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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R-E NASA Team2 알고리즘에서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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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

Microwave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Glacial Ice
in the AMSR-E NASA Team2 Algorithm
Hyangsun Han and Hoonyol Lee†
Department of Geophys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Sea ice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the AMSR-E onboard Aqua satellite by using
NASA Team2 sea ice algorithm has proven to be very accurate over sea ice in Antarctic Ocean. When
glacial ice such as icebergs and ice shelves are dominant in an AMSR-E footprint, the accuracy of the
ice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NASA Team2 algorithm is not well maintained due to the different
microwave characteristics of the glacial ice from sea ice. We extracted the concentrations of sea ice and
glacial ice from two ENVISAT ASAR images of George V coast in southern Antarctica, and compared
them with NASA Team2 sea ice concentra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NASA Team2 algorithm
underestimates the concentration of glacial ice. To interpret the large deviation of estimation over
glacial ice,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icrowave radiation of the glacial ice in PR(polarization
ratio), GR(spectral gradient ratio), PRR(rotated PR), and △GR domain. We found that glacial ice
occupies a unique region in the PR, GR, PRR, and △GR domain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ice such
as ice type A, B, and C, and open water. This implies that glacial ice can be added as a new category of
ice to the AMSR-E NASA Team2 sea ice algorithm.
Key Words : glacial ice, sea ice, microwave radiation characteristics, AMSR-E, NASA Team2
algorithm

요약 : Aqua에 탑재된 AMSR-E는 NASA Team2 해빙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밍 면적비를 계산하고
있으며, 이는 남극의 해빙 지역에서 매우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AMSR-E의 관측 영역 내에
빙산 및 빙붕과 같은 빙하빙이 많이 포함될 경우 해빙과는 다른 빙하빙의 복사특성 때문에 NASA Team2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되는 얼음의 면적비는 그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남극의 George
V 해안이 촬영된 두 장의 ENVISAT ASAR 영상으로부터 해빙과 빙하빙의 면적비를 추출하였고, 이를
NASA Team2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다. NASA Team2 알고리즘은 빙하빙에 대해 실제보다 작은 면적비를
계산하였다. 빙하빙에 대한 NASA Team2 알고리즘의 면적비 계산 오류를 해석하기 위해 PR(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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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GR(spectral gradient ratio), PRR(rotated PR), 그리고 △GR 영역에서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
사특성을 분석하였다. 빙하빙은 PR, GR, PRR, △GR 영역에서 ice type A, B, C와 같은 남극의 해빙 및
open water와 구분되는 고유한 범위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빙하빙이 얼음의 새로운 종류로 AMSR-E
NASA Team2 해빙 알고리즘에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로 해빙 면적비를 제공하고 있다(Markus and

1. 서 론

Cavalieri, 2000). NASA Team2 알고리즘은 Special
극지방의 육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눈이

Sensor Microwave/Imager(SSM/I)에 사용되는

쌓인 후 압축되면 빙하빙(glacial ice)이 형성된다. 육지

NASA Team 알고리즘의 해빙 면적비 측정 오류와 공

기원인 빙하빙은 빙하(glacier)와 빙상(ice sheet), 빙붕

간해상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북극과 남극의 해빙에 대

(ice shelf), 그리고 빙산(iceberg)으로 구분할 수 있으

해 정확도 높은 면적비를 계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며, 해양 기원의 해빙(sea ice)과는 다른 마이크로파 복

(Comiso et al., 1997; Cavalieri et al., 2006).

사특성(microwave characteristics)을 나타낸다(한향

Cavalieri et al.(2006)의 연구에 의하면 NASA

선과 이훈열, 2007). 북극의 그린란드와 남극 전역에 걸

Team2 알고리즘은 북극의 first-year ice와 young

쳐 분포하는 빙하빙은 해빙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ice에 대해 정확한 면적비를 계산하였다. Lee and

관계를 가지고 있다(Oppenheimer, 1998; Vinnikov et

Han(2008)은 남극의 해빙에 대해 NASA Team2 알고

al., 1999; Picard and Fily, 2006; Hanna et al., 2008;

리즘이 NASA Team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해빙 면적비

Hattermann and Levermann, 2010). 또한 빙하빙은

를 산출함을 증명하였다.

