm은 위에 설명한 두 알고리듬보다 사용빈도가 떨어지고 보편적이지 않다. 본 보
고서에서는 Cal/Val Algorithm과 NIC Hybrid Algorithm을 간단히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Cal/Val Algorithm은 기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ice pack에서 19.35GHz와 37.0GHz의 수직
편광 채널을 사용하며, ice edge에서는 37.0GHz의 수평, 수직 편광 채널을 사용한다(Hollinger et
al., 1991). ice edge에서 37.0GHz 채널의 사용은 채널의 footprint로 인해 ice와 바다 사이에서 높
은 해상도를 제공한다. Cal/Val Algorithm은 또한 얇은 ice에 대해 감도가 매우 좋다. 특히 NASA
Team Algorithm에 비해 new ice 혹은 얇은 ice에 대한 감도가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이 알고리
듬이 얇은 ice에 특별히 민감하기 때문에, 얇은 ice의 concentration을 거의 100% sea ice
concentration으로 빠르게 포화시킨다. 따라서 변화가 작은 높은 concentration 지역은 감지할 수
없다.
NIC Hybrid Algorithm은 Cal/Val Algorithm과 수정된 NASA Team Algorithm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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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ngton, 2000)으로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첫째, Cal/Val Algorithm은 오직 ice
edge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Cal/Val Algorithm의 37.0GHz 채널은 그 footprint로 인해 ice
edge를 더욱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둘째, NASA Team Algorithm은 ice pack에서 사용
된다. 이것은 높은 concentration 지역에서 작은 변화를 생기게 하고, multi-year ice와 first-year
ice의 부분적인 concentration을 산출한다. 셋째, 얇은 ice 혹은 얇은 ice와 유사한 해빙이 존재하는
해빙 분포 지역의 가장자리에서 NASA Team Algorithm은 얇은 ice의 tie point가 multi-year ice
의 tie point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이것은 얇은 ice에서 더욱 높은 민감도와 더욱 정밀한 보정치를
산출한다. First-year ice와 얇은 ice의 부분적인 concentration이 보정된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들
은 NIC Hybrid Algorithm이 극지의 세 가지 ice 유형(multi-year ice, first-year ice, thin ice)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sea ice concentration 자료의 한 픽셀에서는 두 가지 유형만이 결정
된다. NIC Hybrid Algorithm에 사용되는 기후 필터는 NASA Team Algorithm의 두 가지 기후
필터가 사용된다.
NIC Hybrid Algorithm에는 두 가지 결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결점은 한 픽셀에서 오직 두 가
지 ice 유형만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multi-year ice, first-year ice, 그리고 얇은 ice들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오차를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결점은 알고리듬이 ice의 tie point를 바꾸기
때문에 불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다.

제 5 절 Kompsat-1 EOC 자료
Kompsat-1은 1999년 12월 발사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으로
전자광학카메라(EOC), 해양관측카메라(OSMI), 이온층 측정기(IMS),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HEPD)의 4개의 탑재체가 있다. Table 8에 Kompsat-1 EOC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SSM/I sea ice concentration 자료를 광학영상과 상호 비교하기 위해 Kompsat-1 EOC의 극지 촬
영을 요청하였다. 북극은 7~8월에 걸쳐 해빙의 edge 부분을 중심으로 10 orbit을 촬영하였다. 남극
은 제 2 남극기지의 후보지인 세 지점을 9월 말~11월 초에 걸쳐 11 orbit을 촬영하였다. Table 9
는 EOC의 극지 촬영에 대한 기본 정보를 나타낸 것이며, Fig. 7은 제 2 남극기지의 후보지점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Fig. 8은 EOC의 모든 orbit을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에
overlay하여 표시한 것이다.

24
-

임무기간
궤도
적도 통과시각
지상국 교신
궤도주기
주요 임무
공간해상도
수직 촬영시 관측폭
궤도 당 지상길이
Panchromatic Band
기타

Kompsat-1 EOC

Table 8. Information on Kompsat-1 EOC

Date
2005/07/12
2005/07/15
2005/08/05
2005/08/06
2005/08/07
2005/08/11
2005/08/14
2005/08/22
2005/08/25
2005/08/27
Total

북극

1999년 12월~현재
685km 태양동기궤도
지방시 오전 10시 50분
일일 2~3회 가능
98.46분
한반도 지도제작을 위한 영상 제공
6.6m
17km
800km
0.51㎛-0.73㎛
영상신호 Gain 지상 명령 가능

남극

Center Location Scenes Date
Center Location Scenes
77.310N/129.929E 62 2005/09/25 -66.290N/52.800E 60
72.945N/-168.649E 63 2005/10/01 -66.290N/52.120E 62
73.050N/179.760E 61 2005/10/02 -77.450N/-156.620E 62
76.440N/143.040E 64 2005/10/05 -77.450N/-157.375E 61
74.920N/159.600E 62 2005/10/07 -68.375N/150.700E 61
71.860N/-130.010 62 2005/10/08 -77.450N/-158.100E 61
72.180N/-157.590E 62 2005/10/21 -66.290N/52.460E 62
73.890N/-128.600E 63 2005/10/24 -66.290N/51.780E 61
76.660N/-14.230E 64 2005/10/27 -68.375N/150.335E 62
75.710N/-179.210E 61 2005/10/30 -68.375N/149.930E 61
2005/11/04 -66.290N/53.140E 63
10 orbits
624
Total
11orbits
676

Table 9. Information on EOC data acquired during July to Nov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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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7. Sites proposed for the second Antarctic research station

