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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개 요

제목: New Ice와 Young Ice를 고려한 SSM/I 해빙 면적비 추출기법 검보정

기간: 2006년 4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지원: 20,000,000원

Ⅱ. 연구개발 목적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파 원격탐사를 이용한 극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SSM/I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매일 해빙 면적비를 알려주고 있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

화의 지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SSM/I 보다 기능을 향상시킨 AMSR-E가 

SSM/I와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동 마이크로파 데이터로부터 산출되는 

해빙 면적비는 실제 해빙 면적비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동 마이

크로파 해빙 면적비를 여러 위성 센서를 이용하여 검정 및 보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SSM/I 해빙 면적비와 AMSR-E 해빙 면적비를 검정 및 보정하기 위해 2005년과 2006년 

북극과 남극을 촬영한 고해상도의 Kompsat-1 EOC 영상을 사용하였다. Kompsat-1 EOC 

영상으로부터 해빙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해빙 유형에 따른 면적비를 산출하여 SSM/I 

해빙 면적비 및 AMSR-E 해빙 면적비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Kompsat-1 EOC 영

상에 나타나는 해빙을 다른 위성 영상과 상호 비교하기 위해 Terra/Aqua MODIS 영상

과 Envisat ASAR 영상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개발 결과

북극의 여름철 해빙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심하고 해빙 표면의 물리적 변화로 인해 EOC 

해빙 면적비와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였다. 남극의 봄철에 

EOC 영상에서 산출된 해빙 면적비는 Dark-grey ice를 제외하였을 경우 SSM/I. 

AMSR-E 해빙 면적비와 가장 좋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로부터 SSM/I와 AMSR-E 해

빙 추출 알고리즘이 Dark-grey ice를 제외한 해빙 유형을 반영한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Kompsat-1 EOC 영상과 Terra/Aqua MODIS 영상, Envisat ASAR 영상을 상호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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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광학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SAR 영상에서 새롭게 확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를 고해상도의 Kompsat-1 EOC 영상에서 산출된 해빙 면적

비와 비교하였고,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 산출 알고리즘이 반영하는 해빙 유형을 

일부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SAR 영상을 이용하여 광학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 영상이 다중 시기에 지속적으로 

촬영될 경우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를 더욱 정밀하게 검보정 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향후 SAR를 탑재한 우리나라의 Kompsat-5가 발사되면 즉각적인 위성 자료 처리

를 통해 쇄빙선 항로의 실시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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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북극 및 남극의 환경은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그 진행 속도가 빠르게 이

루어지면서 극지에 분포하는 해빙(sea ice)을 비롯하여 빙하(glacial), 빙붕(ice shelf), 그

리고 빙상(ice sheet)의 면적 및 이동 속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극지의 환경변화는 

지구온난화의 진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구온난화의 지시자(indicator)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온난화의 가속으로 인하여 극지의 환경은 불가피하게 변화하고 있다. 극지

의 얼음과 눈이 녹으면서 해수면의 상승이 유발되고, 이에 따라 문명 저지대의 침수가 예

상되는 등 지구온난화는 자연 재해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이 2000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

면, 그린란드(Greenland)의 빙하가 녹아내려 100년간 해수면이 23 cm 상승했으며, 빙하가 

녹아 바다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연간 500 t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Tomas et al., 

2000). 이는 해수면을 1년에 0.13mm씩 상승시키는 양이다. 또한 NASA는 그린란드의 빙

하가 현재도 매년 2 m 씩 얇아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극지는 인간의 접근이 제한적이고 그 범위가 방대하여 지속적 관측이 매우 어렵기 때

문에 과거부터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이용한 관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기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극지의 원격탐사는 주로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

의 파장 대역을 통한 관측이 주를 이루었다. 극지방은 일조량과 태양 고도가 일정하지 않

기 때문에 촬영 지역의 대기(구름, 에어로졸, 연무 등) 조건이 좋지 않거나, 야간일 경우

에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상은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부터 대기 조건과 일조량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고품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

파(passive microwave) 센서가 극지 원격탐사에 선호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부터 수동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극지 원격탐사가 대중적으로 이용되었다. 수동 마이크로

파 센서는 극지 표면의 방사율(emissivity)을 관측하여 표면의 온도(ice surface 

temperature), 표면에 쌓인 눈의 두께(snow depth) 및 해빙 면적(ice area), 해빙 영역(ice 

extent), 해빙 면적비(sea ice concentration) 등을 나타내준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통

해 관측된 자료는 해빙에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해빙 연구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시초는 1972년 발사된 Nimbus-5의 ESMR(Electrically 

Scanning Microwave Radiometer)이다. ESMR은 1972년 12월 12일부터 1976년 12월 31

일까지 북극과 남극에서 관찰된 해빙의 복사세기를 측정하여 25 km의 해상도로 해빙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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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비 데이터를 제공하였다(Parkinson et al., 1999). ESMR이 극지 관찰의 임무를 성공적

으로 마치자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이용한 본격적인 극지 원격탐사가 시작되었다. 1978

년 Nimbus-7의 SMMR(Scanning Multispectral Microwave Radiometer) 센서가 발사되

었고, ESMR의 뒤를 이어 극지를 관찰하였다. SMMR은 1978년 10월부터 1987년 8월까

지 북극과 남극의 해빙을 관찰하여 적어도 이틀에 한번씩 25 km 해상도로 해빙 면적비 

데이터를 제공하였다(Gloerson et al., 1990). 

1987년 10월 SMMR이 임무를 마치기 직전인 1987년 6월 DMSP(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 F-8에 SSM/I(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가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SSM/I는 1987년 6월 25일부터 매일 북극과 남극의 해빙을 관찰하

고 있다(Maslanik et al., 1999). SSM/I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빙 연

구를 위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이다. SSM/I는 20여 년 동안 매

일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비를 알려주고 있어 해빙의 영년변화 및 면적의 증감 등을 

연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Bj∅rgo et al., 1997, Cavalieri et al., 1997, Zwally et al., 

2002).

최근에 발사되어 운용 중인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는 AMSR-E(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 Earth Observing System)가 가장 대표적이다. AMSR-E는 전 

지구적인 물과 에너지 순환을 조사하기 위해 육상, 해양, 대기 환경 변화를 관찰할 목적

을 가지고 2002년 4월 Aqua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AMSR-E는 SSM/I와 같이 매일 북

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비를 제공한다(Cavalieri et al., 2004). AMSR-E의 장점은 SSM/I 

보다 광대역의 주파수 채널을 사용하여 보다 나은 해상도(12.5 km)로 기본 데이터를 제

공하고, 눈의 두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AMSR-E는 이러한 장

점을 바탕으로 SSM/I와 함께 해빙 연구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SM/I 해빙 면적비 자료는 그 유용함과 많은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격자자료(grid data)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25 km×25 km 

공간해상도로 제공되며 부가적으로 12.5 km×12.5 km 해상도의 데이터도 제공된다. 이러

한 km 단위의 해상도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동 마

이크로파 센서들은 공간해상도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극지의 전체적이고 연속적인 자료

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극빙 연구에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Cavalieri et al., 

1992, 1999, Gloersen and Campbell, 1988). 

SSM/I는 위치에 대한 오차 문제도 가지고 있다(Wentz, 1991). 실제 지리적 위치와 관

측 초기의 SSM/I 수동 마이크로파 자료 사이에는 수십 km 이상의 오차가 존재하였다. 

이는 추후 위치 보정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 5 km 정도의 오차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위치 오차는 그 범

위가 일률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Wentz, 

1992).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해빙 표면의 방사율도 현재 해결하기 어려운 오차 발생의 원

인이다. 그리고 SSM/I 해빙 면적비 추출 알고리즘인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에 의한 오차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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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R-E 해빙 면적비 데이터 또한 SSM/I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오차의 원인으로는 얼음의 형태에 따른 방사율의 차이(특히 얇은 얼음에 집중), 얼음 표

면의 상태에 따른 방사율과 해빙 표면의 온도의 지속적인 변화가 해빙 면적비 산출에 오

차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AMSR-E에서 해빙 면적비 추출에 사용되는 NASA Team 2 

Algorithm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오차들이다(Ashcroft and Wentz, 2000). 이와 같은 문제

들은 SSM/I 해빙 면적비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

써 발생되는 오차들이다. 따라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부터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는 알

고리즘의 검정 및 보정이 필수적이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 관측된 해빙의 면적비를 검정 및 보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Comiso et al.(1997)은 SSM/I 해빙 추출 알고리즘인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을 비교 연구하였다. 두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고, 각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Landsat

과 AVHRR(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으로부터 해빙 면적비를 구하여 SSM/I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으며, NASA 

Team Algorithm은 일반적으로 다른 센서보다 해빙 면적비를 작게 계산한다는 결과를 얻

었다. 또한 Landsat 및 SAR 영상의 해빙 면적비가 정확하다면 new ice와 young ice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Markus와 Dokken(2002)은 북극의 여름철에 북극 중심부와 해빙 분포영역의 가장자리

(ice edge)를 촬영한 SAR 영상으로부터 해빙 면적비를 추출하였고, 이를 현장조사 자료 

및 NASA Team Algorithm과 NASA Team 2 Algorithm으로 계산된 SSM/I 해빙 면적

비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름철 북극의 해빙 분포영역의 가장자리에서 NASA 

Team 2 Algorithm이 NASA Team Algorithm보다 정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Gennady and David(2002)는 Radarsat-1 ScanSAR 영상과 OKEAN 영상을 SSM/I 해

빙 면적비와 비교하였으며, 해빙 면적비를 비교적 작게 계산하는 NASA Team 

Algorithm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Comiso et al.(2003)은 AMSR-E에 NASA Team 2 

Algorithm을 적용시켜 해빙 면적비를 계산하였고, 해빙 면적비의 검정 및 보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외에도 SSM/I와 AMSR-E 해빙 면적비 추출기법의 정확성 검증 및 보정에 관한 많

은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SAR 영상 및 Landsat,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AVHRR 등의 중저해상도 위성 영상이 이용되어 

왔다(Comiso and Kowk, 1996, Emery et al., 1991, 1994, Steffen and Schwieger, 1991). 

그러나 고해상도의 광학영상을 이용한 보다 정밀한 검보정 연구는 극지 환경의 특성상 

광학영상의 제한된 촬영조건과 고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공공기술연구회 위성자료 공공활용 연구의 일환으로 인공위성을 이

용한 극빙 변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이훈열 외, 2005). 이 연구에서는 2005년 북극의 

여름철(7-8월)과 남극의 봄철(9-11월)에 극빙을 촬영한 Kompsat-1(Korea Multi-Purpose 

Satellite-1)의 EOC(Electro Optical Camera) 영상을 이용하여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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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SSM/I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다. 그러나 EOC 영상에만 의존하는 제한적인 비교

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위성 영상이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현장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종류의 광학 영상에 의존하여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 데이터를 검정 및 

보정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분광해상도가 뛰어난 광학 영상 및 레이더 영상

(radar image)을 이용한 다양한 비교 연구가 필수적이다. 

제 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수동 마이크로파 데이터에 적용되는 해빙 추출 알고리즘과 결과물로 제공되는 해빙 면

적비에 대해 현재까지 많은 검정 및 보정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검정 및 보정을 위

해 비교 대상으로 사용한 데이터들은 SAR 영상을 비롯하여 Landsat, MODIS, AVHRR

과 같은 중저해상도의 위성 영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고해상도의 광학영상은 고비용

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극지 환경의 특성상 촬영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 검보정 연구에 거의 사용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저해상도 위성 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밀하게 수동 마이크로

파 해빙 면적비 분석을 통한 추출기법 검보정을 위하여 고해상도의 Kompsat-1 위성의 

EOC영상을 이용하였다. Kompsat-1 EOC는 2005년 7-8월 북극, 9-11월 남극을 촬영하였

으며, 2006년 4-5월과 6월에 각각 남극과 북극에서 추가적인 촬영이 이루어졌으나 대부

분 많은 구름과 부족한 광량으로 인해 분석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연구에 사용 가능한 Kompsat-1 EOC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해빙 유형을 분류하였고, 

각각의 해빙 유형에 대한 면적비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EOC 영상에서 확인되는 각각의 

해빙 유형이 NASA Team Algorithm으로 계산된 SSM/I 해빙 면적비와 NASA Team 2 

Algorithm으로 계산된 AMSR-E 해빙 면적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비

교 분석 결과를 통하여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 추출기법의 정확성을 검정하고, 

Kompsat-1 EOC 영상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을 촬영한 SAR 영상을 획득하여 SAR 

영상에서 해빙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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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기초이론 및 데이터

제 1절 해빙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형성(formation)과 성장

(growth), 용융(melting)까지 모두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해빙은 육지를 기원으

로 하는 빙산과 빙하, 빙붕과는 대조적인 형태의 얼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해빙은 가을과 

겨울에 생성되어 성장하며, 여름이 되면 대부분이 녹지만 고위도 지역에 존재하는 일부의 

해빙은 여름에도 녹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바다의 15%는 연중 일부 기간 

동안 해빙으로 덮일 수 있다.