극지방 얼음의 질량 균형(ice mass balance)에도 매우

현재까지 AMSR-E NASA Team2 알고리즘의 정확

크게 기여하고 있다(Rignot and Thomas, 2002;

성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

Velicogna, 2009). 남극에서는 빙하와 빙붕의 급격한

부분의 연구는 해빙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수행되었

감소가 관측되고 있으며, 다양한 규모의 빙산이 생성되

고, 해빙과는 다른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가지는 빙하

고 있어 해안선의 변화와 해빙의 성장 환경에 큰 영향을

빙에 대해서는 NASA Team2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보

미치고 있다(Fricker et al., 2002).

고된 바가 없다. NASA Team2 알고리즘은 육지와 대

빙하빙의 관측에는 수동 마이크로파(passive

규모 빙붕을 마스킹(masking) 한 후 해빙 면적비를 제

microwave) 센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동 마이크

공하고 있으나 소규모의 빙붕과 ice tongue은 마스킹

로파 센서는 기상 및 대기조건에 의존적인 광학 센서의

되지 않으며, 빙산은 바다에서 해빙과 혼재하고 있어 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매일 북극과 남극 전역을

못된 해빙 면적비가 계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avalieri et al., 1997). 또

NASA Team2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빙하빙의 면적비

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매일 극지의 해빙 면적비

에 대한 정확도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빙하

(sea ice concentration, SIC)를 제공하고 있다. 해빙의

빙에 대한 NASA Team2 해빙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분

분포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해빙 면적비는 일정한 영

석하고, 오차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한 빙하빙의

역 내에서 해빙이 존재하는 면적의 비를 백분율로 표현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해석해야 한다.

한 것으로, 해양에서의 얼음 분포 해석에 있어 가장 중

본 논문에서는 태평양에 인접한 남극 대륙의 가장자

요하게 사용된다(Comiso et al., 1997). Aqua에 탑재된

리에서 획득된 2개의 ENVISAT ASAR(Advanced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으로부터 빙하빙과

EOS(AMSR-E)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동

해빙의 면적비를 계산하여 이를 AMSR-E NASA

마이크로파 센서로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NASA

Team2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고, 빙하빙에 대한

Team2(NT2)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2.5 km의 해상도

NASA Team2 알고리즘의 오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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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의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 NASA Team2 알고리즘

침투시키며, 이에 따라 마이크로파의 산란은 빙상의 표

에서 해빙의 유형 구분 및 면적비 계산에 사용되는

면이 아닌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다(Magagi and

PR(polarization ratio), GR(spectral gradient

Bernier, 2003; Mäkyneu et al., 2007; Tedesco and

ratio), PRR(rotated PR), 그리고 △GR에 대한 산점도

Miller, 2007). 빙상 내부에서 발생한 체적 산란은 레이

(scatter plot)를 바탕으로 빙하빙의 복사특성을 분석하

더에 되돌아오기 전에 빙상 내부에서 대부분이 감쇠되

였다.

므로 ASAR 영상에서 빙상은 어둡게 나타난다. 빙상은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밝게 나타나는데 이는 강한 바람
에 의해 표면의 거칠기가 커져 체적산란보다 표면산란

2. 연구 지역 및 자료

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ASAR 영상의 오른쪽에는 빙하
가 바다로 흘러내려 형성된 ice tongue이 위치한다.