the Arctic

the Antarctic

Figure 8. EOC orbits for data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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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촬영 당시에는 계절적으로 해빙이 매우 많이 녹고 있을 때였으며, 구름이 낀 영상이 많아
10 orbit, 총 624 scene 중 사용 가능한 scene은 85 scene(14%)이었다. 대부분의 영상에서 해빙은
매우 잘게 쪼개졌거나 살얼음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극에서 보이는 해빙들은 두껍고 얇음
이 육안으로 어느 정도 판단될 수 있었다. 남극을 촬영할 당시에는 연중 가장 추웠다가 서서히 따
뜻해질 때로 해빙이 서서히 녹기 시작할 때였다. 남극도 북극과 마찬가지로 구름이 낀 영상이 많
아 11 orbit, 총 676 scene 중 71 scene(11%)만이 사용 가능하였다. 남극은 계절적으로 가장 추웠
다가 따뜻해지는 시기였으므로 약간의 lead가 분포한 해빙이 사용 가능한 영상 대부분에서 나타났
다. 그러나 남극의 해빙은 북극과는 다르게 표면에 눈이 쌓여 있어서 두꺼운지 얇은지 육안으로
판정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남극의 해빙이 두껍게 얼어 있을 때이므로 대부분의 해빙
들이 두꺼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부록 Ⅰ과 부록 Ⅱ는 EOC가 촬영한 북극과 남극의 브라우즈
영상으로, 한 orbit은 약 800km에 달하며 이를 8등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EOC 영상의 공간해상도는 6.7m로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의 공간해상도(25km)
보다 우수하다. EOC 영상 한 Scene은 17.4km × 18.7km이다. 즉 EOC 영상 한 scene이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의 한 픽셀보다 작으므로 SSM/I의 공간해상도를 보완하여 sea ice
concentration을 검보정할 수 있다. 또한 EOC 영상은 광학영상이기 때문에 SSM/I sea ice
concentration에서 오차를 일으키는 얇은 해빙을 바다와 비교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SSM/I sea ice concentration 자료보다 훨씬 명확한 해빙 밀도를 산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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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료처리 및 비교
제 1 절 자료의 전처리
SSM/I sea ice concentration 자료와 EOC 영상의 sea ice concentration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몇 가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를 구축하여
HDF 포맷의 변환 및 Geocod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격자자료의 날짜는 EOC 영상이 촬영되기 전
날짜, 촬영된 날짜, 촬영된 후의 날짜로 구축하였다. 북극은 총 23개 날짜, 남극은 총 28개 날짜의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HDF 포맷에서 header 부분과 자료
부분을 분리해 냈다. 작업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SSM/I 격자자료에 최종적으로 공간해상도와
밴드 수, 그리고 격자의 가로와 세로의 숫자를 입력하였다.
두 번째로는 Kompsat-1 EOC 영상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EOC 영상 또한 header와 자료
부분을 추출해 냈다. 그리고 EOC 영상의 header 파일을 text 형식으로 정리하여 영상의 중심 좌
표를 알기 쉽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영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EOC의 한
orbit은 약 60여개의 scene으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영상이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
이 적고 해빙 분포의 면적비를 추출해낼 수 있는 영상만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 Table 10에
EOC orbit 별로 해빙 밀도를 산출할 수 있는 영상의 개수를 표시하였다. Fig. 9에 EOC 영상에서
해빙 밀도를 추출할 수 있는 사용이 가능한 영상과 해빙 밀도를 추출할 수 없는 사용 불가능한
영상의 예를 나타내었다.
위의 작업을 모두 마친 후 orbit 별로 모든 영상들의 중심좌표를 SSM/I 격자에 표시해주었다.
경도와 위도로 표시되어 있는 EOC 영상의 중심좌표를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에
상응하는 X, Y 좌표로 변환시켜주어야 가능한데, NSIDC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포트란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변환된 X, Y 좌표를 EOC 영상들의 header
파일에 정리하였으며, orbit 별로 scene들의 X, Y 좌표를 점선의 vector로 표현해주었다. vector로
표현해주는 프로그램은 C-코드로 직접 만들었으며, vector로 표현된 orbit들을 EOC가 촬영한 각
날짜의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에 overlay 하였다. 이를 북극과 남극으로 나누어
Fig. 10과 Fig. 11에 나타내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EOC의 orb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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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날짜
2005/07/12
2005/07/15
2005/08/05
2005/08/06
2005/08/07
2005/08/11
2005/08/14
2005/08/22
2005/08/25
2005/08/27
Total

the Arctic

전체 사용가능 가용률 촬영 날짜
영상 영상
62
4
6% 2005/09/25
63
3
5% 2005/10/01
61
13
21% 2005/10/02
64
5
8% 2005/10/05
62
28
45% 2005/10/07
62
4
6% 2005/10/08
62
0
0% 2005/10/21
63
2
3% 2005/10/24
64
15
23% 2005/10/27
61
11
18% 2005/10/30
2005/11/04
624
85
14%
Total

the Antarctic

전체 사용가능 가용률
영상 영상
60
14
23%
62
0
0%
62
0
0%
61
41
67%
61
0
0%
61
6
10%
62
0
0%
61
0
0%
62
0
0%
61
0
0%
63
10
16%
676
71
11%

Table 10. The number of EOC scenes acquired and useable for sea ic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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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Scenes

Bad Scenes

(a) the Arctic 2005/08/27

(c) the Arctic 2005/07/15

(b) the Antarctic 2005/10/05

(d) the Antarctic 2005/10/02

Figure 9. EOC sample images. (a) and (b) are good images while (c) and (d) are useless due to thick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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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c

2005/07/12

2005/07/15

2005/08/05

2005/08/06

2005/08/07

2005/08/11

2005/08/14

2005/08/22

2005/08/25

2005/08/27

Figure 10. EOC orbits of the Arctic overlying the SSM/I data of eac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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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rctic

2005/09/25

2005/10/01

2005/10/02

2005/10/05

2005/10/07

2005/10/08

2005/10/21

2005/10/24

2005/10/27

2005/10/30

2005/11/04

Figure 11. EOC orbits of the Antarctic overlying SSM/I data of eac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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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EOC 영상의 sea ice concentration 산출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는 Kompsat-1 EOC 영상의 촬영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EOC 촬영 전 날짜, 촬영 날짜, 촬영 후 날짜로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SSM/I 격자자료에 overlay
된 EOC 영상의 중심좌표를 이용하여 SSM/I sea ice concentration과 EOC sea ice concentration
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EOC 영상에서 sea ice concentration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값을 EOC
영상의 중심좌표가 포함되는 SSM/I의 픽셀 값(sea ice concentration)과 비교하면 된다.
EOC 영상의 sea ice concentration 산출을 위해 감독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를 수행하였
다. 남극의 모든 영상은 감독분류를 통해 sea ice concentration을 산출하였으나, 북극의 몇몇 영상
에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Visual Identification)을 사용하여 sea ice concentration을 산출
하였다. 북극과 남극의 EOC 영상들 중에서 감독분류와 Visual Identification을 수행한 영상의 개
수와 영상의 가용률 등을 Table 11에 나타내었다.
총 촬영영상
사용가능 영상
가용률
Supervised Classification
Visual Identification

Arctic
624
85
14%
83
2

Antarctic
676
71
11%
71
0

Table 11. The number of EOC scenes acquired and used for sea ice study in Arctic and Antarctic