해빙은 지구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빙은 극지

방에서 일차적으로 발생하지만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빙은 밝

은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킨다. 결과적으로 해빙이 

존재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태양 에너지가 해빙을 점

차적으로 용융시킨다면, 해빙이 반사하는 태양 에너지가 적어지고 극지방에는 더 많은 태

양 에너지가 흡수되며,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극지방에서 매우 적은 수치의 온도가 증가

하더라도 이는 전 지구적인 온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해수의 이동도 해빙에 영향

을 받는다. 해빙이 형성될 때, 대부분의 염분은 얼음 아랫부분으로 밀리게 된다. 해빙 아

래 부분의 해수는 해빙 주변부보다 높은 염도를 가지므로 가라앉게 된다. 차가운 고밀도

인 극지방의 해수는 해저를 따라 적도로 이동한다. 따라서 해빙의 증감은 기후 변화를 초

래하면서 일반적인 해수 순환 주기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

해빙이 빙하와 빙산 또는 호수 얼음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염분이 있는 바다가 얼어

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해빙의 성장주기는 모두 바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큰 

차이점이다. 빙하는 육지를 기원으로 하며, 바다로 부서져 흘러내린 것을 빙산이라고 한

다. 호수에서 생성되는 얼음은 염분이 극히 소량인 담수로 형성되며, 성장주기 및 빙점 

또한 해빙과 큰 차이가 있다. 해수는 바다의 깊이 때문에 빙점에 도달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해빙의 성장주기를 느리게 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반대로 호수는 깊

이가 얕고 빙점에 도달하는 시간도 빨라 얼음이 쉽게 형성될 수 있다. 

해빙의 유형은 연령과 형태, 두께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표 1). Multi-year 

ice는 여름에 녹지 않는 해빙으로 3 m 이상의 두께를 가지며, 보통 3-4년의 나이를 가진

다. First-year ice는 겨울에 얼었다가 여름에 녹는 해빙으로 두께는 약 30 cm-2 m이다. 

Young ice는 약 10-30 cm, new ice는 10 cm 이하의 두께를 가진다(WMO,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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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빙의 성장 단계 

해빙 유형 세부 분류 두께

New ice

Frazil ice

<10 cm thick

Grease ice

Slush

Shuga

Nilas

Pancake ice (maybe) >10 cm thick

Young ice
Grey ice 10-15 cm thick

Grey-white ice 15-30 cm thick

First-year ice

Thin first-year or white ice 30-70 cm thick

Medium first-year ice 70-120 cm thick

Thick first-year ice >120 cm thick

Multi-year ice
Second-year ice

>3 m thick
Multi-year ice

표 2. 해빙 유형 분류 

New ice는 해빙의 첫 번째 형성 단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0 cm 이하의 매우 얇

은 두께를 가진다. new ice에는 frazil, nilas, slush, pancake, 그리고 grease ice 등이 포

함된다. 해빙의 성장 단계는 항상 frazil ice의 형성으로부터 출발한다. 활발한 대류 현상

이 해수면에서 민감한 열의 수송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 물이 냉각되면서 frazil ice

가 형성된다. 파도가 치지 않는 고요한 바다에서 frazil ice는 nilas로 성장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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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as는 frazil ice와 얼음 결정의 응결물로 구성되며, 두께와 색깔에 따라 두 가지로 구

분된다. Dark nilas는 5 cm 이하의 두께를 가지며, 바다와 비슷한 알베도(0.07 이하)를 가

진다. 5 cm 이상의 nilas는 light nilas로 불리며, dark nilas보다 밝고 더 높은 알베도

(0.14 이하)를 가진다. 바람의 영향으로 frazil ice가 모여 수프 같은 형태를 나타낼 수 있

는데 이를 grease ice라고 한다. Grease ice는 극히 낮은 알베도 때문에 바다와 비슷한 

색깔을 나타내며, 두께는 풍속과 파도에 비례하고 기온에 반비례한다(Bauer and Martin, 

1983). Slush는 얼음 표면에 눈과 물이 섞인 것을 의미한다. 파도가 심한 지역에서 frazil 

ice는 pancake ice로 성장한다. Pancake ice의 응력은 grease ice나 slush 등에 비해 매우 

강하지만, 얼음 결정이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는 아니다. 주로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며, 형

성된 모양의 장축을 따라 길게 늘어서 배열된다. 

Young ice는 nilas보다 두껍고 first-year ice보다 얇은 해빙으로 형태는 독립적이지만, 

두께에 의존한다. 해빙이 young ice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10-30 cm의 두께를 가져야한

다. Young ice는 광학 특성에 따라 grey ice와 grey-white ice로 구분된다. Grey-ice는 

grey-white ice보다 두께가 얇고 낮은 알베도를 가진다. 회색을 띠고 있으며 두께는 약 

10-15 cm 정도이다. 그리고 nilas보다 작은 탄성력을 가지며, 팽창력에 의해 pancake ice

로 분리될 수 있다. Grey-white ice는 grey ice보다 높은 알베도를 가지며, 두께는 약 

15-30 cm이다.

눈은 낮은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해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해빙 표면에 두껍게 내린 눈은 해수와 같이 동결되어 snow ice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

한 해빙 유형은 주로 남극에서 발견되며, 해빙의 두께에 기여한다. 

바람 또는 해파 등이 강하게 생성되면 해빙은 표면 위로 밀어 올려지고, 작은 산 또는 

능선(ridge)을 형성한다. 이러한 작용을 ridging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ridge는 

얇고 투명하며, 가장자리는 매우 날카롭다. 바람과 해파 등의 힘에 의해 얇은 해빙들은 

서로 미끄러져 겹치는 rafting 작용도 일으킨다. Ridging과 rafting에 의해 생성된 해빙을 

각각 ridged ice와 rafted ice라고 한다. Nilas와 pancake ice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ridging과 rafting 작용을 거쳐 굳어지고, 견고해지거나 응결되어 sheet ice를 형성한다.

Young ice가 겨울 동안 더욱 성장하게 되면 30 cm-2 m 두께의 first-year ice가 형성

된다. First-year ice는 보통 Thin first-year ice, medium first-year ice, thick first-year 

ice로 구분된다. Thin first-year ice는 30-70 cm이고, medium first-year ice는 70-120 

cm이다. Thick first-year ice는 120 cm 이상의 두께를 가진다. First-year ice는 ridge가 

형성될 때 2 m 이상의 두께를 가지기도 한다. 

2년 이상 녹지 않고 3 m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해빙을 일반적으로 old ice라고 한다. 

Old ice는 second-year ice와 multi-year ice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염분이 거의 없고, 눈으

로 덮이지 않았을 경우 푸른색을 띤다. Second-year ice는 해빙이 형성된 이후 첫 번째 

여름을 녹지 않고 존재하게 되는 해빙을 말한다. 두께는 2 m 이상이며, 보통 엷은 녹색

을 띠는 푸른색을 나타낸다. Multi-year ice는 3 m 또는 그 이상의 두께를 가지며, 적어

도 두 번의 여름 이상을 녹지 않고 존재하는 해빙이다. 빙구(hummocks)는 secon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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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보다 부드럽고 염분이 거의 없다. 눈으로 덮이지 않을 경우 푸른색을 띤다. Multi-year 

ice는 주로 북극에 존재하며, 남극에서는 Weddell Sea를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Multi-year ice의 형성 및 용융 과정은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제 2절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1. SMMR, SSM/I

SMMR의 임무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사용하여 방사율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천후의 해수 순환 파라미터(해수면 온도, 풍속, 수증기, 대기 중 수분 함량 등)를 얻는 

것이었다(Gloersen et al., 1978). SMMR이 획득하는 다른 지구물리학적 파라미터는 해빙 

영역, 해빙 면적비, 눈으로 덮인 지역의 관찰, 눈의 수분, 그리고 강수량 등을 포함한다. 

SMMR은 Nimbus-7 위성에 탑재되어 1978년 10월 25일 발사되었고, 955 km의 고도에

서 태양 동기 궤도로 1987년 8월 20일까지 운용되었다. 6일이면 전 지구를 관측할 수 있

었으나, 극지방은 거의 매일 모든 지역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였다. 5개 주파수 대역(6.60, 

10.69, 18.00, 21.00, 37.00GHz)에서 수직, 수평 편광(vertical, horizontal polarization) 채널

을 사용하여 모두 10개의 채널을 관측에 이용하였다. SMMR은 북극과 남극의 해빙을 관

찰하여 이틀에 한번씩 25 km×25 km의 공간해상도로 일평균 해빙 면적비 데이터를 제공

하였다. 이 자료는 SMMR로부터 관측된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를 사용하여 

GSFC(NASA Goddard Space Fight Center)에서 자료처리 되었다(Gloersen et al., 1992). 

SMMR 해빙 면적비는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을 통해 계산되었

다. NASA Team Algorithm은 browse 영상과 raw 데이터를 제공하며 Bootstrap 

Algorithm은 raw 데이터만을 제공한다. NSIDC(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는 

현재 일평균 및 월평균 SMMR 해빙 면적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Cavalieri et al., 

1996). 북극의 SMMR 해빙 면적비 영상은 7600 km×11200 km이며, 남극은 7900 km×

8300 km이다. 그림 2는 북극과 남극에서 NASA Team Algorithm으로 추출된 SMMR 해

빙 면적비 browse 영상의 예시이다.

SSM/I는 1987년 7월 19일 미국 DMSP F-8 위성에 탑재되어 발사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이다. SSM/I의 임무는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지구 표면과 대기의 열에너지 방사 및 

반사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수증기, 풍속, 눈, 그리고 해빙 등에 관한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SSM/I는 19.35, 37.0, 85.5GHz에서 수직/수평 편광 채널과 22.235GHz 

채널에서 수평 편광 등 총 4개 주파수, 7개 채널을 사용한다. SSM/I는 이러한 다중 채널

을 이용하여 1987년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북극과 남극의 일평균 및 월평균 해빙 

면적비를 알려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빙 영역과 해빙 면적도 계산하고 있다

(Comiso,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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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82년 8월 16일 북극

7600 km×11200 km

(b) 1982년 8월 16일 남극

7900 km×8300 km

그림 2. NASA Team Algorithm으로 산출된 북극과 남극의 SMMR 해빙 면적비 browse 영상 

해빙 면적과 해빙 영역은 해빙 면적비를 기초로 한다. NSIDC와 GSFC는 SMMR과 

SSM/I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해빙 면적비가 최소 15% 이상인 픽셀의 면적만을 간주하여 

해빙 면적과 해빙 영역을 산출한다. 해빙 면적은 15% 이상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픽

셀에서 해빙이 차지하는 비율을 면적으로 환산하여 모두 더한 값이다. 해빙 영역은 15% 

이상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픽셀의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한다. 이 때 해빙 면적

비는 한 번 측정하여 얻어진 값이 아니며, 밝기온도를 여러 번 반복 측정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다. 