본 논문에서는 태평양과 인접한 남극 대륙의 George

ASAR 영상에서 바다는 대부분 해빙으로 덮여 있으며,

V 해안에서 획득된 2장의 ENVISAT ASAR 영상을 사

빙붕과 다양한 규모의 빙산이 관찰되고 있다. Fig. 1(b)

용하였으며, ASAR 영상에 촬영된 지역을 연구지역으

의 AMSR-E NASA Team2 해빙 면적비 영상은 해빙

로 선정하였다(Fig. 1). ASAR 영상은 2006년 4월 20일

영역에서 100%에 가까운 면적비를 보이고 있으나, 빙산

과 26일에 HH 편파의 Wide Swath SLC(single look

과 빙붕이 분포하는 영역에서는 작은 면적비를 산출하

complex) mode로 촬영되었다(Table 1). Fig. 1(a)는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4월 26일에 획득된 ASAR 영상이며, Fig. 1(b)

표면 거칠기가 큰 빙산은 ASAR 영상에서 매우 밝

는 같은 일자의 AMSR-E NASA Team2 해빙 면적비

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빙과의 구분이 용이하였다. 그

영상이다. ASAR 영상에서 남극대륙의 빙상은 매우 어

러나 빙붕은 주변의 해빙과 후방산란의 강도가 유사하

둡게 나타난다. 남극 대륙의 빙상은 건조한 성질의 두꺼

여 쉽게 구별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빙붕의 확인

운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조한 눈은 마이크로파를 잘

을 위해 MODIS(Moderate-resolution Imaging

Fig. 1. (a) ENVISAT ASAR image of study area obtained on 26 April, 2006. (b) AMSR-E NASA Team2 sea ice concentration image
obtained on 26 April, 2006. The sea ice concentration is nearly 100% but the glacial ice concentration is underestimated in
NASA Team2 sea ice concentration image.
Table 1. ENVISAT ASAR images used in this study

Date

Time

Swath

Orbit

Pass

Polarization

Incidence angle

2006/04/20
2006/04/26

21:34:42
21:46:08

WSS
WSS

21640
21726

Descending
Descending

HH
HH

22.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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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IS images obtained in summertime in (a) 2003, (b) 2004, (c-d) 2005, and (e-f) 2006. Red line represents the boundary of
land mask used in NASA Team2 algorithm. Blue circle in each image represents an ice shelf that survived in summertime.

Spectroradiometer) 영상을 활용하였다. Fig. 2는

의 해빙은 대부분 여름에 모두 녹으며, 웨델 해(Weddell

2003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시계열적으로 수집된

Sea) 지역에서만 여름에 해빙이 녹지 않고 존재한다

MODIS 영상 중 구름이 많지 않은 날짜의 영상을 선별

(Comiso et al., 1997). 따라서 청색 원으로 표시된 지

해 나타낸 것이다. Fig. 2의 적색 실선은 NASA Team2

역의 얼음은 해빙이 아닌 빙붕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빙 면적비 영상에서 마스킹 된 육지의 가장자리를 의

이를 바탕으로 ASAR 영상에서 빙붕과 해빙을 구분하

미한다. 청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는 매년 여름에 눈

였다.

으로 덮인 얼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극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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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가 존재할 경우 해빙의 PR(18)은 open water의

3. 연구 방법

PR(18)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GR(37V18V)는 ice type
A와 B 사이에서 그 값을 유지하게 된다(Andersen et

1) AMSR-E NASA Team2 해빙 알고리즘
AMSR-E는 Aqua에 탑재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로 6.9, 10.7, 18.7, 23.8, 36.5, 그리고 89.0 GHz 등 총
6개 주파수에서 수직(V), 수평(H) 편파의 채널을 가지는
복사계이다(Comiso et al., 2003). AMSR-E는 다른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에 비해 다양한 주파수와 높은 해

al., 2007; Markus and Cavalieri, 2000). 이러한 해
빙 유형은 ice type C로 정의되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NASA Team2 알고리즘은 89.0 GHz 채널을 사용하여

PRR과 △GR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계산한다. PRR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RR(v) = _ GR(37V18V) sinf + PR(v) cosf