북극을 촬영한 영상의 감독분류에서는 두께가 얇은 것으로 추정되는 해빙의 분포로 인해 검정
계열의 색을 나타내는 바다와 해빙의 분류가 모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구름이 낀 정
도로서 training set을 나누었고 해빙은 두꺼운 ice, 얇은 ice, 그리고 ice ridge로 training set을 나
누어 분류하였다. 남극에서는 대부분의 해빙이 두껍거나 혹은 눈으로 덮여있어 대부분 밝은 색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감독분류를 통하여 바다와 해빙이 혼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남극
촬영 영상의 경우는 바다만을 구름 낀 정도로서 training set을 나누었고 해빙은 북극과는 다르게
하나의 training set으로 분류하였다. 감독분류를 수행하여 산출된 해빙의 면적을 감독분류가 수행
된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EOC 영상의 sea ice concentration을 산출하였다. 감독분류를 수행한 영
상은 전체 EOC 영상의 99%이며 Visual Identification을 수행한 영상은 북극의 영상 두개뿐이다.
북극의 영상 중에서 감독분류를 수행한 영상들은 구름이 해빙으로 분류되거나 해빙이 구름 낀 바
다로 분류되는 등 약간씩의 오차를 보였다. 따라서 이런 오차를 육안으로 판단하여 sea ice
concentration을 보정하였다. 남극의 영상에서는 감독분류로 인한 오차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남극 지역은 대부분 한 scene 전체가 약간의 균열만을 포함하는 해빙이어서 바다와의 구분이 명
확했거나, 구름이 낀 바다와 해빙이 혼동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감독분류를 수행하지 못한 영상은 직접 해빙의 둘레를 디지타이징하여 해빙의 면적을 구하였고,
해빙 분포의 면적비를 산출하였다. 직접 해빙의 둘레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광량이 약할
때 pushbroom CCD 간의 감도 오차로 인한 에러가 영상에 세로 줄무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
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영상을 감독분류 할 경우 흰 줄무늬들이 해빙으로 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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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 감독분류에 적합하지 않다. Visual Identification을 수행한 영상에서 해빙은 큰 덩어
리의 모양을 하는 것들이 많았으며 작은 조각들의 해빙은 잘 보이지 않았다. 북극의 EOC 영상
중 자료처리에 사용가능한 영상(original image)과 그 영상에서 sea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하기
위해 잘라낸 세부지역(selected region), 그리고 감독분류와 Visual Identification 수행의 결과
(classified/visual identification)를 부록 Ⅲ에 나타내었다. original image에 selected region을 표시
하였다. 감독분류의 결과 영상에서 검은색은 바다, 흰색은 두꺼운 ice, 그리고 회색은 얇은 ice로
분류된 것이다. original image와 selected image는 면적을 함께 표시했으며, 결과 영상에는 감독
분류를 통한 sea ice concentration과 이를 다시 육안으로 보정한 sea ice concentration을 함께 표
시하였다.
북극을 촬영한 624개의 영상 중에서 85개의 영상이 sea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할 수 있는 영
상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한 scene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처리 한 경우는 85개 영상 중 28개
(3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영상들은 대기효과가 심하여 해빙이 드러난 지역을 부분적으로 선택
해 sea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하였다. 대기효과가 심한 영상은 감독분류가 매우 어려웠으며, 감
독분류를 통한 오차를 육안으로 판단하여 보정해주었다.
EOC 영상에서 추출된 sea ice concentration은 순수한 해빙분포의 면적비로서, 면적 외에는 어
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북극 EOC 영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해빙이 관찰
되었고, 조각의 해빙 또는 grease ice와 유사한 살얼음 형태의 해빙이 많이 관찰되었다. 특히 살얼
음 형태의 해빙은 바다와 거의 같은 색을 나타내어 대기효과와 마찬가지로 감독분류에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육안으로 판단하여 보정한 sea ice concentration은 모두 감독분류를 통한 sea ice
concentration보다 높게 추정되었는데, 구름이 해빙으로 분류된 면적보다 해빙이 구름으로 분류된
면적이 더 넓었기 때문이다. No. 69의 영상은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해빙이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
분되지 않아 육안보정을 할 수 없었다.
부록 Ⅳ에 남극을 촬영한 EOC 영상 중 자료처리에 사용가능한 영상(original image)과 그 영상
에서 sea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하기 위해 잘라낸 세부지역(selected region), 그리고 감독분류의
결과(classified)를 나타내었다. 남극에서는 대부분 한 scene 전체를 대상으로 해빙 밀도를 산출하
였다. 감독분류의 결과 영상은 북극과 마찬가지로 검은색은 바다, 흰색은 두꺼운 ice, 그리고 회색
은 얇은 ice로 분류된 것이다. 사용이 가능한 남극 EOC 영상은 대기효과가 거의 없고 감독분류의
결과가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육안보정을 시도하지 않았다.
남극은 자료처리가 가능한 영상 중 9개 영상(13%)만이 구름과 광량조건에 의해 부분적으로 사
용되었다. 남극의 거의 모든 영상에서 sea ice concentration은 80%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남극 촬영의 시기가 겨울이 서서히 끝나갈 무렵이었기 때문이며, 촬영 지역 또한 해빙의
edge가 아닌 내부지역(inner region)이기 때문이다. EOC 영상에서 보이는 남극의 해빙은 매우 밝
게 나타나며 특히 거의 모든 해빙에 눈이 덮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빙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는 육안으로 추정하기 힘들다. grease ice나 nilas ice로 추정되는 해빙들도 분포하였으나
그 분포 범위는 전체 해빙 분포 범위에 비해 매우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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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SM/I와 EOC 비교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EOC 영상에서 감독분류와 디지타이징을 통해 북극과 남극의 해빙 밀
도를 산출하였다. 감독분류를 통해 분류된 영상을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여 해빙 밀도의 오차를 보
정하였다. 육안 보정의 단계까지 모두 거치고 산출된 EOC sea ice concentration을 SSM/I와 비교
하기 위해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에서 EOC 영상의 중심좌표가 포함된 픽셀을 찾
아 sea ice concentration 값을 읽었다. 그리고 EOC 영상이 촬영되기 전 날짜, 촬영된 날짜, 촬영

된 후 날짜의 cubic pixels(3x3x3)에 대한 SSM/I sea ice concentration의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것은 SSM/I sea ice concentration의 시공간적 불안정성의 지표가 된다. 즉, EOC 영상이 촬영
된 당시 해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적으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보여준다. Fig. 12에 EOC
영상이 북극에서 촬영되기 전 날짜, 촬영된 날짜, 촬영된 후 날짜에 해당하는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를 나타내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선은 촬영된 날짜의 EOC 궤도를 나타
낸다.

EOC는 북극에서 총 11 orbit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Fig. 12에는 2005년 8월 14일에 촬영된 orbit
을 제외하고 10개의 orbit을 overlay 한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2005년 8월 14일에 촬영된 orbit의 영상 중에서 EOC의 sea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할 수
있는 양질의 영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Fig. 13에 EOC 영상이 남극에서 촬영되기 전 날짜, 촬영된 날짜, 촬영된 후 날짜에 해당하는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를 나타내었다. 격자자료에 표시된 선은 촬영된 날짜의
EOC 궤도를 나타낸다. 북극과 마찬가지로 남극에서도 sea ice concentration을 추출할 수 없는 날
짜의 EOC orbit을 제외하여, 4개의 orbit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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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c

EOC Date/ the day before EOC EOC shooting day the day after EOC
Center Location
shooting
shooting
Date: 2005/07/12
Center Location:
77.310N/129.929E

Date: 2005/07/15
Center Location:
72.945N/-168.649E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3.050N/179.760E
Figure 12. SSM/I data and orbit of the day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OC data acquisition in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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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8/06
Center Location:
76.440N/143.040E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4.920N/159.600E

Date: 2005/08/11
Center Location:
71.860N/-130.010E

Date: 2005/08/22
Center Location:
73.890N/-128.600E
Figure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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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6.660N/-14.230E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5.710N/-179.210E
Figure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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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rctic