그림 3과 4는 NSIDC에서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을 이용하여 

산출한 1987년부터 2003년까지의 북극과 남극의 월별 해빙 면적, 해빙 영역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NSIDC에서는 세부 지역의 자료가 일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월별 자료에 

기초한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관측 결과 북극과 남극에서 모두 해빙 면적과 해빙 영역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극의 해빙 면적과 해빙 영역은 관측 이래로 최

소 면적과 최대 면적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극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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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북극의 월별 해빙 면적 (b) 북극의 월별 해빙 영역

(c) 남극의 월별 해빙 면적 (d) 남극의 월별 해빙 영역

그림 3. NASA Team Algorithm으로 계산된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 및 해

빙 영역(1987-2003, NSIDC)

(a) 북극의 월별 해빙 면적 (b) 북극의 월별 해빙 영역

(c) 남극의 월별 해빙 면적 (d) 남극의 월별 해빙 영역

그림 4. Bootstrap Algorithm으로 계산된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 및 해빙 영

역(1987-2003, NS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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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북극 NASA Team 해빙 면적비, 

2005.08.05

(7300 km×11200 km)

(b) 북극 Bootstrap 해빙 면적비, 

2005.08.05

(7300 km×11200 km)

(c) 남극 NASA Team 해빙 면적비, 

2005.09.25

(7900 km×8300 km)

(d) 남극 Bootstrap 해빙 면적비, 

2005.09.25

(7900 km×8300 km)

그림 5.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으로 계산된 HDF 포

맷 SSM/I 해빙 면적비 영상 

본 연구에서는 NSIDC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북극과 남극의 일별 SSM/I 해빙 면

적비 격자자료를 사용하였다. 북극의 SSM/I 해빙 면적비 영상은 7600 km×11200 km이

며, 남극은 7900 km×8300 km이다. SSM/I 데이터 포맷으로는 HDF(Hierarchical Data 

Format) 포맷과 GIF(Graphical Interchange Format) 포맷이 있다. HDF 포맷의 자료(25 

km×25 km)는 EOC 영상과 해빙 면적비를 비교하는데 사용하였으며, GIF 포맷의 자료

(25 km×25 km, 12.5 km×12.5 km)는 북극 및 남극에 분포하는 해빙의 시공간적 변화를 

살펴보는데 사용하였다. 그림 5는 북극과 남극에서 NASA Team Algorithm과 Bootstrap 

Algorithm으로 산출된 HDF 포맷 해빙 면적비 영상의 예시이며, 그림 6은 북극과 남극의 

GIF 포맷 영상의 예를 나타낸다. HDF 포맷의 SSM/I 해빙 면적비 영상은 각 픽셀마다 

0-100%의 해빙 면적비 값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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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북극 25 km 해상도 해빙 면적비, 

2005.08.05

(7300 km×11200 km)

(b) 북극 12.5 km 해상도 해빙 면적비, 

2005.08.05

(7300 km×11200 km)

(c) 남극 25 km 해상도 해빙 면적비, 

2005.09.25

(7900 km×8300 km)

(d) 남극 12.5 km 해상도 해빙 면적비, 

2005.09.25

(7900 km×8300 km)

그림 6. GIF 포맷의 북극과 남극 해빙 면적비 영상 

2. SSM/I 해빙 면적비 추출 알고리즘

2-1. NASA Team Algorithm

NASA Team Algorithm은 1985년 새로운 DMSP 위성에 탑재된 SSM/I로부터 해빙 자

료를 얻어내기 위해 NASA Sea Ice Algorithm Working Group(NSIAWG)에 의해 채택

된 알고리즘이다(Swift and Cavalieri, 1985). NASA Team Algorithm에서 해빙 면적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SSM/I 채널은 19.35GHz 수평, 수직 편광 채널과 37.0GHz 수직 

편광 채널이다. 이 알고리즘은 Nimbus-7 SMMR에 적용되었던 알고리즘과 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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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알고리즘이다(Cavalieri et al., 1984, Gloersen and Cavalieri, 1986). 세 개의 채널로

부터 일차적으로 SSM/I 복사휘도(radiance)가 획득되는데, 이 자료는 polar stereographic 

grid로 나타내진다. 격자 형태로 획득된 복사휘도는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독립

변수 계산을 위해 쓰인다. 두 가지의 독립변수는 편광(polarization, PR)과 분광경사도

(spectral gradient ratios, GR)이며, PR(19)와 GR(37V/19V)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1)

                (2)

위 식에서 TB는 주어진 주파수 채널의 편광 모드에서 획득된 밝기온도를 의미한다. 위

에서 계산된 PR과 GR을 아래 식에 적용하여 first-year ice concentration(CF)과 

multi-year ice concentration(CM)을 구할 수 있다.

     ×                    (3)

       ×                     (4)

           where,       ×                (5)

CF와 CM의 합으로 total ice concentration(CT)이 계산된다.

                                          (6)

위 식에 적용된 상수   (i=0-3)는 9개 밝기온도 집합의 함수이다. 9개의 밝기온도

들은 알고리즘 동일점(tie point)라고 하며,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SSM/I 채널들에서 

ice-free, first-year ice, multi-year ice로 이미 알려진 지역에서 관찰된 밝기온도이다. 9

개의 밝기온도들을 표 2에 나타내었으며, 식 3-5에 쓰인 상수들은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2에 정의된 SSM/I 동일점의 선택은 SSM/I 밝기온도, PR-GR의 분포, 해빙 면적비의 히

스토그램, 그리고 1987년 7-8월에 수행된 SSM/I와 Nimbus-7 SMMR의 동시 관측 데이

터에 기초를 둔다. SSM/I 동일점들의 두 가지 집합(각각 북극과 남극)은 전 지구상의 해

빙 면적비를 지도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적용되는 동일점들이 

큰 스케일에서 해빙 면적비의 유일한 측정을 제공하는 동안, 지역적으로 선택된 동일점의 

사용으로 정확성은 점점 개선되었다(Steffen and Schweiger, 1991). 

Ice-free(open water) 동일점은 open water의 최소 밝기온도에 가깝게 선택되었다(PR

의 최대 밝기온도에 근접). 최소 밝기온도에 가깝게 선택되는 것에 의해 open water와 

first-year ice 사이의 PR 범위는 센서에 감지되는 해빙 면적비에서 알고리즘 민감도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북극과 남극의 open water 동일점은 서로 다르게 독립적으로 선택

되었지만 상응하는 채널에서 밝기온도의 차이는 1K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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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b (Kelvins)
Northern 
Hemisphere

Tb (Kelvins)
Southern 
Hemisphere

TB19VW 177.1 176.6

TB19VF 258.2 249.8

TB19VM 223.2 221.6

TB19HW 100.8 100.3

TB19HF 242.8 237.8

TB19HM 203.9 193.7

TB37VW 201.7 200.5

TB37VF 252.8 243.3

TB37VM 186.3 190.3

표 3. 북극과 남극의 NASA Team Algorithm 동일점(TB: 밝기온도, V: 

vertical polarization, H: horizontal polarization, W: open water, 

F: first-year ice, M: multi-year ice)

Coefficient
Northern 
Hemisphere

Southern 
Hemisphere

a0 3290.2 3055.0

a1 -20761.2 -18592.6

a2 23934.0 20906.9

a3 47985.4 42554.5

b0 -790.9 -782.750

b1 13825.3 13453.5

b2 -33155.8 -33098.3

b3 -47771.9 -47334.6

c0 2035.3 2078.00

c1 9244.6 7423.28

c2 -5665.8 -3376.76

c3 -12875.1 -8722.03

표 4. First-year ice와 multi-year ice 면적비 계산에 사용되는 상

수



- 15 -

얼음의 동일점 선택은 해빙에 대한 수동 마이크로파 신호가 지역적이고 계절적인 영향

에 의존하기 때문에 open water보다 어렵다. 이는 특히 북극의 multi-year ice에 집중된

다. 계절과 지역에 대한 조건이 정해져 있더라도, 주어진 해빙에서 임의로 변화하는 변수

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밝기온도의 범위가 있다. 이 문제에 관

해서는 SSM/I 항공기 시리즈의 관측이 도움이 되었다(Cavalieri et al., 1991). 여러 

SSM/I 이미지 픽셀을 모자이크 패턴으로 처리하는 작업이 1988년 3월 2주 동안 북극 중

심부에서 수행되었다. SSM/I 항공기 자료가 비록 DMSP 위성에 탑재된 SSM/I의 주파수

와 편광 모드에 완전히 일치되어 획득되지 못하였으나, 해빙 면적비에 대한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하였다. 

북극과 남극의 서로 다른 환경 상태 때문에, 해빙 유형에 따른 북극과 남극의 동일점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남극 해빙의 물리적 특징(마이크로파 복사 특성)은 북극

의 해빙과는 다르다(Ackley et al., 1980, Wadhams et al., 1987). 알고리즘에 의해 구별

되는 남극의 해빙은 두 가지이며, Ice type A와 B로 지칭된다. 남극의 ice type A와 북극

의 first-year ice, 그리고 남극의 ice type B와 북극의 multi-year ice 사이의 동일점 차

이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얼음 온도의 차이가 해빙 유형 별로 다른 동일점의 차이

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방사율의 차이는 편광과 분광의 차이로 반영된다. 남

극에서 first-year ice와 multi-year ice 사이의 복사 특성적인 구별은 없다. 북극과는 다

르게 남극에서는, 음의 분광 경사도를 나타내는 근원은 multi-year ice의 freeboard에서 

염분이 없는 것에 기인하는 체적 산란이다. 주요한 체적 산란은 multi-year ice 보다는 

다른 근원으로부터 발생된다. 체적 산란의 가장 유력한 근원은 해빙 표면을 덮고 있는 눈

이다. 두께가 충분하고 입자 크기가 큰 눈은 multi-year ice와 유사한 마이크로파 신호를 

생산한다. 

북극과 남극에서 해빙 영역을 관찰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센서가 open water와 ice 

edge 지역에서 해빙을 잘못 인지하는 것이다. 잘못된 해빙 면적비의 산출은 대기 중 수

증기, 응결되지 않고 구름에 남아있는 액체 상태의 물, 비 그리고 바람에 의한 해수면 거

칠기에 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영향은 겨울 동안 고위도에서 중요하지 않게 작용하지만 

여름철 모든 위도에서 중요한 기후 혼탁 문제를 야기한다(Cavalieri et al., 1992). 

이 문제는 기후 필터의 개발을 통해 Nimbus-7 SMMR 데이터로부터 획득된 해빙 면

적비에서 언급되었다(Gloersen and Cavalieri, 1986). 이 필터는 해빙이 존재하는 지역과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편광(PR19)과 분광 경사도(GR37V/19V) 분포에 기초한다. 

GR(37V/19V)이 0.07보다 크다면, 해빙 면적비는 0이다. 필터가 기후의 영향 대부분을 제

거하는 반면에, 해빙 면적비는 first-year ice 지역에서 약 12%, multi-year ice 지역에서 

약 8% 작게 계산한다. SSM/I로 획득된 해빙 면적비에 GR(37V/19V) 필터를 적용한 것

은 덜 성공적이었다. 이는 22.2GHz 대기 수증기 라인에 더 근접한 19.35GHz 채널이 수증

기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혼합 기후 필터가 개발되었고, SSM/I 데이터로부터 일반화 된 해빙 면

적비를 산출하기 위해 NASA Team Algorithm에 적용되었다. 새로운 필터는 해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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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ice 

concentration
50% ice concentration 10% ice concentration

     

 1.4 1.2 1.1 1.2 0.9 1.2

 1.1 4.0 0.4 4.0 0.0 4.0

 0.3 2.9 0.4 2.9 0.5 2.9

∑    1.8 5.1 1.2 5.1 1.0 5.1

표 5. 북극 first-year ice에 대한 NASA Team Algorithm 민감도 상수

100% ice 

concentration
50% ice concentration 10% ice concentration

     

 1.4 0.6 1.1 0.6 0.9 0.5

 1.1 2.8 0.4 2.5 0.0 2.2

 0.3 2.6 0.4 2.3 0.5 2.1

∑    1.8 3.9 1.2 3.4 1.0 3.1

표 6. 북극 multi-year ice에 대한 NASA Team Algorithm 민감도 상수

바람, 대기 중 액체 상태의 물에 의한 중요한 영향을 제거하는 원래의 SSM/I 

GR(37V/19V)과 22.2GHz와 19.35GHz 채널에 기초하는 다른 GR 필터의 결합이다. 

GR(22V/19V)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22.2GHz의 수증기에 대한 민감도와 

해빙 분포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얼음 온도 변화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에 부

분적으로 기초한다. 

새로운 기후 필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GR(37V/19V)가 0.05보다 크거나 혹은 

GR(22V/19V)가 0.045보다 크다면 해빙 면적비는 0이다. 이러한 GR 한계점들은 약 

30m/s 보다 강한 바람, 24 cm보다 많은 대기 중 액체 상태의 물, 0.2 cm보다 큰 대기 중 

수증기량, 그리고 12 mm/hour 보다 많은 강우를 제외한 기후 효과를 효과적으로 제거한

다. 현재 SSM/I 기후 필터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중에 있으며, 효과적인 새로운 

기후 필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임의의 오차에 대한 알고리즘의 민감도는 SMMR에서 설명되었다(Swift and Cavalieri, 

1985). 민감도 분석은 표 3의 알고리즘 상수들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북극의 동일점들

에 대한 결과가 표 4와 5에 나타나있다. 표 4와 5에 주어진 민감도 상수들은 세 가지

(100%, 50%, 10%)의 해빙 면적비에서 북극의 first-year ice와 multi-year ice 지역에서 

계산되었다. 이는 다시 남극의 ice type A와 B 지역에서 반복되었다(표 6). 각각의 상수

들은 밝기온도에서 1K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해빙 면적비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총 

RSS(Root Summed Square) 민감도 또한 각각의 면적비에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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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Type A Ice Type B

100% 50% 15% 100% 50% 15%

     

 1.2 0.9 0.9 1.2 0.8 0.6

 0.3 0.1 0.5 0.3 0.1 0.4

 0.8 0.8 0.9 0.8 0.8 0.8

∑    1.5 1.2 1.3 1.5 1.1 1.1

표 7. 남극 ice type A와 B에 대한 NASA Team Algorithm 민감도 상수 

표 4와 5, 그리고 6에 주어진 상수들은 해빙 표면의 복사 특성 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오류를 측정하는데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5K의 밝기온도가 변화하는 100% 

first-year ice 위에서 0.01의 임의의 얼음 방사율 변화는 총 해빙 면적비에서 4.5%의 오

차에 해당한다. 