상도의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위성 복사

(3)

계로 각광받고 있다. AMSR-E에서 해빙 면적비를 계산

식 (3)에서 f는 남극에서 18 GHz에 대해 -0.59 라디

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 알고리즘은 NASA Team2 알

안, 89 GHz에 대해 -0.40 라디안이 적용된다. △GR은

고리즘으로 이는 SSM/I에 사용되는 NASA Team 알고

89 GHz와 18 GHz의 V, H 채널에 대한 GR의 차이로

리즘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며, 12.5 km 해상도의 해빙

서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ΔGR = GR(89H18H) _ GR(89V18V)

면적비를 계산한다(Markus and Cavalieri, 2000;
Comiso et al., 2003; Cavalieri et al., 2006). NSIDC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에서는 일평균
(daily-averaged), day-time(ascending orbit), 그리고
night-time(descending orbit)에 대한 채널별 밝기온
도와 NASA Team2 해빙 면적비를 모두 제공하고 있
다.
NASA Team2 알고리즘은 PR과 GR, PRR, △GR을
이용하여 남극 해빙의 유형을 ice type A, B, C로 구분
하고 노출된 바다(open water)를 선별한다(Markus
and Cavalieri, 2000). PR과 GR은 각각의 채널(v) 및
편파(p)에서 밝기온도(TB)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
로 계산된다.

(4)

PRR(18)은 해빙의 표면 영향이 심할수록 그 값이 커
지지만 PR(18)과 같이 open water에 크게 가까워지지
지는 않는다. PRR(89)는 해빙의 표면 영향이 커지더라
도 그 값이 0에 가까운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 이
는 89.0 GHz 채널의 밝기온도가 해빙의 표면 영향이
커지더라도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89.0
GHz는 대기의 영향에 민감한 단점이 있다. 극지의 대기
조건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89.0 GHz 채널의 민감도
도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NASA Team2 알고리즘
은 다양한 대기 조건에 대한 보정 모델을 사용한다. 대
기 보정 모델의 적용 결과 대기 영향에 의한 해빙 면적
비의 오차는 ±5% 범위 안에 분포하였으며, 해빙과

(T (v, V) _ TB(v, H))
PR(v) = B
(TB(v, V) + TB(v, H))

(1)

(T (v p) _ TB(v2p))
GR(v1pv2p) = B 1
(TB(v1p) + TB(v2p))

(2)

open water의 구분 또한 모호하지 않았다(Markus
and Cavalieri, 2000).

2) ASAR와 NASA Team2 해빙 면적비 비교

식 (1)과 (2)로부터 계산되는 PR(18)과 GR(37V18V)

ASAR 영상에서 빙하빙과 해빙의 면적비를 산출하고

는 해빙의 종류와 open water를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

이를 AMSR-E NASA Team2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기

로 작용한다. SSM/I에 적용되는 NASA Team 알고리

위해 먼저 NASA Team2 알고리즘의 land-mask

즘은 남극의 해빙유형을 ice type A와 B로 구분하는데,

product를 이용하여 ASAR 영상에서 육지를 마스킹 하

두 유형의 해빙은 PR(18)과 GR(37V18V)에서 작은 값

였다. 그리고 감독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 방

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open water는 PR(18)과 GR

법과 디지타이징(digitizing) 방법을 통해 ASAR 영상에

(37V18V)에서 모두 높은 값을 가지므로 해빙과의 구별

서 빙하빙과 해빙이 포함된 얼음과 open water를 분류

이 용이하다. 그러나 해빙의 표면에 snow layer와 같이

하였다. 감독분류 수행 결과 분류의 전체 정확도는 4월

복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적인 영향요소(surface

20일 영상에서 97.4%, 26일 영상에 94.4%로 계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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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accuracy of ENVISAT ASAR images