EOC Date/ the day before EOC EOC photographing the day after EOC
Center Location photographing
day
photographing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6.290N/52.800E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7.450N/-157.375E
Date: 2005/10/08
Center Location:
-77.450N/-158.100E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6.290N/53.140E
Figure 13. SSM/I data and orbit of the day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OC data acquisition in
Ant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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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서의 SSM/I와 EOC의 sea ice concentration 상관도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세로축은
SSM/I sea ice concentration으로서, NASA Team Algorithm을 통해 산출된 total ice
concentration이며, 가로축은 EOC의 sea ice concentration이다. 각 데이터 포인트에 표시한 세로
막대는 SSM/I cubic 픽셀에 대한 sea ice concentration의 표준편차이다. 상관도에는 SSM/I sea
ice concentration 데이터 중에서 15% 이하의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내는 데이터와 그에 상
응하는 EOC sea ice concentration 데이터를 모두 제외하였다. 또한 육지나 해빙이 존재하지 않는
바다로 나타나는 SSM/I 데이터와 그에 상응하는 EOC 데이터도 제외하였다. 이는 sea ice
concentration을 기준으로 기록되는 ice area와 ice extent 모두 15% 이상의 sea ice concentration
을 유효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NASA Team Algorithm은 sea ice concentration 산출에서 기후의
효과로 인해 15%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open water가 15% sea ice
concentration으로 잘못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빙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SSM/I sea
ice concentration의 기준을 15%로 하여 상관도를 그렸다. 이 과정에서 약 10%의 데이터가 제거
되었다.

Figure 14. Relationship between SSM/I sea ice concentration and EOC sea ice concentration in the
Arctic

북극의 상관도에서 상관계수는 0.671이다. 0%부터 100%까지의 sea ice concentration 영역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대각선의 위아래에 분포하며, SSM/I cubic 픽셀에 대한 시공간적 표준편차가 비
교적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EOC sea ice concentration이 70% 이상인 영역에서는 SSM/I
sea ice concentration이 EOC sea ice concentration보다 작게 나타난다.
70%보다 낮은 sea ice concentration 영역에서 SSM/I sea ice concentration과 EOC sea ice
concentration의 차이가 큰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부록 Ⅲ에 나타낸 북극 EOC 영상
은 대부분 얇은 ice로 추정되는 해빙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EOC의
북극 촬영 시기는 7~8월로 북극의 여름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빙들의 용융이 활성화되는 시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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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으며, 녹았다가 다시 어는 과정을 반복하는 해빙들이 존재하는 시기이다. 이것은 북극
의 EOC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new ice와 young ice의 존재는 앞서 1장 2절에서 설명
한 NASA Team Algorithm의 가장 큰 sea ice concentration 오차 발생의 원인이 된다. EOC 영
상에서도 바다와 구별이 어려운 grease ice 혹은 nilas ice 같은 얇은 ice는 바다와 first-year ice
의 중간에 해당하는 편광특성을 갖기 때문에, multi-year ice와 first-year ice 유형만 고려하는
NASA Team Algorithm에서 total ice concentration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또한 EOC 영상에서는 얇고 작은 규모의 해빙이 존재하지만 SSM/I sea ice concentration은 0%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상관도에서 제외된 약 10%의 데이터 중에는 15% concentration보다 작
은 SSM/I sea ice concentration 데이터 외에도, 육지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자료에서 육지로 표현되는 픽셀의 EOC 영상은 해빙이 존재하
였다. 이는 SSM/I 자료가 가지고 있는 공간해상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EOC sea ice concentration이 70% 이상인 영역에서, 데이터들은 대각선 아래에 위치하여
SSM/I sea ice concentration이 EOC보다 작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부록 Ⅲ의 북극 EOC 영상들
중 70% 이상의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내는 영상들은 대부분 해빙들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빙들이 모두 두껍다고 판단되지는 않았다. 서로 다른 ice 유
형 혹은 바다의 경계부에서는 sea ice concentration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EOC가 촬
영한 지역이 북극 해빙의 edge 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걸쳐 해빙이 분포하더라도
first-year ice와 multi-year ice, 그리고 new ice와 young ice가 혼재할 가능성이 있다. EOC sea
ice concentration이 70% 이상인 데이터에서 SSM/I cubic 픽셀에 대한 표준편차가 작은 것은
multi-year ice 또는 두께가 비교적 두꺼운 first-year ice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표준편차가
큰 것은 두께가 얇은 new ice 혹은 young ice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SSM/I cubic 픽셀에 대
한 표준편차가 해빙의 시공간적인 불안정성을 나타내주는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
에서 SSM/I cubic 픽셀에 대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해빙들은 시공간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는 얇은 해빙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15. Relationship between SSM/I sea ice concentration and EOC sea ice concentration in the
Ant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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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의 SSM/I와 EOC의 sea ice concentration 상관도는 Fig. 15와 같다. 세로축은 EOC의
남극 영상이 촬영된 날짜에 해당하는 SSM/I sea ice concentration로서, NASA Team Algorithm
을 통해 산출된 total ice concentration이다. 가로축은 EOC의 sea ice concentration으로서 감독분
류를 통해 산출된 값이다. 남극의 EOC 영상은 하나의 scene 전체가 해빙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
고, 구름으로 인한 바다와 해빙의 혼동이 적어 감독분류만으로 sea ice concentration을 산출할 수
있었다.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세로 오차막대는 북극에서의 상관도와 마찬가지로 SSM/I
cubic 픽셀에 대한 표준편차이다. 남극에서는 15% 이하의 concentration을 나타내는 SSM/I 데이
터는 없었고, EOC에서는 해빙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육지로 나타나는 SSM/I 데이터가
몇 개 존재하였다. 따라서 육지로 나타나는 SSM/I 데이터와 그에 상응하는 EOC 데이터를 제외하
였다. 이 과정에서 약 3%의 데이터가 제거되었다.
남극의 SSM/I sea ice concentration과 EOC sea ice concentration 사이의 상관계수는 0.582이
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70% 이상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SSM/I sea ice
concentration 대부분이 EOC sea ice concentration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SSM/I cubic
픽셀에 대한 sea ice concentration의 표준편차는 북극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EOC의 남극 촬영 시기는 해빙이 한창 녹고 있던 북극과는 다르게 해빙이 최대로 두꺼워졌다가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즉 남극의 겨울이 막 끝난 시기이다. 따라서 남극의 해빙은 아주
높은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낸다. 특히 남극을 촬영한 EOC의 궤도는 해빙이 분포한 지역
중 두껍고 견고하게 얼어있는 대륙과 바다의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분포한 해빙은 아주
높은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부록 Ⅳ에서 보듯이 상당수의 scene 전체가
해빙이며, lead가 발달해 있다. 거의 모든 해빙은 표면이 눈으로 덮여 있어 아주 밝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얇은 ice를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북극과는 달리 남극은 해빙의 두께
를 육안으로 짐작할 수 없었다.
각 데이터들의 SSM/I cubic 픽셀에 대한 표준편차가 작은 것은 해빙이 시공간적으로 안정하다
는 것을 말해준다. 표준편차가 작은 값을 가지는 이유는 EOC에서 확인된 sea ice concentration이
높고 이제 겨울이 막 지난 고위도의 해빙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Fig. 16은 Fig. 14와 Fig. 15를 함께 표현한 것으로 북극과 남극 전체의 SSM/I sea ice
concentration과 EOC sea ice concentration의 상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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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elationship between SSM/I sea ice concentration and EOC sea ice concentration in both
Arctic and Antarctic