얼음 온도 변화로 계산된 해빙 면적비의 민감도는 PR과 GR의 사용을 통해 감소된다

(Cavalieri et al., 1984, Swift and Cavalieri, 1985).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해빙 표면이 용

융되는 것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밝기온도와 PR의 상관성은 없다. 그러나 GR에서는 밝

기온도에서 계절적인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존재한다. GR에서 측정된 0.005의 오차는 총 

해빙 면적비에서 1%의 오차를 유발하고, multi-year ice에서는 9%의 오차를 유발한다

(Gloersen et al., 1992).   

해빙 면적비에서 오차를 일으키는 몇 가지의 원인이 존재한다. 중요한 순서대로, (1) 복

사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해빙유형을 구별할 수 없는 알고리즘의 능력, (2) 해빙 

방사율의 계절적 변화, (3) 해빙 방사율의 비계절적 변화, (4) 15% 보다 큰 해빙 면적비

에서 기후의 영향, (5) 임의적이고 기계적인 센서의 오차이다.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복사 특성이 다른 두 가지의 해빙 유형을 구별하지 못하는 알

고리즘의 능력이다. New ice와 young ice, first-year ice, 그리고 multi-year ice는 모두 

복사 특성이 다른 해빙 유형이다. First-year ice와 multi-year ice를 모두 고려하는 알고

리즘 때문에 해빙 면적비 산출에서 가장 큰 오차를 일으키는 해빙 유형은 새롭게 형성되

는 해빙 유형이다. 겨울 동안 리드(leads)와 근해의 빙호(polynyas)에서 형성되는 new ice

와 young ice는 open water와 두꺼운 first-year ice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편광 특성

을 가진다(Cavalieri et al., 1986). 얇은 얼음에서 PR은 얼음 두께에 비례하여 변화하고

(Grenfell and Comiso, 1986) new ice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SSM/I 

FOV(Field Of View)가 10%의 new ice(PR=0.14)와 90%의 first-year ice(PR=0.03)로 구

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증가하는 PR이 총 해빙 면적비에서 10% 정도를 과소측정하

게 될 것이다. 센서의 FOV 내에 new ice가 넓게 존재한다면 이는 알고리즘이 해빙 면적

비를 더 작게 계산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얇은 해빙에 대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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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해빙 방사율의 계절적 변화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multi-year ice는 봄과 여름 동안 

first-year ice와 구별되기 힘들 정도로 마이크로파 영역의 복사 특성(음의 GR)을 잃는다. 

총 해빙 면적비에서 큰 오차가 되는 다른 상태는 해빙 표면에 melt pond가 형성되는 것

이다. Melt pond는 해빙을 open water와 구별할 수 없게 만든다. Melt pond는 북극 ice 

pack에서 20%, 혹은 그 이하이며, 면적은 7월에 최대가 된다(Carsey, 1982). Beaufort 

Sea에서는 1975년 8월에 평균 전체 면적의 30%가 melt pond의 면적임이 보고되었다

(Campbell et al., 1984). Melt pond의 면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화하며 북극과 남

극에서 모두 여름철 해빙 면적비의 오차를 일으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해빙 방사율의 비계절적인 변화는 해빙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화에 의한 지역적 변

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적 변화는 서로 다른 환경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북극과 남

극에서 해빙의 마이크로파 신호 차이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 동일점의 차이로 설명된다. 

알고리즘의 오차는 지역적이고 계절적으로 선택된 알고리즘 동일점 사용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대기 중 수증기, 구름에 존재하는 물, 강우, 그리고 바람에 의한 해수면 거칠기로 인한 

기후의 영향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지방에서 해빙 면적비를 크게 감소시킨

다. 이러한 기후 효과는 15% 이상의 해빙 면적비에 오차를 일으킬 수 있다. 견고하게 얼

어붙은 first-year ice 위에 대기 효과가 0에 가깝고, open water 위에서의 대기 효과가 

15% 까지 측정된 것으로 가정하면, 대기 효과에 기인하는 선형적인 보간법을 사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높은 해빙 면적비에서 기후의 영향은 작은 반면에, multi-year ice에서는 

큰 감소를 일으킨다(Maslanik, 1992).

마지막으로 해빙 면적비의 오차는 임의적이고 기계적인 센서의 오차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센서 운용 전 측정과 시공간적으로 지구물리학적인 변화가 작은 안정된 곳에서 관

측된 복사휘도에 기초하여, 알고리즘에 사용된 세 개의 SSM/I 채널에서 오차는 1K 보다 

작았고 절대적 정확성은 3K에서 평가되었다(Hollinger, 1989). 각각의 채널에서 1K 수준

의 임의적인 센서 잡음을 가정하고, 표면 유형과 면적비에 의존하는 계산된 해빙 면적비

에서 RSS 불확실성의 최대 한계는 총 해빙 면적비에서 1-1.8%이고, multi-year ice의 면

적비에서 4.5-6%이다.

2-2. Bootstrap Algorithm

Comiso(1986)와 Comiso and Sullivan(1986)에 의해 설명된 Bootstrap 기술은 기본적인 

복사 이동 방정식을 사용하고, 해빙 방사율의 고유한 다중 채널 분포를 이용한다(Comiso, 

1990). Bootstrap Algorithm을 사용하여 해빙 면적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직 두 개의 

채널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open water를 가려내기 위해 부가적인 채널을 사용하기도 한

다. 이 알고리즘은 겨울 동안 북극 중심부의 해빙 면적비는 100%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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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year ice로 현저하게 덮이는 북극 지역에서, 방사율의 scatter plot은 견고하게 얼어

붙은 해빙에서 비선형적인 집단으로 나타난다(Comiso, 1983). 이러한 비선형성은 주로 주

파수와 편광에서 변화하는 내부 산란 때문이다.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는 37GHz의 수평 

편광 채널과 수직 편광 채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두 채널은 매우 좋은 상관성을 보여

준다. 이 채널들은 북극에서 해빙 면적비를 추출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두 채널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 (a) 두 채널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좋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19GHz, 37GHz 수직 편광 채널과 수평 편광 채널). (b) 선형 

집단의 표준편차는 +2.5K 이하이며, 겨울에 5% 이하의 open water를 나타내는 북극 지

역에서 정확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c) 해빙 표면의 온도변화가 고려되며, (d) 단단하게 

동결된 해빙의 동일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line AD는 겨울철 SMMR과 SSM/I

로 획득된 모든 데이터에서 1.0에 가깝게 일치한다. 두 채널의 사용은 겨울에 북극의 중

심부에 매우 적합하다. 

남극처럼 first-year ice가 지배적인 계절적 해빙 지역에서 37GHz 수평 편광 채널과 수

직 편광 채널의 독점적인 사용은 북극의 중심부에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때때로 견

고하게 동결된 얼음은 눈과 강우, 표면 거칠기로 인하여 물과 얼음의 혼합물로부터 구별

이 어려워진다. 이에 관해 19GHz와 37GHz 수직 편광채널은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

다. 이 채널들은 남극을 포함한 계절적 해빙 지역에 1차적으로 사용된다. 

Bootstrap Algorithm은 해빙 유형을 구별하지 않는다. 관측된 밝기온도에 상응하는 얼

음의 면적비 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7)

는 밝기온도이며  는 각각 open water와 해빙의 밝기온도이다. 이 식에서 해빙

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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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되는  의 적당한 값을 사용한다. 임의의 데이터 point B에서 

얼음의 면적비는 다음 식으로부터 얻어진다. 

    
     

     
     

              (8)

 와  는 두 채널로부터 각각 얼음과 open water의 밝기온도를 참조한다. 알

고리즘에 사용되는 견고한 100% 해빙 면적비의 slope와 offset은 표 7에 주어져있다.

Bootstrap Algorithm을 사용하여 획득된 해빙 면적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빙 분

포 영역의 가장자리에 매우 좋은 결과를 제공하며, 내부의 pack ice 지역에서 높은 면적

비를 추출한다. 해빙 분포 영역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해빙 면적비는 그 자료에 의해 나타

난 것 보다 더 크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빙 분포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방사율 변화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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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Ice_Winter

Months Slope Offset

37H vs. 37V(N. Hemisphere) 20 September~June 1.000 -12.0

19V vs. 37V(N. Hemisphere) 16 October~May 0.553 117.0

19V vs. 37V(S. Hemisphere) March~October 0.473 139.0

100% Ice_Summer

Months Slope Offset

37H vs. 37V(N. Hemisphere)

1 July~18 July 1.226 -70.1

19 July~4 August 1.033 -25.0

5 August~20 September 0.993 -14.0

19V vs. 37V(N. Hemisphere)
June~12 September 0.560 119.0

13 September~15 October 0.607 103.0

19V vs. 37V(S. Hemisphere)

November~January 0.473 139.0

8 February~March 0.620 120.0

1 February~7 February 0.547 120.5

1 April~7 April 0.547 120.5

표 8. Bootstrap Algorithm에 사용되는 100% 해빙 면적비의 slope와 offset(V: vertical 

polarized channel, H: horizontal polarized channel)

Ice pack 내부에 존재하는 open water를 추출하기 위한 밝기온도는 해빙이 없는 바다

의 scatter plot으로 추정된다. 포인트의 선택은 ice pack 내에서 보통 고정적이고 부드러

운 표면, 그리고 낮은 표면 온도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선택된다. 바다에서 대기 효과, 파

도, 높은 온도 등은 몇몇 지역에서 실제로 밝기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런 지역에

서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open water에서 잘못된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게 된다. 

Open water 지역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는 대기와 해양 조건이 변화할 때 밝기온도의 

변화가 예측되므로 얼음으로 덮인 지역과 분리될 수 있다. 이것은 SMMR 18GHz와 

37GHz 수직 편광 채널 밝기온도 데이터의 scatter plot에서 특히 명백하게 나타난다. 해

빙이 없는 바다에서 밝기온도는 이 scatter plot과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며, 얼음으로 덮

인 바다와 쉽게 분리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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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Ocean Masking_Winter

Months Slope Offset

19V vs. 22V (N. Hemisphere)

(22V-19V)>14K (N. 

Hemisphere)

October~May 0.567 78.0

19V vs. 22V (S. Hemisphere)

(22V-19V)>14K (S. 

Hemisphere)

March~October 0.493 93.0

Open Ocean Masking_Summer

Months Slope Offset

19V vs. 22V (N. Hemisphere)

(22V-19V)>23K (N. 

Hemisphere)

June~October 0.580 72.26

19V vs. 22V (S. Hemisphere)

(22V-19V)>16K (S. 

Hemisphere)

November~February 0.493 93.0

표 9. Bootstrap Algorithm에 사용되는 open ocean mask의 slope와 offset(V: vertical 

polarized channel, H: horizontal polarized channel)

비슷하지만 약간 개선된 기술이 Gloersen and Cavalieri(1986)에 의해 사용되었다. 

SSM/I 데이터는 19GHz 채널이 SMMR의 18GHz 채널보다 수증기 라인(22GHz)에 더 가

깝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은 효과가 떨어졌다. 따라서 19GHz open water 자료는 37GHz 

자료와 더 이상 선형적으로 관계하지 않았으며, open water의 분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동시에 해빙 지역의 추출도 어렵게 하였다. 이 문제는 22GHz와 19GHz 수직 편광 채널의 

차이(22GHz 수직 편광 채널의 밝기온도-19GHz 수직 편광 채널의 밝기온도)를 사용함으

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 차이가 14K 보다 큰 자료는 19GHz와 37GHz 채널이 잘 

분리하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과정에 쓰이는 slope와 offset이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두꺼운 얼음과 open water가 동시에 존재하는 겨울에서, 해빙 면적비는 방사율의 표준

편차에 기초하여 약 5-10%의 정확도를 Bootstrap Algorithm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

다. 오차는 북극의 중심부보다 계절적 해빙지역에서 더 높다. 그 이유는 19.35GHz과 

37.0GHz plot에서 견고한 해빙 지역의 표준편차보다 계절적 해빙지역의 표준편차가 더 

높고, 표면온도의 공간적 변화가 쉽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해빙 표면에서 방사

율의 계속되는 변화는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리드가 겨울 동안 넓어지면, 

open water는 찬 대기에 노출되고 표면에서 grease ice가 형성된다. 그리고 grease ice는 

nilas로 변화하며 nilas는 young ice로, 그리고 눈으로 덮인 first-year ice로 변화된다. 이

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해빙 표면의 방사율은 상당히 변화한다(Grenfell and Comiso, 

1986). 그러나 방사율의 변화가 알고리듬에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서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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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ater Tie Points_Winter

Northern Hemisphere Southern Hemi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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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Water Tie Points_Summer

Northern Hemisphere Southern Hemisphere

19V=181K 37V=203K 37H=130K 19V=179K 37V=202K

표 10. Bootstrap Algorithm에 사용되는 open water의 동일점(V: vertical polarized 

channel, H: horizontal polarized channel)

open water의 비율은 정확하지 않고, 따라서 open water는 grease ice와 nilas를 포함할 

수 있다. Bootstrap Algorithm에서 사용되는 open water의 알고리즘 동일점을 표 9에 나

타내었다. 