Accuracy
Accuracy
Date
Date
2006/04/20
2006/04/26

User Accuracy
sea ice
open water

Producer Accuracy
sea ice
open water

98.51%
96.35%

98.66%
96.64%

84.12%
86.69%

82.68%
85.67%

Overall Accuracy
Overall Accuracy
97.40%
94.41%

다(Table 2). 두 ASAR 영상에서 바다에 대한 얼음의 면

추출된 면적비는 NASA Team2 해빙 면적비와 거의 차

적비는 모두 97.3%로 계산되었다. ASAR 영상 내에서

이가 없었으며,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빙하빙과 해빙이 영상 전체에 걸쳐 균질하게 분포하고

1.4%로 매우 작았다. 그러나 빙하빙 영역에서 NASA

있으며, 노출된 바다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Team2 알고리즘은 ASAR 영상에서 추출된 면적비에

바탕으로 97.3%의 값을 ASAR 영상의 빙하빙과 해빙

비해 매우 작은 면적비를 계산하였으며, RMSE는

면적비로 적용하였다.

26.4%로 매우 컸다. 이는 해빙과 다른 빙하빙의 마이크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빙하빙과 해빙의

로파 복사특성으로 인한 NASA Team2 알고리즘의 면

복사특성이 시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바람이 강하

적비 계산 오류라고 판단되며, PR, GR, PRR, 그리고

거나 해류의 영향이 큰 경우 빙하빙과 해빙의 공간적인

△GR에 대한 빙하빙과 해빙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NASA

Fig. 3(c)-(h)는 각각 4월 26일 획득된 AMSR-E 자료

Team2 알고리즘의 일평균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Lee

의 PR(18), GR(37V18V), GR(89V18V), GR(89H18H),

and Han, 2008; 한향선과 이훈열, 2007). 따라서

PRR(18), 그리고 △GR이다. 빙하빙이 위치한 영역에서

AMSR-E로 획득된 밝기온도와 NASA Team2 해빙 면

모든 PR, GR, PRR, 그리고 △GR은 해빙 영역에 비해

적비의 시공간적 변화가 큰 지역은 연구에서 제외해야

높은 값을 나타냈다. 특히 빙하빙 영역에서 NASA

한다. ASAR 영상에서 확인된 바다는 대부분 얼음으로

Team2 해빙 면적비 자료의 오차가 클수록 높은 PR,

균일하게 덮여 있으며 영상이 획득된 시기는 시공간적

GR, PRR, 그리고 △GR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인 변화가 작은 겨울에 해당하므로, 연구지역에 대한 빙

다. 빙하빙에 대한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빙과 해빙의 복사특성은 공간적으로 안정적임을 가정

해석하기 위해 NASA Team2 해빙 면적비에 적용되는

하였다(Lee and Han, 2008).

PR-GR, PRR-△GR 산점도를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빙하빙 및 해빙에 대해 NASA Team2

Fig. 4(a)는 해빙과 빙하빙에 대한 PR(18)-GR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된 일평균 면적비를 ASAR 영상

(37V18V) 산점도로 가로축은 PR(18), 세로축은 GR

에서 계산된 면적비(97.3%)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빙하

(37V18V)이다. 산점도에서 해빙은 검은색 원으로 나타

빙에 대한 NASA Team2 알고리즘의 오차를 해석하기

냈으며, 빙하빙은 파란색 원으로 표현하였다. 산점도에

위해 PR과 GR, PRR, 그리고 △GR 영역에서 빙하빙의

나타낸 삼각형의 각 꼭짓점에 해당하는 PR(18)과 GR

복사특성을 분석하였다.