북극과 남극 전체에서 SSM/I sea ice concentration과 EOC sea ice concentration 사이의 상관
계수는 0.870이다. 두 지역을 함께 표현한 이 상관도에서, 해빙이 한창 녹고 있을 때의 북극 sea
ice concentration은 작은 값부터 높은 값까지 고루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겨울이 막
끝날 시기의 남극 sea ice concentration은 70% 이상의 높은 값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극
지의 계절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극 데이터에서 SSM/I cubic 픽셀에 대한 sea ice concentration의 시공간적인 표준편차가 북
극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봄철 남극의 해빙이 여름철 북극의 해빙보다 시공간적
으로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SSM/I sea ice concentration보다 EOC sea ice
concentration이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SM/I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 해
빙 자체의 복사에너지를 감지한다. 따라서 해빙의 면적뿐만이 아니라 해빙의 체적도 고려하여 sea
ice concentration을 산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의 얇은 ice에 대해서 SSM/I는 open
water와 얇은 해빙의 복사세기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켜 정확한 sea ice concentration 값을 산출
하지 못하게 한다. 즉 북극의 얇은 해빙들은 SSM/I에 open water로 감지될 수 있어 실제보다 낮
은 sea ice concentration이 추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EOC에서 확인되는 얇은 해빙의 sea ice
concentration은 SSM/I에서 추출된 sea ice concentration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극에서
SSM/I sea ice concentration이 EOC sea ice concentration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해빙의 복사
세기와 관련 있는 두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
다. 북극의 데이터 중 일부에서 SSM/I sea ice concentration이 EOC sea ice concentration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후의 영향에 의해 실제보다 높은 sea ice
concentration이 추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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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토 의
제 1 절 SSM/I sea ice concentration과 해빙의 두께
Fig. 14의 북극 지역을 나타낸 상관도를 보면 EOC sea ice concentration이 70% 이하인 데이터
에서, SSM/I sea ice concentration이 EOC sea ice concentration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이터들은
환경 조건에 의한 오차라고 판단된다. 바다의 환경 혹은 기후의 영향이 강할 경우 그것으로 인한
복사세기를 SSM/I 센서가 해빙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오차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러나
SSM/I sea ice concentration이 EOC sea ice concentration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는 환경 조건
에 의한 영향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EOC 영상은 광학영상이므로 EOC에서 오차까지 보정하여 산
출된 해빙 분포의 면적비는 비교적 정확한 값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SM/I sea ice
concentration이 EOC sea ice concentration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SSM/I가 해빙의 면적뿐만
아니라 두께에도 관련이 있는 복사세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얇은 해빙이 존재하면 EOC보다 낮은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낸다고 추론할 수 있다. SSM/I는 수동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므로 해
빙 자체에서 발산되는 마이크로파를 감지하여 해빙의 존재유무를 판단한다. 따라서 체적이 큰 해
빙, 즉 크고 두꺼운 해빙에 대해서는 큰 sea ice concentration을 보일 것이며, 체적이 작은 얇은
해빙에 대해서는 작은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낼 것이다. 때문에 광학영상에서는 해빙으로
보이는 얇은 해빙의 면적이 SSM/I에서는 정확한 해빙 분포의 면적비로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크
다. 하지만 광학영상과 SSM/I에서 산출된 sea ice concentration의 차이를 이용한다면 해빙 두께
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Fig. 15의 남극 지역 상관도를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70% 이상인 영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극에서 거의 모든 SSM/I sea ice concentration 데이터가 EOC sea ice
concentration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눈이 덮여 있는 아주 큰 해빙들은 광학영상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밝게 보인다. 그 색과 크기 때문에 두꺼운 해빙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덮여
있는 눈으로 인해 광학영상에서 두꺼운지 얇은지 판단을 못하는 상태이다. 만약 눈으로 덮인 해빙
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 SSM/I는 실제 면적비보다 작은 sea ice concentration을 계산하게 할 것
이다. 즉, 얇은 해빙에서 발산되는 마이크로파는 SSM/I에 감지되어 작은 concentration을 나타낼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 SSM/I sea ice concentration이 해빙의 두께를 간접적으로 밝혀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EOC와 같은 광학영상에서 산출된 sea ice concentration을
SSM/I sea ice concentration과 비교함으로써 해빙의 두께를 추정할 수도 있다.
Fig. 17은 남극의 제 2극기지 건설 후보지점 중 A, B 지점을 지나가며 촬영된 EOC 영상의 sea
ice concentration과 그에 상응하는 SSM/I sea ice concentration, 그리고 EOC sea ice
concentration에서 SSM/I sea ice concentration을 뺀 값을 frame number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rame number는 육지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1 frame은 SSM/I sea ice
concentration 격자 자료에 EOC의 궤도를 overlay 했을 때 EOC 궤도상에서 남극대륙과 바로 접
해있는 바다에 해당하는 SSM/I 격자자료의 픽셀이며, 1씩 증가하는 frame은 육지에서 한개 씩 멀
어지는 픽셀을 의미한다. 즉, 1 frame의 EOC 영상은 남극대륙과 바로 접해있는 바다의 영상이고,
2 frame의 EOC 영상은 SSM/I 격자 자료에서 남극대륙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향한 두 번째 픽셀
에 해당하는 영상이다(Fi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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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Relationship between sea ice concentration and the fram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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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Definition of the fram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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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 sea ice concentration은 frame number에 관계없이 높은 수치를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SSM/I sea ice concentration은 frame number가 증가할수록 상당히 변화함을 볼
수 있다. EOC sea ice concentration에서 SSM/I sea ice concentration을 뺀 차는 육지와 먼 지점
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먼 바다에서도 두 concentration의 차
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약 20~40 frame의 sea ice concentration은 EOC와 SSM/I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이 나타난다.
위의 그래프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남극 제 2극기지 건설 후보지점별로 나누어 2개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19는 두 후보지점 중 A 지점이 포함된 궤도(A 궤도)의 EOC sea ice
concentration과 그에 상응하는 SSM/I sea ice concentration, 그리고 EOC sea ice concentration
에서 SSM/I sea ice concentration을 뺀 차를 frame number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궤도는
2005년 9월 25일과 11월 4일에 촬영되었으며, 그래프에 두 날짜를 서로 다른 표식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Fig. 20은 B 지점이 포함된 궤도(B 궤도)에서의 그래프를 A 궤도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B 궤도도 A 궤도와 마찬가지로 두 날짜에 걸쳐 촬영되었으나 A 궤도와는 다르게
촬영일자가 2005년 10월 5일과 10월 8일로서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날짜에 따른 데
이터의 구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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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Relationship between sea ice concentration and frame number of A orbit