북극의 봄과 여름에 만년 해빙 지역의 두꺼운 해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방사율이 변

화한다. Scatter plot에서 line AD의 slope와 offset은 봄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적

용됨에도 불구하고 오차는 여전히 상당하고, 해빙 용융의 공간적 변화와 물이 고이는 것

의 영향에 의해 그 오차는 20%보다 클 수도 있다.

인공위성으로 획득된 해빙 면적비를 확인하기 위해 몇몇 현장 및 항공기 실험이 수행

되었다. 그러나 실험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위성 해빙 면적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현장 자료는 넓은 범위를 찍는 위성자료(30 km×30 km)와 비교가 어렵기 때

문이다. 항공기 자료는 일반적으로 좋은 해상도와 부차적 측정의 용이성 때문에 해석이 

더 쉬운데 반하여 표면 측정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은 고해상도 위성자료

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해상도 자료 역시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비교분석이 어렵

다. 예를 들어 open water, grease ice, 작은 pancake ice, nilas의 명료한 구별은 광학, 마

이크로파 모두 고해상도라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파 자료는 얼음의 가장자

리, polynya, 그리고 리드가 넓게 분포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얼음이 덮인 큰 규모의 특성

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Bootstrap Algorithm은 해빙 표면의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해빙 면적비를 추출한다. 이

것은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채널의 scatter plot에서 견고한 해빙 자료의 point가 선형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빙 표면 유형 분류의 모호함은 지역적인 범위에서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소화 될 수 있지만 극지는 너무 크고, 해빙 지역의 역동적인 특성 

때문에 전 지구적인 연구를 위한 지역적 구분의 경계 확립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지리

적 경계와 물리적 특성 경계의 조합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여러 만과 반

도는 별개의 지리적 지역과 같이 고려될 수 있다. 지리적 경계의 사용은 ice pack의 시간

적인 변천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Baffin 만 같은 곳은 여름 동안 얼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말해 겨울 이후 동안 multi-year ice가 있지 않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1차적인 얼음의 유형은 first-year ice와 new ice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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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의 물리적 특성 경계들은 외부, 내부, 발산, 수렴, 그리고 영구한 지역과 같은 여러 

가지 얼음 영역으로 구분된다. 가장자리 얼음 지역을 포함하는 외부 지역은 수동마이크로

파 자료에서 식별하기 가장 쉽다. 몇몇 주파수에서 바다와 얼음 지역 사이의 방사율 대비

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이 자유로운 pancake ice가 위치하고 파도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그 특성이 나타난다. 내부 지역은 리드와 polynyas가 있는 곳을 제외하

고는 실제로 연속적인 빙상으로 덮인 지역이다. 발산지역은 광대한 leads가 형성되는 지

역인 반면, 수렴지역은 광대한 유빙과 ridge가 분포한 지역이다. 만년 해빙 지역은 수많

은 multi-year ice의 층으로 되어있다. 

얼음의 체제/유형을 입증하기 위한 무감독 분류 방법으로 Isoclass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Cmiso, 1990). Isoclass는 모든 SSM/I 채널에서 사용되며, 제한된 표준편차 이내에

서 비슷한 특성의 밀집된 데이터를 찾는데 쓰인다. 각 집단의 자료는 복사특성이 비슷하

다고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해빙 분포 영역의 가장자리 지역과 계절적 해빙 지역과 같은 

물리적으로 다른 지역은 서로 다른 집합체를 형성한다. 만년 해빙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집단이 확인된다. 그러나 각 집단의 정확한 보간을 위해 좋은 현장자료가 요구되지만 이

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Bootstrap Algorithm 적용 결과 SSM/I 데이터는 8% 이하의 해빙 면적비에 관해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0-7.99%의 면적비가 open water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차가 대체로 8%이기 때문에 100%의 해빙 면적비는 92-108% 범위 이내에서 

얻어진 어떤 값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AMSR-E

AMSR-E는 6개 주파수, 12개 채널로 구성된 수동 마이크로파 복사 시스템이다. 이 센

서는 6.9, 10.7, 18.7, 23.8, 36.5, 그리고 89.0GHz 수직 및 수평 편광 채널로 구성된다. 공

간해상도는 채널 별로 다르며, 89GHz에서 5.4 km, 6.9GHz에서 56 km까지 다양하다. 

AMSR-E는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공동 개발하였으며, ADEOS-2(Advanced Earth 

Observing Satellite-2)에 처음 탑재되었고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2002년 5월 4일 

Aqua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Lobl, 2001). 

AMSR-E는 과거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개선한 것으로써 SMMR 및 SSM/I보다 뛰

어난 공간해상도를 제공한다. 또한 AMSR-E는 SMMR과 SSM/I가 가진 모든 채널을 사

용하여 지구의 물 순환과 관계된 다양한 지구물리학적 변수(강수량, 대기 중 수증기, 해

수면 온도, 해빙 면적비, 적설수량, 토양 습도 등)들을 측정한다. 

AMSR-E는 SSM/I와 같이 매일 해빙 면적비 자료를 제공해주며, 공간해상도는 12.5 

km와 25 km의 두 가지가 있다(Cavalieri and Comiso, 2004). 해빙 면적비 추출 알고리즘

으로 Enhanced NASA Team Algorithm(NASA Team 2 Algorithm)을 사용하고 있으며, 

AMSR-E 해빙 면적비 자료는 NSIDC에서 HDF-EOS(Hierarchical Data Format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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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북극 NASA Team 2 해빙 면적비,

HDF 포맷, 2005.08.05(7300 km×11200km)

(a) 북극 6.25 km 해상도 해빙 면적비,

GIF 포맷, 2005.08.05(7300 km×11200km)

(c) 남극 NASA Team 2 해빙 면적비

HDF 포맷, 2005.09.25(7900 km×8300 km)

(c) 남극 6.25 km 해상도 해빙 면적비

GIF 포맷, 2005.09.25(7900 km×8300 km)

그림 7. NASA Team 2 Algorithm으로 계산된 HDF 포맷의 북극과 남극 해빙 면적비 영상과 

6.25 km 해상도의 GIF 포맷 해빙 면적비 영상 

NASA Earth Observing System) 포맷과 GIF 포맷으로 제공되고 있다. GIF 포맷으로 제

공되는 해빙 면적비 영상은 6.25 km 해상도로도 제공된다. NSIDC에서 제공하는 

AMSR-E 해빙 면적비 자료는 SSM/I와는 다르게 채널의 밝기온도와 눈으로 덮인 지역

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그림 7은 각각 북극과 남극의 HDF-EOS 포맷과 GIF 포

맷으로 표현된 AMSR-E 해빙 면적비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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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sphere ∅19 ∅85

Arctic -0.18 -0.06

Antarctic -0.59 -0.40

표 11. PR(19)와 PR(85)에서의 회전각 ∅

AMSR-E 센서에서 해빙 면적비 추출의 가장 오차 원인은 면적비 추출에 사용되는 알

고리즘에 기인한다. SSM/I와 마찬가지로 모든 알고리즘의 공통된 문제점은 해빙 유형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에 형성되는 melt pond와 기후에 의한 영향 때

문이다. 

4. AMSR-E 해빙 면적비 추출 알고리즘

4-1. Enhanced NASA Team Algorithm(NASA Team 2 Algorithm)

NASA Team 2 Algorithm은 SSM/I에 적용되는 기존의 NASA Team Algorithm을 개

선한 것으로 기존의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PR과 GR을 사용한다. NASA Team 2 

Algorithm은 기존 알고리즘에 사용되던 18.7GHz 수직/수평 편광 채널과 36.5GHz 수직 

편광 채널 외에 89.0GHz 수직/수평 편광 채널을 추가로 사용하는데(Markus and 

Cavalieri, 2000), 이는 89GHz 수평 편광 채널로 획득된 자료는 19GHz 수평 편광 채널로 

획득된 데이터보다 표면의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atzler et al., 

1984). 

AMSR-E NASA Team 2 Algorithm에는 PR(19), PR(89), GR(89V19V), 그리고 

GR(89H19H)가 사용된다. PR(19)는 NASA Team Algorithm의 PR(19)-GR(37V19V) 도

메인에서, GR 축과 북극의 first year ice-multi year ice(남극의 Ice type A-Ice type B) 

축 사이의 각 ∅19(표 10)로 회전된 PR이다. 

회전된 PR은 식(9)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first-year ice와 multi-year ice(Ice type A

와 B)에 관계없이 독립적이다. 

   sin∅  cos∅                  (9)

: rotated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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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89)도 NASA Team Algorithm의 PR(85)-GR(37V19V) 도메인에서 각 ∅85로 회

전된 PR이다.

해빙 표면이 눈으로 덮여 있거나 해빙 표면에 물이 고이는 등 균질하지 않은 표면 특

성의 해빙이 존재할 경우 기존의 NASA Team Algorithm에 사용되던 19.35GHz 수평 편

광 채널은 민감도에서 문제를 나타내어 해빙 면적비를 과소 측정했다. 하지만 AMSR-E

의 89.0과 18.7GHz 수직, 수평 편광의 비율 차이(△GR)를 사용하면 민감도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면 영향(surface effect)이 심한 해빙 유형으로 정의되는 Ice 

type C를 추가로 고려하게 된다.

∆                        (10)

△GR: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adient ratios

Direct radiative transfer model(Kumerow, 1993)을 사용하여, 4가지의 표면 유형(open 

water, first-year ice, multi-year ice, ice type C)과 여러 가지의 대기조건(atmosphere 

condition)에 대한 모델링 된 밝기온도가 AMSR-E 주파수에서 획득되었다. 그리고 모든 

해빙 면적비(0~100%까지, 1%씩 증가)와 대기 조건의 조합에 대해 PR(19)와 PR(89), 

그리고 △GR의 모델링 된 값 <R>이 계산되었다. 그 다음, AMSR-E로부터 관측된 밝기

온도로부터 세 가지 비율 R(PR(19), PR(89), △GR)이 계산된다. 

이런 계산들을 통해 대기 보정된 해빙 면적비는 각각의 픽셀에서 다음 계산으로 얻어

진다.

                                  (11)

: weather corrected ice concentration

R: set of ratios from observed AMSR-E brightness temperature

<R>: set of ratios from modeled AMSR-E brightness temperature

여기서 R은 관측되어 계산된 세 가지 비율들이고, <R>은 모델링 된 세 가지 비율들이

다. 해빙 면적비는 어떠한 <해빙 면적비-대기조건> 조합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과 더불어 R의 최소값으로 얻어진다.

NASA Team 2 Algorithm은 12.5 km의 공간해상도로 해빙 면적비를 표현해 주며, 보

다 넓은 주파수 대역의 사용으로 NASA Team Algorithm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

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NASA Team 2 Algorithm을 통한 해빙 면적비는 NASA Team 

Algorithm을 통한 해빙 면적비보다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었다. 

NASA Team 2 Algorithm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rkus and Cavalieri(2000)와 

Comiso et al.(2003)에 기술되어 있다.



- 27 -

5. Envisat ASAR

Envisat은 지금까지의 어떤 지구 관측 인공위성보다 훨씬 크기가 큰 위성으로, 총 무게 

8톤, 높이 25 m에 10 m의 폭을 가진다. 준비 기간만 약 15년을 가진 Envisat은 2002년 3

월 유럽 우주 센터(European Space Agency, ESA)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현재 고도 

800 km 궤도를 운행 중이다. 

Envisat의 임무기간은 약 5년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관측 기간 동안 지구 전체의 대기

와 해양, 대륙을 약 3일에 한 번씩 감시하게 된다. Envisat의 주요 임무는 지구의 오존층

의 발달 상황을 감시하고 해수면의 변동과 해양에 서식하는 식물 플랑크톤의 분포를 측

정하며 아울러 극지방의 빙하의 두께 변동을 측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부차적인 임

무로는 해양에서 자주 발생되는 유조선 사고에 의한 피해 범위와 복구 방법을 알려 준다. 

세부적인 관측 임무로는 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이산화 황()과 같은 산성비를 

유발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와 지구적인 규모의 기온 상승을 유발시키는 이산화탄

소의 양을 측정한다. 오염 배출 감소 정책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교토 환경 조약을 각 나

라가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Envisat의 여러 가지 임무와 운용 목표 중에서 1차적인 목표는 이미 발사된 ERS에 이

어 지속적인 레이더 영상을 제공하고, ERS의 임무 중 해양과 극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증진시키며, 더욱 다양한 환경 변수들을 관측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임무는 ERS-1, 2에 

의해 시작된 관측을 지속하고 개선하며, 전 지구적인 범위의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환경 및 기후 분야에 있어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가 되고 있다. 