(37V18V)는 100% 해빙 면적비의 ice type A와 B, 그리
고 0%의 해빙 면적비를 가지는 open water를 의미한
다. 남극에서 ice type A는 북극의 first-year ice와 유

4. 결과 및 토의

사한 특성을 가지며, ice type B는 multi-year ice와
그 성질이 유사하다. 남극의 경우 ice type B는 주로 웨

Fig. 3(a)는 NASA Team2 알고리즘의 land-mask

델 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해빙

product를 이용해 육지를 마스킹 한 4월 26일의 ASAR

은 여름에 녹아 소멸되는 ice type A에 해당한다. 삼각

영상이며, Fig. 3(b)는 ASAR 영상에서 추출된 빙하빙

형 내에서 100%의 ice type A와 B를 연결한 선분에 평

및 해빙의 면적비와 NASA Team2 해빙 면적비의 차이

행한 선들은 open water를 향할수록 작은 해빙 면적비

를 나타낸 것이다. 해빙 영역에 대해 ASAR 영상에서

를 의미한다. 100% 면적비의 ice type A와 B를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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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분과 GR(37V18V) 축 사이의 예각은 PRR(18)의 계
산에 사용되는 f를 의미한다.
높은 PR(18)은 얼음 위에 30 cm 이상의 두꺼운 눈이
쌓여있는 경우 자주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 해빙 면적비
는 과소평가 된다(Cavalieri, et al., 2006; Markus et

al., 2006). 두께가 매우 얇은 new ice는 open water와
유사한 복사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PR(18)을 나타
내는 특징이 있다. PR(18)은 해빙의 표면 영향과 비례
관계를 가지며, NASA Team2 알고리즘에서 표면 영향
이 큰 해빙은 ice type C로 정의된다(Markus and
Cavalieri, 2000). Ice type C의 경우 18.7 GHz 수평
편파에서 복사휘도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남극의 일반
적인 해빙인 ice type A보다 큰 PR(18)이 계산된다. Ice
type C의 GR(37V18V)는 100% 해빙 면적비를 가지는
ice type A, B의 GR(37V18V) 값 사이에 분포한다.
Fig. 4(a)의 PR(18)-GR(37V18V) 산점도를 통해 연구
지역의 해빙은 ice type A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산점도에서 빙하빙과 해빙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빙하빙에 대한 PR(18)의 평균은 0.072로 계산
되었으며(Table 3), 해빙에 대한 PR(18)의 평균(0.048)
보다 크다. 이는 빙하빙의 표면에 매우 두꺼운 눈이 쌓
여있기 때문이다. 빙하빙의 GR(37V18V) 또한 해빙의

GR(37V18V)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빙과 해빙
의 GR(37V18V) 차이는 얼음 표면에 존재하는 눈의 밀
도와 관계가 있다. Powell et al.(2006)의 연구에 의하
면 얼음 표면에 존재하는 눈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Fig. 3. (a) ENVISAT ASAR image, (b) the difference between
ASAR ice concentration and NASA Team2 sea ice
concentration, (c) PR(18), (d) GR(37V18V), (e) GR
(89V18V), (f) GR(89H18H), (g) PRR(18) and (h) △GR.
Ice sheet in all images was masked by the land-mask
product of NASA Team2 algorithm.

GR(37V18V)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빙하빙의 표면을 형성하는 눈의 밀도는 약 700~900
kg/m3으로 해빙 표면에 존재하는 눈의 밀도(100~400
kg/m3)보다 크다(Kelly et al., 2003; Luckman et

al., 2009). 따라서 빙하빙은 해빙보다 큰 GR(37V18V)
Table 3. Statistics of the AMSR-E PR, GR, PRR and △GR

PR(18)
GR(37V18V)
GR(89V18V)
GR(89H18H)
PRR(18)
△GR

avg.
0.072
0.025
0.074
0.118
0.074
0.044

std.
0.020
0.008
0.021
0.030
0.019
0.014

Glacial ice
max.
0.181
0.048
0.123
0.211
0.175
0.118

min.
0.044
0.004
0.016
0.046
0.045
0.021

mdn.
0.068
0.025
0.076
0.120
0.07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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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0.048
0.004
0.016
0.044
0.042
0.028

std.
0.019
0.007
0.020
0.030
0.017
0.016

Sea ice
max.
0.128
0.028
0.071
0.134
0.106
0.098

min.
0.021
-0.017
-0.026
-0.016
0.016
0.006

mdn.
0.042
0.004
0.013
0.040
0.03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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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89V18V)의 산점도이다. 빙하빙과 해빙은 각각 검
은색과 파란색 원으로 표현하였다. GR(89H18H)와 GR