Figure 20. Relationship between sea ice concentration and frame number of B 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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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의 sea ice concentration은 2005년 9월 25일과 11월 4일에 얻어진 것으로써 시간적으로
약 1개월 이상 차이가 있다. EOC sea ice concentration은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유사
한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낸다. 그러나 SSM/I sea ice concentration은 두 날짜 사이에서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concentration의 차이는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그 값이 크고, 9월 25
일보다는 11월 4일에 그 값이 더 높다. 남극에서 11월은 9월에 비하여 해빙의 용융이 더 활동적으
로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해빙의 두께는 9월보다 11월에 더 얇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 시기
에 SSM/I sea ice concentration의 값이 광학영상에서 산출된 sea ice concentration보다 작다면,
이는 해빙이 얇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ea ice concentration이 계산된 지역의 해빙은 한
scene 전체가 해빙으로 나타날 만큼 그 규모가 크며, open water가 없이 매우 밀집되어 있다. 따
라서 open water에서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영향 때문은 아니다. 남극에서 면적이 넓은 해빙은
그 두께가 얇더라도 EOC 영상에서 해빙으로 확실히 구별된다. 아무리 얇은 해빙이라도 해빙 표
면을 덮고 있는 눈이 완전히 녹지 않는 시기이므로 해빙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께
를 육안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해빙의 복사세기로부터 sea ice concentration을 나타내주는
SSM/I는 해빙의 체적을 고려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두께를 추정할 수 없는 해빙이 얇은 해빙이라
면 SSM/I는 얇은 해빙의 체적을 고려하여 sea ice concentration을 계산해 낼 것이고, 해빙의 순
수한 면적으로부터 산출된 EOC sea ice concentration보다 작은 값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은 EOC
와 SSM/I의 sea ice concentration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해빙의 두께는 더욱 얇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를 바탕으로 A 궤도에서, 육지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해빙의 두께가 얇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먼 바다의 해빙은 육지 부근보다 두껍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지 근처의 해빙보다
급격히 얇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B 궤도의 sea ice concentration은 2005년 10월 5일과 10월 8일에 얻어진 값으로 시간적 차이는
3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EOC와 SSM/I에서 산출된 sea ice concentration 모두 큰 변화를 나타내
지 않는다. EOC sea ice concentration은 육지 근처에서부터 먼 바다까지 대부분 99%에 가까운
거의 같은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EOC와 SSM/I의 concentration 차이는 A 궤도에서와 같이 육지
부근에서 그 값이 크다. 그리고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값이 작아지다가 다시 먼 바다에서 커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육지 근처와 먼 바다의 해빙은 그 두께가 얇고 중간 부분에 위치한
해빙은 상대적으로 두께가 두껍다고 할 수 있다.
SSM/I와 EOC에서의 sea ice concentration 차이를 해석해 본 결과 해빙의 두께와 상관성이 매
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값이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인 추정
두께에 지나지 않는다.
A

제 2 절 현장 관측을 위한 Polscat 구성
EOC 영상과 같은 광학영상에서 추출한 sea ice concentration은 순수한 해빙 분포의 면적비이
다. SSM/I sea ice concentration도 마찬가지로 해빙 분포의 면적비를 나타내나 SSM/I는 해빙에
서 발산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므로 해빙의 면적뿐 아니라 체적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
다. 즉 SSM/I sea ice concentration은 체적을 포함한 해빙 분포의 면적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EOC와 SSM/I sea ice concentration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해빙의 두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측한 해빙 두께의 자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한
두께는 알 수 없으므로 ice penetrating 레이더 또는 GPR을 이용한 현장에서의 실측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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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향후 발사될 Kompsat-5에는 SAR가 탑재되어 보다 효율적인 해빙의 관측이 가능해진다. 광학
센서처럼 극지 관측에 대한 제약이 적기 때문에 보다 많고 우수한 자료의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SAR 영상을 이용하여 극지의 해빙, 빙하, 빙붕 및 빙상 등의 연구에 현장관측 자료를 대
비한다면 큰 과학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OC와 SSM/I sea ice
concentration의 연구를 진행함과 함께 향후 SAR 영상의 검보정용으로 현장 관측 장비인 Polscat
을 준비하였다. 현재 실내 및 실외 테스트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Fig 21.에 Polscat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Network Analyzer
Dual-Polarization Square Horn Antenna
ㆍ5.0-5.6 GHz (C-band)
ㆍDual-mode transducer
ㆍBeam width: 15°
ㆍVSWR 1.4, Gain 20dB, 3.1kg
ㆍPort Isolation: 50dB

ㆍAgilent 8753ES, with Calibration Kit

Maximum range resolution
ㆍ25cm (Bw=600MHz)

Range

ㆍBw=600MHz 일 때 0.25m x 1600 samples
= 400m
ㆍBw=100MHz 일 때 1.5m x 1600 samples
= 2400m

Figure 21. Polarimetric Scatt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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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방안
제 1 절 극지 연구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광학센서인 Kompsat-1 EOC의 영상에서 sea ice concentration을 산출하여 수동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SSM/I에서 추출된 sea ice concentration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북
극의 여름철에는 SSM/I sea ice concentration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커 EOC와 차이가 크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얇은 해빙들은 SSM/I에서 부분 면적으로 작용하여 EOC와 큰 차이
를 나타내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됐다. 남극의 겨울에 SSM/I sea ice concentration은 북극과는 다
르게 시공간적인 변화가 크지 않고 EOC에서 산출된 것과 비교적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남극에서도 SSM/I에 부분 면적으로 작용하는 해빙들이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 역
시 얇은 해빙들이 존재하여 EOC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차이는 해빙
두께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지표로 사용되어 왔던
SSM/I sea ice concentration에 많은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지되었다.

제 2 절 극지 연구의 향후 방안
보다 체계적인 극지 연구를 위해서는 일정 계절의 위성자료가 아닌 연중 관측된 위성자료의 축
적이 필수적이다. 극지에 분포한 ice의 변화는 1년 내내 유기적이므로 한 계절에 관측된 자료만
가지고는 극지 연구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광학 및 SAR 영상을 보다 다양한
계절에 촬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종류의 해빙에 대해 상호 비교가 필요하며, 향후 해
빙뿐만이 아닌 빙하, 빙붕, 빙원 등에 대한 상호 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학 센서와 수동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자료를 비교하여 극지의 해빙을 연구하
였다. 광학영상은 전체 영상 중 약 10% 정도만이 사용 가능할 정도로 자료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
다. 따라서 기후 조건에 제약이 크지 않은 SAR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EOC가 아닌 다른 광학 센서를 이용한 영상과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
성자료와의 비교, 위성자료의 검보정을 위하여 쇄빙선 및 극지의 연구기지를 활용한 Radiometer,
GPR, Polscat 현장 관측이 필요하다.