Envisat은 ASAR(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 MERIS(Medium Spectral 

Resolution and Imaging Spectrometer), AATSR(Advanced Along Track Scanning 

Radiometer), RA-2(Radar Altimeter 2), MWR(Microwave Radiometer), GOMOS(Global 

Ozone Monitoring by Occultation of Stars), MIPAS(Michelson Interferometer for 

Passive Atmospheric Sounding), SCIAMACHY, DORIS(Doppler Orbitography and 

Radio-positioning Integrated by Satellite), LRR 등 총 10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ASAR는 본 연구에 사용된 레이더 영상을 촬영한 센서로써 합성 구경 레이더 시

스템(SAR) 센서의 하나이다. 합성구경레이더 시스템은 지표의 물체를 향하여 기존의 실 

구경 레이더(real aperture radar) 보다 더 많은 수의 마이크로파 펄스를 송신하고, 동일 

관측 대상에 대한 더 많은 수의 반사파 신호를 측정한다. 그리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방위방향 빔 폭을 좁게 함으로써 방위 방향 분해능을 향상시킨다. SAR 영상

은 전자기파의 위상 자료가 서로 간섭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므로 위성 고도에 상관없

이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고 광량이나 대기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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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sat ASAR 센서는 C-band를 사용하여 지구를 관측하고, ERS의 image mode와 

wave mode를 연속하여 사용한다. ASAR는 촬영범위, 입사각의 범위(incidence angle), 

편광, 그리고 적용 모드에서 강화된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강화된 능력은 정확한 

전송 및 수신 빔을 제공하는 전송/수신 모듈, 'chirp' 펄스 생산을 위한 디지털 파형 생

산, 그리고 운행 고도에서 ScanSAR 모드의 운용 등 센서 디자인에서의 주요한 차이 때

문에 가능하다. 

ASAR는 1.5-3.5dB의 복사 해상도 범위를 가지며, C-band에서 5개 편광모드(VV, HH, 

VV/HH, HV/HH, VH/VV)를 제공한다. Image mode(IM)와 Wave mode(WM), 

Alternating Polarization mode(AP)에서 각각 30 m×30 m의 nominal resolution을 가지며, 

Wide Swath mode(WS)에서는 약 150 m×150 m, Global Monitoring mode(GM)에서는 

약 1 km×1 km의 nominal resolution을 가진다. Envisat ASAR의 다양한 관측 모드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이 표 11에 기술되어 있다. ASAR는 주로 해양과 근/연안 및 육상(파랑 

관측 및 지도 제작), 그리고 눈과 얼음 관측에 사용된다. 관련된 위성 및 센서로는 

BISSAT(BIstatic Sar SATellite), L-band SAR, L-SAR, PALSAR(Phased Array 

L-band Synthetic Aperture Radar), SLAR(Side-Looking and All-weather Radar), 

Radarsat SAR, Radarsat-2 SAR, TerraSAR-X 등이 있다. 

표 12는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ENVISAT ASAR 영상의 날짜 및 촬영지역, 촬영모드

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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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D

Product Name
Nominal 

Resolution(m)

range×azimuth

Nominal Pixel 
Spacing (m)

range×azimut
h

Approx.Coverage 
(km)

range×azimuth

Equivalen
t No. of 
Looks

IMP 
Image Mode 
Precision

30×30 12.5×12.5 56-100×100 >3 

IMS 
Image Mode 
Single-Look 
Complex 

9×6 natural 56-100×100 1 

IMG 
Image Mode 
high-resolution 
Ellipsoid Geocoded

30×30 12.5×12.5 56-100×100 >3 

IMM 
Image Mode 

medium-resolution 
150×150 75×75 56-100×100 40 

IMB 
Image Mode 
Browse 450×450 225×225 56-100×100 80 

APP 
Alternating 
Polarisation 

Precision Image
30×30 12.5×12.5 56-100×100 >1.8 

APS 

Alternating 
Polarisation 
Single-Look 
Complex

9×12 natural 56-100×100 1 

APG 

Alternating 
Polarisation Mode 
high-resolution 
Ellipsoid Geocoded

30×30 12.5×12.5 56-100×100 >1.8 

APM 
Alternating 

Polarisation Mode 
medium-resolution

150×150 75×75 56-100×100 50 

APB 
Alternating 

Polarisation Mode 
Browse

450×450 225×225 56-100×100 75 

WSM 
Wide Swath Mode 
medium-resolution 150×150 75×75 400×400 11.5 

WSB 
Wide Swath Mode 

Browse
1800×1800

(approximately)
900×900 400×400 30-48 

WVI 

Wave Mode 
Imagette and 
Imagette Power 
Spectrum

9×6 natural 5×5 1 

WVS 
Wave Mode Image 

Spectra
N/A N/A 5×5 N/A 

GMI 
Global Monitoring 
Mode Image 1000×1000 500×500 400×400 7-9 

GMB Global Monitoring 
Mode Browse

2000×2000 1000×1000 400×400 11-15 

표 12. Envisat ASAR 관측 모드에 따른 정보



- 30 -

the Arctic

Product ID Date Time(GMT) Center Lat./Lon.

IMS 2005/07/11 04:00:50 78.5N/121.13E

IMS 2005/07/11 04:01:05 78.05N/118.51E

WSS 2005/07/16 07:57:35 73.22N/165.09W

WSS 2005/08/08 10:54:42 69.57N/153.41E

WSS 2005/08/11 05:58:40 69.57N/132.18W

WSS 2005/08/11 05:59:40 73.22N/135.41W

GMI 2005/08/11 19:33:31 73.07N/127.58W

IMS 2005/08/24 12:41:29 77.18N/13.18W

IMS 2005/08/24 12:41:45 76.3N/15.1W

IMS 2005/08/26 13:18:21 78.5N/18.11W

IMS 2005/08/26 13:18:36 78.05N/20.33W

WSS 2005/08/25 12:09:52 76.27N/12.34W

WSS 2005/08/25 22:06:25 76.42N/22W

WSS 2005/08/25 22:07:26 79.53N/29.47W

WSS 2006/06/13 12:32:49 76.27N/18.19W

WSS 2006/06/13 12:33:49 73.07N/23.03W

WSS 2006/06/13 12:34:50 69.42N/26.22W

WSS 2006/06/14 12:02:13 73.07N/15.09W

WSS 2006/06/16 22:34:07 73.22N/24.19W

WSS 2006/06/17 12:07:58 73.07N/16.35W

IMS 2006/06/19 22:39:23 70.07N/25.57W

WSS 2006/06/20 12:13:54 73.07N/18.02W

WSS 2006/06/20 22:08:26 73.22N/17.51W

the Antarctic

Product ID Date Time(GMT) Center Lat./Lon.

WSS 2005/09/25 20:10:27 66.36S/58.28E

WSS 2005/09/25 20:11:27 63.31S/53.57E

GMI 2005/10/09 16:01:58 76.29S/157.2W

GMI 2006/04/19 22:05:43 66.5S/147.01E

WSS 2006/04/20 21:34:39 68.27S/151.41E

WSS 2006/04/22 22:11:28 66.5S/145.35E

WSS 2006/04/22 12:06:52 63.45S/58.56W

WSS 2006/04/22 12:07:53 66.5S/63.31W

WSS 2006/04/24 04:22:15 66.5S/52.54E

WSS 2006/04/25 20:47:42 66.36S/49.07E

WSS 2006/04/26 21:46:08 68.17S/149.08E

WSS 2006/04/28 21:51:22 66.5S/150.37E

표 13. 본 연구에서 구축한 Envisat ASAR 영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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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기간 3년 이상

궤도 685km 태양동기주기, 적도 통과 지방시오전 10시 50분

지상국 교신 일일 2, 3회 교신 가능

무게 510kg

전력 636w

궤도주기 98.46분

크기 본체직경 53inch, 본체높이 98inch, 태양전지판 2.8×4.6m

탑재체

EOC

1:25,000 한반도 지도 제작 가능한 영상 제공

해상도 6.6m, 관측폭 17km

Panchromatic Band 0.51㎛-0.73㎛

OSMI
해상도 1km, 관측폭 800km

0.4㎛-0.9㎛ 대역 중 6밴드 측정

IMS/HEPD 이온층 측정기,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표 14. Kompsat-1 위성 정보 

6. Kompsat-1 EOC 

Kompsat-1은 1999년 12월 발사되어 현재까지 정상 운용 중인 우리나라의 다목적 실용

위성으로 전자광학카메라(EOC), 해양관측카메라(Ocean Scanning Multispectral Imager, 

OSMI), 이온층 측정기(Ion Measurement Sensor, IMS),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High 

Energy Particle Detector, HEPD)의 4개의 센서가 있다. 표 13에 Kompsat-1에 대한 정

보를 간단히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Kompsat-1 위성의 EOC 센서로 촬영된 영상을 사용하였다. EOC 센서

는 광학센서로써 Kompsat-1 EOC의 주된 임무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촬영하여 국토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만드는 것이다. EOC는 0.51-0.73 ㎛ 파장 대역을 사용

하여 지상의 팬크로매틱 영상을 촬영하며, 6.7 m 공간해상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

한다. 수직 촬영 시 관측 폭은 약 17 km이며,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ascending) 한 

궤도 당 800 km로 2분 동안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 

Kompsat-1 EOC는 2005년 7-8월 북극 해빙 분포영역의 가장자리에서 10개 궤도(orbit) 

624개 영상(scene)을 촬영하였고, 2005년 9-11월 남극 대륙의 가장자리에서 남극 제 2 대

륙기지 후보지점을 중심으로 11개 궤도의 총 676개 영상을 촬영하였다. 표 14는 

Kompsat-1 EOC 영상의 촬영 정보를 나타내며, 그림 8은 2005년 북극과 남극을 촬영한 

Kompsat-1 EOC의 모든 촬영 궤도를 SSM/I 해빙 면적비 데이터 위에 표시한 것이다. 

남극 제 2 대륙 기지 후보 지점을 그림 9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10과 11에 북극과 남극을 

촬영한 EOC 궤도를 날짜 별로 나누어 SSM/I 해빙 면적비 영상 위에 도시하였다. 각각

의 궤도에 해당하는 브라우즈 영상은 이훈열 외(2005)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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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남극

Date
Time

(GMT)
Center Location Scenes Date

Time

(GMT)
Center Location Scenes

2005/07/12 23:22:02 77.310N/129.929E 62 2005/09/25 08:14:45 66.290S/52.800E 60

2005/07/15 20:08:32 72.945N/168.649W 63 2005/10/01 08:25:16 66.290S/52.120E 62

2005/08/05 20:43:11 73.050N/179.760E 61 2005/10/02 23:39:16 77.450S/156.620W 62

2005/08/06 22:54:51 76.440N/143.040E 64 2005/10/05 23:44:33 77.450S/157.375W 61

2005/08/07 21:52:23 74.920N/159.600E 62 2005/10/07 02:00:50 68.375S/150.700E 61

2005/08/11 17:33:30 71.860N/130.010W 62 2005/10/08 23:49:36 77.450S/158.100W 61

2005/08/14 19:18:25 72.180N/157.590W 62 2005/10/21 08:21:19 66.290S/52.460E 62

2005/08/22 17:18:11 73.890N/128.600W 63 2005/10/24 08:26:14 66.290S/51.780E 61

2005/08/25 09:12:11 76.660N/14.230W 64 2005/10/27 01:56:32 68.375S/150.335E 62

2005/08/27 20:12:12 75.710N/179.210W 61 2005/10/30 02:02:21 68.375S/149.930E 61

2005/11/04 08:09:10 66.290S/53.140E 63

Total 10 orbits 624 Total 11orbits 676

표 15. 2005년 Kompsat-1 EOC 촬영 정보 

(a) 2005년 북극 촬영 궤도(10 orbits) (b) 2005년 남극 촬영 궤도(11 orbits)

그림 8. 2005년 북극과 남극의 Kompsat-1 EOC 촬영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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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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2005년 북극의 Kompsat-1 EOC 일자별 촬영 궤도

A

C

B

그림 9. 남극 제 2 대륙 기지 후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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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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2005년 남극의 Kompsat-1 EOC 일자별 촬영 궤도

2005년 7-8월 EOC가 촬영한 북극 지역은 여름철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해빙은 거의 

녹아 부빙(floating ice)과 유빙(pack ice)의 형태가 많이 관찰되었다(그림 12). 여름철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빙과 유빙과 같은 해빙 유형은 바람이나 해류의 이동에 의해 움

직임이 심하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팬크로매틱 영상에서 나

타나는 북극의 해빙 표면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해빙 표

면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624개 영상 중 구름의 영향

이 없는 85개(14%) 영상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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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5.08.05(17.4 km×18.7 km) (b) 2005.08.25(17.4 km×18.7 km)