(89V18V) 산점도에 표시한 검은색 실선은 100%의 면적
비를 가지는 ice type A와 B에 해당하며, 실선에서 멀
어질수록 작은 해빙 면적비가 산출되게 된다. NASA
Team2 해빙 면적비 영상에서 높은 면적비로 계산된 해
빙은 이 실선으로부터 가까운 영역에 분포하는 반면, 실
제보다 작은 면적비로 계산된 빙하빙은 실선에서 먼 영
역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은색 원으로 표시한
(a)

영역은 open water에 해당하며, GR(89H18H)와

GR(89V18V) 모두 높은 값을 가진다.
빙하빙은 해빙보다 큰 GR(89H18H)와 GR(89V18V)
를 가진다. 이는 18.7 GHz와 89.0 GHz 영역에서의 복
사특성이 빙하빙과 해빙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빙
하빙에서 18.7 GHz에 대한 밝기온도는 해빙에서 감지
된 밝기온도보다 작다(Andersen et al., 2007; Jiang

et al., 2007). 89.0 GHz 채널이 얼음의 표면 또는 표면
에서 가까운 얼음 내부에서의 복사휘도를 감지하는 반
면에, 18.7 GHz 채널은 얼음의 하부층(lower layer)으

(b)

로부터 발생된 후 얼음표면에 도달하는 동안 감쇄된 복
사휘도를 감지한다. 따라서 두꺼운 빙하빙에서 18.7
GHz 채널로 측정된 복사휘도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
은 해빙에서 측정된 복사휘도보다 작으며, 이는 높은

GR(89H18H)와 GR(89V18V)가 계산되는 원인으로 작
용한다. Fig. 4(b)의 GR(89H18H)-GR(89V18V) 산점
도에서도 빙하빙과 해빙, 그리고 open water는 서로
구분되는 범위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Fig. 4(c)는 PRR(18)과 △GR의 산점도로서, 빙하빙
(c)

은 파란색 원으로 나타냈으며 해빙은 검은색 원으로 나

Fig. 4. (a) Scatter plot of PR(18) and GR(37V18V) of sea ice
(black dots) and glacial ice (blue dots). (b) Scatter plot
of GR(89H18H) and GR(89V18V) of sea ice (black
dots) and glacial ice (blue dots). (c) Scatter plot of
PRR(18) and △GR of sea ice (black dots) and glacial
ice (blue dots). The glacial ice forms a unique region in
the PR-GR and PRR-△GR domain.

타냈다. 일반적으로 빙하빙의 PRR(18)과 △GR은 해빙
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극에서 ice
type A, B, C는 모두 0에 가까운 PRR(18)을 가지므로
산점도에서 해빙의 PRR(18)은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
다. 빙하빙의 △GR이 해빙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빙하
빙에서의 GR(89H18H)와 GR(89V18V)의 차이가 해빙

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Fig. 4(a)의 PR(18)-GR

에서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차이는 18.7 GHz

(37V18V) 산점도를 통해서 빙하빙은 해빙과 open

채널에 대한 빙하빙의 복사휘도가 수직 및 수평 편파에

water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고유한 범위를 형성하는

서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빙하빙은 PRR(18)-△

Fig. 4(b)는 빙하빙과 해빙에 대한 GR(89H18H)와

GR 산점도에서도 고유한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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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 (b), (c)의 PR-GR과 PRR-△GR 산점도에

극지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빙하빙은 해빙 및 open water와는 다른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때문에 고유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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