제 3 절 극지 연구의 활용
북극 및 남극은 전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
서 극지에 연구기지를 세우고 월동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심
각한 환경적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극지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흐름
에 맞추어 남극의 세종기지, 북극의 다산기지를 이미 설립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극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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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극기지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쇄빙선이 진수되면 극지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그러나 극지는 그 환경 여건상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과거부터 인공위성을 통한 극지연구가 활성화를 이루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통한 극지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발사 예정인 Kompsat-5
에 SAR가 탑재될 예정이어서 양과 질적인 면에서 훌륭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훌
륭한 연구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극지를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기틀을 정립시킬 수 있
다. 해빙의 분포와 체적을 알아내어 극지에서의 해류의 순환 및 염도의 분포를 연구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쇄빙선의 항로를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극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극지에 숨어있는 새로운 사실들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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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북극 EOC browse 영상

(1) Date: 2005년 7월 12일

Center Location: 77.310N/129.929E

(2) Date: 2005년 7월 15일

Center Location: 72.945N/-168.64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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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e: 2005년 8월 5일

Center Location: 73.050N/179.760E

(4) Date: 2005년 8월 6일

Center Location: 76.440N/143.04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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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te: 2005년 8월 7일

Center Location: 74.920N/159.600E

(6) Date: 2005년 8월 11일

Center Location: 71.860N/-130.0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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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te: 2005년 8월 14일

Center Location: 72.180N/-157.590E

(8) Date: 2005년 8월 22일

Center Location: 73.890N/-128.6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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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te: 2005년 8월 25일

Center Location: 76.660N/-14.230E

(10) Date: 2005년 8월 27일

Center Location: 75.710N/-179.2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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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남극 EOC browse 영상

(1) Date: 2005년 9월 25일

Center Location: -66.290N/52.800E

(2) Date: 2005년 10월 1일

Center Location: -66.290N/52.1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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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e: 2005년 10월 2일

Center Location: -77.450N/-156.620E

(4) Date: 2005년 10월 5일

Center Location: -77.450N/-157.37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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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te: 2005년 10월 7일

Center Location: -68.375N/150.700E

(6) Date: 2005년 10월 8일

Center Location: -77.450N/-158.1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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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te: 2005년 10월 21일

Center Location: -66.290N/52.460E

(8) Date: 2005년 10월 24일

Center Location: -66.290N/51.78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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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te: 2005년 10월 27일

Center Location: -68.375N/150.335E

(10) Date: 2005년 10월 30일

Center Location: -68.375N/149.93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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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ate: 2005년 11월 4일

Center Location: -66.290N/53.14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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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북극 EOC sea ice concentration 추출
Arctic
Date/
Center Location

Original Image

Selected Region

Classified/
Visual
Identification

1.
Date: 2005/07/12
Center Location:
78.921N/122.478E

88%→98%

325.33km



13.24km

325.33km



6.75km

325.33km



28.52km



90%→95%

325.33km



29.04km



84%→94%



2.
Date: 2005/07/12
Center Location:
78.993N/122.070E

85%→90%



3.
Date: 2005/07/12
Center Location:
79.143N/121.195E
4.
Date: 2005/07/12
Center Location:
79.220N/120.7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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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te: 2005/07/15
Center Location:
74.662N/-172.112E

80%→90%

325.33km



74.60km

325.33km



220.83km



79%→89%

325.33km



325.33km



82%→92%

325.33km



88.66km

325.33km



325.33km



6.
Date: 2005/07/15
Center Location:
74.754N/-172.320E
7.
Date: 2005/07/15
Center Location:
74.853N/-172.552E
8.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5.411N/173.967E

72%→82%



9.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5.505N/173.691E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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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5.599N/173.412E

325.33km



325.33km



13%→13%

325.33km



325.33km



9%→14%

325.33km



325.33km



11%→16%

325.33km



325.33km



42%→52%

325.33km



325.33km



58%→73%

11.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5.684N/173.155E
12.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5.777N/172.869E
13.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5.870N/172.579E
14.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5.962N/172.28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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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1.425N/-177.231E

16%→16%

304.62km



71.12km

304.62km



160.57km



16%→16%

325.33km



243.39km



24%→24%

325.33km



251.39km



18%→18%

325.33km



325.33km



10%→10%



16.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1.523N/-177.407E
17.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1.631N/-177.584E
18.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1.724N/-177.746E
19.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1.827N/-177.9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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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1.929N/-178.120E

284.02km



114.34km



9%→9%

325.33km



243.35km



42%→42%

325.33km



325.33km



32%→37%

325.33km



325.33km



42%→42%

325.33km



325.33km



51%→51%

21.
Date: 2005/08/06
Center Location:
76.771N/142.042E
22.
Date: 2005/08/06
Center Location:
76.858N/141.775E
23.
Date: 2005/08/06
Center Location:
76.945N/141.505E
24.
Date: 2005/08/06
Center Location:
77.031N/141.23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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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te: 2005/08/06
Center Location:
77.117N/140.954E

34%→34%

325.33km



325.33km

325.33km



72.59km



43%→43%

325.33km



89.53km



54%→74%

325.33km



275.28km



33%→83%

306.71km



306.71km



57%→87%



26.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4.662N/159.785E
27.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5.129N/158.577E
28.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5.225N/158.317E
29.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5.312N/158.07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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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5.408N/157.812E

304.62km



304.62km



50%→80%

325.33km



157.04km



55%→85%

325.33km



325.33km



42%→57%

325.33km



325.33km



29%→34%

325.33km



325.33km



25%→30%

31.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5.503N/157.542E
32.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5.590N/157.294E
33.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5.684N/157.018E
34.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5.864N/156.4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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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5.958N/159.196E

325.33km



172.60km



55%→70%

325.33km



182.75km



39%→79%

304.62km



175.30km



56%→81%

306.94km



138.59km



44%→84%

325.33km



103.75km



51%→81%

36.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6.052N/155.906E
37.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6.145N/155.612E
38.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6.229N/155.342E
39.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6.322N/155.04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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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6.414N/154.736E

325.33km



131.83km



69%→79%

325.33km



121.78km



68%→78%

325.33km



77.72km



53%→78%

325.33km



94.72km



10%→10%

304.62km



49.04km



13%→13%

41.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6.506N/154.427E
42.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6.589N/154.143E
43.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1.923N/165.488E
44.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2.016N/165.32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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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2.621N/164.220E

325.33km



191.79km



16%→16%

325.33km



212.07km



19%→19%

325.33km



132.99km



15%→15%

304.62km



78.16km

325.33km



226.12km

46.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2.722N/164.026E
47.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2.815N/163.849E
48.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2.916N/163.651E

40%→40%



49.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3.017N/163.450E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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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3.118N/163.248E

325.33km



238.42km



22%→27%

325.33km



181.72km



13%→17%

325.33km



88.55km

284.02km



284.02km

325.33km



72.38km

51.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3.210N/163.062E
52.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3.311N/162.855E