그림 12. 2005년 촬영된 북극의 유빙 및 부빙

(a) 2005.10.05(17.4 km×18.7 km) (b) 2005.10.05(17.4 km×18.7 km)

그림 13. 2005년 촬영된 남극 해빙의 크랙과 리드

2005년 EOC는 9월 말-11월 초 사이에 남극을 촬영하였다. 남극의 이 시기는 봄철에 

해당하며, 해빙은 절정을 이루었다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EOC 영상에서 관찰된 

해빙의 표면은 대부분 눈으로 덮여 있었으며, 폭이 좁은 크랙과 리드가 많이 관찰되었다

(그림 13). 크랙과 리드 사이에는 표면이 불균일한 어두운 색 계열의 해빙이 채워져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676개 영상 중 구름의 영향이 없는 70개(10%)의 영

상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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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남극

Date
Time

(GMT)
Center Location Date

Time

(GMT)
Center Location

2006/06/14 10:10:04 73.8N/24.2W 2006/04/19 01:57:05 68.4S/150.5E

2006/06/17 10:14:54 73.8N/24.2W 2006/04/19 05:14:29 67.27S/99.42E

2006/06/20 10:19:49 73.8N/24.2W 2006/04/22 02:02:06 68.4S/149.6E

2006/04/23 15:44:15 64.61S/62.69W

2006/04/24 08:07:04 66.29S/52.8E

2006/04/27 01:38:00 68.4S/152.3E

2006/04/30 01:42:59 68.4S/151.85E

2006/05/03 01:47:59 68.4S/151.4E

2006/05/06 01:57:00 68.4S/150.95E

2005/05/09 02:02:00 68.4S/150.05E

표 16. 2006년 Kompsat-1 EOC 촬영 정보

2006년에도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비 분석을 위하여 Kompsat-1 EOC 영상의 촬영이 

이루어졌다. 남극에서 new ice와 young ice를 관찰하고자 2006년 4월 남극 해빙 분포 영

역의 가장자리와 남극 제 2 대륙 기지 후보지점에서 모두 10개 궤도가 촬영되었다. 4월은 

남극에서 new ice와 young ice가 가장 많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2006년 6월 북극

의 그린란드 동남부에 위치하는 Waltershausen 빙하의 끝단을 가로지르는 3개 궤도의 

Kompsat-1 EOC 영상이 촬영되었다. 그러나 2006년 남극과 북극을 촬영한 EOC 영상은 

광량과 대기 조건이 좋지 않아 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표 15는 2006년 

EOC 영상의 촬영정보를 나타내며, 그림 14와 15는 2006년 촬영한 EOC 영상의 브라우즈 

이미지이다. 각각의 브라우즈 이미지는 8등분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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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e: 2006년 6월 14일                                     Center Location: 73.8N/24.2W

(2) Date: 2006년 6월 17일                                  Center Location: 73.8N/24.2W 

그림 14. 2006년 북극 Kompsat-1 EOC 브라우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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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e: 2006년 6월 20일                                               Center Location: 73.8N/24.2W

그림 1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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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4월 19일                                                    Center Location: 68.4S/150.5E

(2) 2006년 4월 19일                                                   Center Location: 67.27S/99.42E

(3) 2006년 4월 22일                                                    Center Location: 68.4S/149.6E

그림 15. 2006년 남극 Kompsat-1 EOC 브라우즈 영상 



- 40 -

(4) 2006년 4월 23일                                                   Center Location: 64.61S/62.69W

(5) 2006년 4월 24일                                                    Center Location: 66.29S/52.8E

(6) 2006년 4월 27일                                                    Center Location: 68.4S/152.3E

그림 1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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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6년 4월 30일                                                   Center Location: 68.4S/151.85E

(8) 2006년 5월 3일                                                     Center Location: 68.4S/151.4E

(9) 2006년 5월 6일                                                    Center Location: 68.4S/150.95E

그림 1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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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 5월 9일                                                    Center Location: 68.4S/150.05E

그림 15. 계속

7. Terra/Aqua MODIS

MODIS는 Terra와 Aqua에 탑재되어 있으며 36개의 파장 대역을 가지는 광학 센서이

다. Terra는 2000년 12월 발사되어 현재까지 지구 전역의 육상, 대기, 해양 환경 변수들

을 관측한다. Terra는 ASTER(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CERES(Clouds and the Earth's Radiant Energy System), MISR(Multi 

angle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그리고 MOPITT(Measurement of 

Pollution in the Troposphere)의 5개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Aqua는 2002년 5월에 발사

되었으며, 해수 순환, 대기 순환을 비롯한 전 지구의 육상, 대기, 해양 환경 변수 관찰 등 

Terra와 매우 흡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Aqua는 AIRS(Atmospheric Infrared 

Sounder), AMSU-A(Advanced Microwave Sounding Unit), HSB(Humidity Sounder for 

Brazil), AMSR-E, MODIS, 그리고 CERES 등 모두 6개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Terra/Aqua MODIS는 지구 표면과 대기 하층에서 발생하는 전 지구적인 거동과 변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관측한다. 동시에 구름과 관련된 특성분석을 위해 대기 상층부 정보, 

해수면 온도, 클로로필 등의 해양 정보와 토지 피복 변화, 지표면 온도 및 식생 특성과 

같은 지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하루 또는 이틀에 한번 같은 지역을 촬영하며, 촬영 

폭은 약 2300 km에 달한다. 밴드 구성은 250 m 해상도의 band 1-2, 500 m 해상도의 

band 3-7, 1 km 해상도의 band 8-36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MODIS를 이용하여 Kompsat-1 EOC 영상과 Envisat ASAR 영상을 기

하보정 하였다. Kompsat-1 EOC 영상은 위성의 궤도정보를 이용한 기하보정이 이루어진

다. 그러나 MODIS 영상과의 비교를 통하여 약 5 km 정도의 지리적 오차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오차를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해빙을 촬영한 EOC 영상에서 지상기준점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육지 및 인공구조물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해빙은 유동적

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상기준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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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남극

Satellite Date
Time

(GMT)

UL Conner

/LR Conner
Satellite Date

Time

(GMT)

UL Conner

/LR Conner

Aqua 2005/07/12 22:50
89.8N 45.3W

/63.9N 129.8E
Aqua 2005/09/25 10:15

47.9S 39.9E

/70.5S 92.8E

Aqua 2005/07/15 20:00
89.9N 179.9W

/68.4N 179.9E
Aqua 2005/10/04 01:50

60.9S 179.9W

/85.8S 179.9E

Aqua 2005/08/05 21:55
89.2N 179.9W

/63.5N 179.9E
Terra 2005/10/09 18:05

60.9S 179.9W

/85.8S 179.9E

Aqua 2005/08/06 22:40
89.9N 179.9W

/67.5N 179.9E
Terra 2005/11/04 07:05

45.6S 9.6E

/67.9S 58.2E

Aqua 2005/08/07 21:45
89.9N 179.9W

/68.6N 179.9E

Terra 2005/08/10 21:55
86.2N 179.9W

/61.2N 179.9E

Aqua 2005/08/22 17:45
89.9N 179.9W

/68.4N 179.9E

Aqua 2005/08/25 10:00
89.9N 179.9W

/67.5N 179.9E

Aqua 2005/08/27 19:40
89.9N 179.9W

/65.4N 179.9E

표 16. 2005년 MODIS 촬영 정보

는 EOC 영상과 촬영 날짜가 같고 촬영 시각이 가장 근접한 Terra/Aqua MODIS 영상을 

사용하였다. MODIS는 EOC 보다 낮은 공간해상도를 가지지만 EOC 영상과 촬영 시차가 

크지 않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MODIS 영상은 EOC와 ASAR 영상의 기하

보정 외에 각각의 영상에 나타난 해빙의 상호 비교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표 16은 연구

에 사용된 MODIS 영상의 날짜 및 촬영시각 등의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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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위성영상 자료처리

제 1절 자료의 전처리

SSM/I와 AMSR-E의 해빙 면적비 영상을 Kompsat-1 EOC 영상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료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HDF 포맷으로 제공되는 SSM/I와 

AMSR-E 해빙 면적비 영상의 포맷 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SSM/I와 AMSR-E 해빙 

면적비 영상은 Kompsat-1 EOC 영상이 촬영된 날짜를 포함하여, 촬영 전일, 후일의 영상

자료도 함께 구축하였다. 이는 해빙의 시공간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SSM/I와 AMSR-E 해빙 면적비 영상은 북극에서 23개 날짜, 남극에서 28개 날짜의 데이

터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수집된 해빙 면적비 영상자료에서 영상의 정보를 포함하

고 있는 부분(header)과 영상을 나타내는 데이터 부분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SSM/I와 

AMSR-E 영상자료에 최종적으로 밴드 수와 공간해상도, 가로와 세로 픽셀의 개수를 입

력하여 영상자료를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SSM/I와 

AMSR-E 해빙 면적비 영상은 격자 형태로 구성된다.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 영상과 비교할 Kompsat-1 EOC 영상도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SSM/I, AMSR-E와 마찬가지로 영상자료의 헤더 부분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EOC 영상의 헤더는 기하보정에 중요한 경도, 위도 및 촬영시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헤더 부분만 따로 추출해내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EOC 영상의 헤더 추출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공하는 HDF Brows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HDF Browser

를 이용하여 EOC 영상의 헤더를 text 파일로 저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양질

의 영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EOC 영상의 한 궤도는 약 800 km에 달하며, 이

는 다시 60여 장의 영상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모든 영상이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

름이 끼거나 광량이 부족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는 영상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

름이 적고 광량 조건이 충분하여 해빙 면적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모두 선별

하였다. 이러한 선별작업은 2005년 촬영분에서만 행하였고 2006년에 촬영된 EOC 영상은 

대기 및 광량 조건의 좋지 않아 분석에 직접 이용할 수 없었다. 표 17에 EOC의 궤도 별

로 사용 가능한 영상의 개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16은 해빙 면적비 분석에 사용 가능한 

영상과 사용할 수 없는 영상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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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ctic the Antarctic

촬영 날짜
전체 

영상

사용가능 

영상
가용률 촬영 날짜

전체 

영상

사용가능 

영상
가용률

2005/07/12 62 4 6% 2005/09/25 60 14 23%

2005/07/15 63 3 5% 2005/10/01 62 0 0%

2005/08/05 61 13 21% 2005/10/02 62 0 0%

2005/08/06 64 5 8% 2005/10/05 61 40 67%

2005/08/07 62 28 45% 2005/10/07 61 0 0%

2005/08/11 62 4 6% 2005/10/08 61 5 10%

2005/08/14 62 0 0% 2005/10/21 62 0 0%

2005/08/22 63 2 3% 2005/10/24 61 0 0%

2005/08/25 64 15 23% 2005/10/27 62 0 0%

2005/08/27 61 11 18% 2005/10/30 61 0 0%

2005/11/04 63 9 16%

Total 624 85 14% Total 676 68 10%

표 17. 2005년 북극과 남극의 Kompsat-1 EOC 영상 중 사용 가능 영상

헤더의 분리 작업을 모두 마친 후, 궤도 별로 모든 영상의 중심좌표를 SSM/I와 

AMSR-E 해빙 면적비 영상의 격자에 표시해주었다. 경도와 위도로 표시되어 있는 EOC 

영상의 중심좌표를 SSM/I와 AMSE-R 해빙 면적비 격자자료에 상응하는 X, Y 좌표로 

변환시켜주어야 가능한데, 변환 작업은 NSIDC 웹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포트란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변환된 X, Y 좌표를 EOC 영상의 

헤더 파일에 정리하였으며, 궤도 별로 개개의 영상의 X, Y 좌표를 점선의 벡터로 표현해

주었다. 벡터로 표현해주는 프로그램은 C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만들었으며, 벡터로 표현

된 궤도를 EOC가 촬영된 날짜의 SSM/I, AMSR-E 해빙 면적비 격자자료에 오버레이 하

였다. SSM/I 해빙 면적비 자료 위에 EOC 촬영 궤도를 나타낸 것을 그림 10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에 촬영된 EOC 영상은 브라우즈 영상만이 구축되어 있어 궤도 

별 영상 개개의 경도 및 위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궤도를 벡터로 나타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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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영상의 예 사용 불가능한 영상의 예

(a) 2005.08.05 17.4 km×18.7 km) (b) 2005.07.15 (17.4 km×18.7 km)

(c) 2005.10.05 (17.4 km×18.7 km) (d) 2005.10.02 (17.4 km×18.7 km)

그림 16. 해빙 면적비 분석에 사용 가능한 EOC 영상과 사용 불가능한 EOC 영상의 예

Envisat ASAR 영상 또한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ASAR 영상은 Image mode와 Wide Swath mode, Global Monitoring mode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Image mode는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약 100 km의 너비를 가

진다. Wide Swath mode는 공간해상도가 약간 떨어지는 반면에 400 km×400 km의 넓은 

범위를 가진다. Image mode와 Wide Swath mode는 모두 single look complex(SLC) 데

이터로 SAR 영상의 품질 증진과 조정, 간섭, 그리고 바람과 파도 부분 등의 적용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ASAR Image mode SLC 데이터는 메타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위의 

다른 영상처리와 마찬가지로 메타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리 작업을 거쳐 생성된 SLC 영상 데이터는 마이크로파의 간섭으로 인하여 산재된 점

의 형태인 스펙클(speckle)이 나타난다. 간섭에 의한 영향이 적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

록 해상도는 저하되나 스펙클의 영향을 줄여주는 멀티 룩(multi look) 기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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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AR Image mode MLI 영상, 2005.08.25
(b) 기하보정 후 ASAR Image mode MLI 영상, 

2005.08.25 (148 km×148 km)

그림 17. Envisat ASAR Image mode MLI 영상과 기하보정 후 MLI 영상의 예

multi look intensity 영상(MLI)으로 변환하였다(그림 17(a)). 그리고 기하보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의 projection과 datum 및 공간 해상도 등을 설정하고, 영상이 가지고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그림 17(b)). 