13%→13%



53.
Date: 2005/08/07
Center Location:
75.753N/156.816E



21%→31%

54.
Date: 2005/08/11
Center Location:
72.128N/-130.521E



63%→68%

73
-

55.
Date: 2005/08/11
Center Location:
72.231N/-130.703E

325.33km



127.00km



68%→68%

325.33km



137.09km



63%→63%

325.33km



95.52km



59%→59%

325.33km



15.36km



77%→82%

284.02km



16.85km



76%→76%

56.
Date: 2005/08/11
Center Location:
72.426N/-131.055E
57.
Date: 2005/08/11
Center Location:
72.631N/-131.432E
58.
Date: 2005/08/22
Center Location:
74.190N/-129.257E
59.
Date: 2005/08/22
Center Location:
74.281N/-129.456E

74
-

60.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123N/-15.800E

325.33km



137.14km



25%→35%

325.33km



243.43km



24%→34%

325.33km



325.33km



26%→36%

325.33km



325.33km



32%→37%

325.33km



325.33km



36%→36%

61.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214N/-16.125E
62.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297N/-16.424E
63.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388N/-16.757E
64.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471N/-17.064E

75
-

65.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553N/-17.375E

325.33km



325.33km



62%→62%

325.33km



166.48km



61%→61%

325.33km



245.58km



79%→79%

325.33km



254.80km



94%→94%

325.33km



325.33km



80%→육안판독불가

66.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642N/-17.721E
67.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724N/-18.040E
68.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805N/-18.363E
69.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893N/-18.724E

76
-

70.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974N/-19.055E

325.33km



325.33km



52%→70%

325.33km



325.33km



66%→76%

325.33km



325.33km



73%→73%

325.33km



305.26km



65%→70%

325.33km



325.33km



78%→83%

71.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8.053N/-19.392E
72.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8.141N/-19.767E
73.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8.220N/-20.112E
74.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8.298N/-20.462E

77
-

75.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6.684N/177.528E

325.33km



248.18km



53%→58%

325.33km



256.77km



68%→73%

325.33km



269.29km



76%→81%

325.33km



278.14km



76%→76%

325.33km



185.93km



67%→72%

76.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6.773N/177.200E
77.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6.854N/176.898E
78.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6.950N/176.530E
79.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7.038N/176.189E

78
-

80.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5.873N/-179.727E

85%→90%

325.33km



72.20km

325.33km



287.31km



92%→97%

325.33km



252.01km



90%→95%

325.33km



61.50km

325.33km



130.77km



81.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5.966N/179.980E
82.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6.058N/179.684E
83.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6.141N/179.411E

94%→94%



84.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6.414N/178.487E



60%→70%

79
-

85.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6.595N/177.852E

325.33km



211.20km



51%→56%

80
-

부록 Ⅲ. 남극 EOC sea ice concentration 추출
Date/
Center Location

Antarctic
Original Image

Selected Region

Classified

1.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5.861N/52.338E

325.33km



325.33km



98%

325.33km



325.33km



92%

325.33km



325.33km



94%

325.33km



325.33km



98%

2.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5.762N/52.248E
3.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5.653N/52.149E
4.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5.544N/52.051E

81
-

5.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5.444N/51.963E

325.33km



325.33km



97%

325.33km



241.79km



95%

325.33km



325.33km



86%

325.33km



241.00km



90%

325.33km



325.33km



93%

6.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4.488N/51.145E
7.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4.378N/51.055E
8.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4.059N/50.795E
9.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3.959N/50.715E

82
-

10.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3.849N/50.628E

325.33km



325.33km



98%

325.33km



325.33km



98%

325.33km



325.33km



94%

325.33km



325.33km



93%

325.33km



325.33km



95%

11.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3.749N/50.549E
12.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3.639N/50.463E
13.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3.529N/50.378E
14.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3.428N/50.300E

83
-

15.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888N/-162.860E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8%

325.33km



325.33km



98%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16.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794N/-163.140E
17.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614N/-163.663E
18.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519N/-163.932E
19.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424N/-164.198E

84
-

20.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337N/-164.437E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21.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241N/-164.697E
22.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145N/-164.953E
23.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058N/-165.184E
24.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961N/-165.434E

85
-

25.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865N/-165.682E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26.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767N/-165.926E
27.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679N/-166.146E
28.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581N/-166.385E
29.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484N/-166.621E

86
-

30.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386N/-166.855E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1.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297N/-167.065E
32.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198N/-167.293E
33.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100N/-167.518E
34.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010N/-167.721E

87
-

35.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3.911N/-167.942E

325.33km



325.33km



98%

325.33km



325.33km



98%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6.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3.812N/-168.160E
37.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3.712N/-168.375E
38.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3.622N/-168.569E
39.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3.522N/-168.780E

88
-

40.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3.422N/-168.989E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100%

325.33km



325.33km



99%

41.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3.331N/-169.176E
42.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3.230N/-169.380E
43.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7.315N/-157.991E
44.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7.227N/-158.333E

89
-

45.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7.146N/-158.641E

325.33km



325.33km



97%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8%

325.33km



325.33km



99%

46.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7.057N/-158.974E
47.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6.967N/-159.303E
48.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6.877N/-159.628E
49.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6.785N/-159.949E

90
-

50.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6.704N/-160.237E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325.33km



325.33km



99%

51.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6.613N/-160.550E
52.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6.253N/-161.734E
53.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6.076N/-162.291E
54.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982N/-162.577E

91
-

55.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709N/-163.390E

99%

325.33km



325.33km

325.33km



48.06km



99%

325.33km



21.93km



99%

325.33km



29.50km



99%

325.33km



325.33km



56.
Date: 2005/10/08
Center Location:
-72.929N/-170.860E
57.
Date: 2005/10/08
Center Location:
-72.737N/-171.234E
58.
Date: 2005/10/08
Center Location:
-72.636N/-171.426E
59.
Date: 2005/10/08
Center Location:
-77.569N/-157.695E



96%

92
-

60.
Date: 2005/10/08
Center Location:
-77.490N/-158.022E

325.33km



325.33km



80%

325.33km



325.33km



75%

325.33km



325.33km



89%

325.33km



245.94km



83%

325.33km



325.33km



90%

61.
Date: 2005/10/08
Center Location:
-77.403N/-158.376E
62.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5.971N/52.787E
63.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5.653N/52.505E
64.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5.543N/52.410E

93
-

65.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5.444N/52.324E

325.33km



207.60km



89%

325.33km



325.33km



96%

325.33km



289.44km



96%

325.33km



210.69km



89%

325.33km



325.33km



97%

66.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5.334N/52.230E
67.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5.225N/52.137E
68.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4.386N/51.447E
69.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4.276N/51.360E

94
-

70.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4.166N/51.273E

325.33km



325.33km



97%

325.33km



325.33km



96%

71.
Date: 2005/11/04
Center Location:
-64.066N/51.194E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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