ASAR Wide swath mode는 Image mode와 전처리 과정이 유사하나 몇 가지 과정이 

추가된다. SLC 영상 데이터가 분리되면 모두 5개의 영상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들을 멀

티 룩 기법을 사용하여 스펙클을 제거한 후(그림 18(a))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주어야 하

며(그림 18(b)) 기하보정을 위해 projection과 datum, 공간 해상도 등을 설정한 후 다시 

멀티 룩 기법을 적용(그림 18(c))하여 새로운 헤더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나

머지 과정은 Image mode와 같으며 최종적으로 기하보정이 이루어진 영상이 획득된다(그

림 1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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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visat ASAR Wide Swath mode MLI 영상(5 scene)

(b) Envisat ASAR Wide Swath mode Mosaic 영상
(c) Envisat ASAR Wide Swath mode Mosaic 

영상의 MLI Image

(d) 최종적으로 기하보정 된 Envisat ASAR Wide Swath mode 영상

그림 18. Envisat ASAR Wide Swath mode MLI 영상과 Mosaic 영상, 기하보정 후 MLI 영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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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EOC 영상의 해빙 면적비 산출

EOC 영상의 중심 좌표에 해당하는 SSM/I, AMSE-R 해빙 면적비 데이터의 픽셀에서 

해빙 면적비를 읽어 EOC 영상에서 산출되는 해빙 면적비와 상호 비교할 수 있다. 

SSM/I와 AMSR-E 해빙 면적비 데이터는 Kompsat-1 EOC 영상의 촬영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EOC 영상의 촬영 전 날짜, 촬영 날짜, 촬영 후 날짜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EOC 영상에서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영상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영상 분

류 작업에 사용된 방법은 감독 분류 방법과 육안 분류 방법이다. 남극의 모든 EOC 영상

은 감독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였으나, 북극의 일부 영상에서는 눈

으로 직접 확인 및 보정하는 육안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였다. 북극

과 남극의 EOC 영상들 중에서 감독 분류 방법과 육안 분류 방법을 수행한 영상의 개수

를 표 18에 나타내었다. 

EOC 영상에서는 현장 두께 자료의 결핍으로 인하여 본 보고서의 2장 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빙의 유형을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팬크로매틱 영상에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EOC 영상에서 나타나는 표면 유형을 구별하였다. 

북극을 촬영한 EOC 영상의 경우, 해빙의 표면이 불규칙한 형태와 색깔을 띠고 있다. 

특히 두께가 얇은 것으로 추정되는 어두운 회색 계열의 해빙은 검정색을 나타내는 바다

와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해빙과 바다의 구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바다에 

대한 분류 항목을 구름이 낀 정도로 나누어 세분화 하였다. 그리고 해빙의 분류 항목은 

흰 색 계열을 나타내고 그 두께가 두꺼울 것으로 추정이 되는 Thick ice, 어두운 회색 계

열을 나타내며 그 두께가 얇을 것이라 생각되는 Thin ice로 나누었다(그림 19). 북극의 

EOC 영상 중 광량이 약하여 pushbroom CCD 간의 감도 오차로 인한 에러가 영상에 세

로 줄무늬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그림 20).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영상에서 감독 

분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세로 줄무늬로 나타나는 것의 색깔에 따라 해빙이 바다로, 바다

가 해빙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분류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감독 

분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영상은 직접 해빙의 둘레를 디지타이징하여 해빙의 면적을 

구하는 육안 분류 방법을 사용하였고(그림 21), 해빙으로 분류된 항목의 면적을 합산하여 

영상 전체의 면적으로 나누었고 이로부터 %로 표현되는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였다. 육안 

분류 방법을 수행한 영상에서 해빙은 큰 덩어리의 모양을 하는 것들이 많았으며 작은 조

각들의 해빙은 잘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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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남극

총 촬영영상 624 676

사용가능 영상 85 68

가용률 14% 10%

Supervised Classification 83 68

Visual Identification 2 0

표 18. 연구에 사용된 Kompsat-1 EOC 영상의 개수와 분류 방법

에 따른 영상의 개수

Thick Ice

Thin Ice

Ocean

그림 19. 북극 EOC 영상의 표면 분류 항목

(2005.08.25, 1.8 km×1.8 km)

(a) 2005.08.11 (17.4 km×18.7 km) (b) 2005.08.11 (17.4 km×18.7 km)

그림 20. 줄무늬 에러로 인해 육안 분류가 필요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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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육안 분류를 잘라낸 영상

(2005.08.11, 5 km×15 km)

(b) 디지타이징을 통한 육안 분류

(2005.08.11, 5 km×15 km)

그림 21. EOC 영상의 육안 분류 방법

북극의 EOC 영상 중 해빙 면적비를 산출할 수 있는 영상(original image)과 그 영상에

서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기 위해 잘라낸 세부지역(selected region), 그리고 감독 분류와 

육안 분류의 결과(classified/visual identification)의 몇 가지 예시를 그림 22에 나타내었

다. 그 외의 영상들은 이훈열 외(2005)에 수록되어 있다. Original image에 selected 

region을 벡터로 표시하였다. 감독 분류의 결과 영상에서 검은색은 바다, 흰색은 Thick 

ice, 그리고 회색은 Thin ice로 분류된 것이다. Original image와 selected image는 면적

을 함께 표시했으며, 분류 결과 영상에는 감독 분류를 통해 산출된 해빙 면적비와 이를 

다시 육안으로 보정한 해빙 면적비를 함께 표시하였다.

북극을 촬영한 624개의 영상 중에서 85개의 영상이 해빙 면적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영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빙 면적비를 산출한 경우는 85개 영상 

중 28개(3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영상들은 대기 효과가 심하여 해빙이 드러난 지역을 

부분적으로 선택해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였다. 대기 효과가 심한 영상은 감독 분류가 매

우 어려웠으며, 감독분류를 통한 오차를 육안으로 판단하여 보정해주었다. 

EOC 영상에서 산출된 해빙 면적비는 영상의 전체 면적 중 오직 해빙이 분포하는 면적

의 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면적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북극 EOC 영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해빙이 관찰되었고, 유빙 또는 grease ice와 

유사한 살얼음 형태의 해빙이 많이 관찰되었다. 특히 살얼음 형태의 해빙은 바다와 거의 

같은 색을 나타내어 대기 효과와 마찬가지로 감독 분류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

었다. 감독 분류를 통해 산출된 해빙 면적비를 육안으로 판단하여 보정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모두 감독분류를 통한 해빙 면적비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구름이 해빙으로 

분류된 면적보다 해빙이 구름으로 분류된 면적이 더 넓었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25일

자의 영상 중 하나는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해빙이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육안

보정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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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enter Location
Original Image Selected Region

Classified/

Visual 

Identification

Date: 2005/08/05

Center Location:

75.599N/173.412E

325.33km 325.33km 13%→13%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471N/-17.064E

325.33km 325.33km 36%→36%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7.553N/-17.375E

325.33km 325.33km 62%→62%

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8.220N/-20.112E

325.33km 305.26km 65%→70%

그림 22. 북극 감독 분류 및 육안 분류를 통한 해빙 면적비 산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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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Ice

Dark-grey 

Ice

Ocean

Grey Ice

그림 23. 남극 EOC 영상 표면 분류 항목

남극을 촬영한 EOC 영상에서는 White ice(W), Grey ice(G), Dark-grey ice(DG), 

Ocean(O)으로 표면 유형을 구분하여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였다. 해빙 면적비 산출에는 

감독분류 방법을 이용하였다(그림 23). White ice는 EOC 영상에서 표면에 눈이 두껍게 

쌓여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해빙으로 두께가 가장 두꺼운 해빙이라고 생각된다. Grey ice

는 회색을 나타내는 해빙으로 두께가 비교적 얇고 표면에 눈이 약간 쌓인 것으로 추정된

다. Dark-grey ice는 기온의 일교차로 인해 해빙으로 형성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표면에는 물과 눈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cean은 영상에서 확인

되는 해빙이 없는 바다를 나타낸다. 고해상도인 Kompsat-1 EOC 영상에서는 폭이 좁은 

크랙과 리드 사이에 존재하는 Grey ice와 Dark-grey ice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남극에서는 대부분의 해빙이 두껍거나 혹은 눈으로 덮여있어 대부분 밝은 색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감독 분류 방법을 수행하여도 바다와 해빙이 혼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EOC 남극 영상에서도 바다를 구름 낀 정도로서 나누어 분류 항목을 세분화 하

였다. 남극의 EOC 영상에서는 북극과는 다르게 감독분류로 인한 오차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남극 지역은 대부분 한 scene 전체가 약간의 크랙과 리드만을 포함하는 해빙이어

서 바다와의 구분이 명확했거나, 구름이 바다와 해빙을 혼동시킬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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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에 남극을 촬영한 EOC 영상 중 해빙 면적비를 산출할 수 있는 영상(original 

image)과 그 영상에서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기 위해 잘라낸 세부지역(selected region), 

그리고 감독분류의 결과(classified) 영상의 몇 가지 예시를 나타내었다. 그 외의 영상은 

북극과 마찬가지로 이훈열 외(2005)에 수록되어 있다. 남극에서는 대부분 영상 전체를 대

상으로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였다. 감독분류의 결과 영상은 북극과 마찬가지로 검은색은 

바다를 나타내며, 흰색은 White ice, 회색은 Grey ice, 어두운 회색은 Dark-grey ice로 분

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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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

으로 선택되어 사용되었다. 남극의 거의 모든 영상에서 해빙 면적비는 80%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남극 촬영의 시기가 겨울이 서서히 끝나갈 무렵이었기 때문이며, 

촬영 지역 또한 해빙이 분포하는 영역의 가장자리가 아닌 내부지역(inner region)이기 때

문이다. EOC 영상에서 보이는 남극의 해빙은 매우 밝게 나타나며 특히 거의 모든 해빙

에 눈이 덮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빙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는 육안으로 추정

하기 힘들다. 남극 EOC 영상 중 대부분의 영상에서 폭이 좁은 크랙과 리드가 많이 관찰

되었으며, 크랙과 리드 내부는 grease ice나 nilas로 추정되는 해빙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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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enter Location
Original Image Selected Region

Classified/

Visual 

Identification

Date: 2005/09/25

Center Location:

-65.653N/52.149E

325.33km 325.33km 94%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5.519N/-163.932E

325.33km 325.33km 99%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4.679N/-166.146E

325.33km 325.33km 99%

Date: 2005/10/05

Center Location:

-73.522N/-168.780E

325.33km 325.33km 97%

그림 24. 남극 감독 분류를 통한 해빙 면적비 산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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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pace

그림 25. Cubic pixel(3×3×3) 모식도. 가운데 빨간 

박스는 EOC 영상이 촬영된 날 같은 지

점의 SSM/, AMSR-E pixel.

제 3절. SSM/I, AMSR-E 해빙 면적비 산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EOC 영상에서 감독분류와 육안분류를 이용한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북극의 EOC 영상에서는 감독분류를 통해 산출된 해

빙 면적비를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여 해빙 면적비의 오차를 보정하였다. 육안 보정의 단

계까지 모두 거치고 산출된 EOC 해빙 면적비를 SSM/I, AMSR-E와 비교하기 위해 

SSM/I와 AMSR-E 해빙 면적비 격자자료에서 EOC 영상의 중심좌표가 포함된 픽셀을 

찾아 해빙 면적비 값을 읽었다. 그리고 EOC 영상이 촬영되기 전 날짜, 촬영된 날짜, 촬

영된 후 날짜의 cubic pixels(3×3×3)에 대한 SSM/I와 AMSR-E 해빙 면적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것은 SSM/I와 AMSR-E 해빙 면적비의 시공간적 불안정성의 

지표가 된다. 즉, EOC 영상이 촬영된 당시 해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으

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25는 Cubic pixels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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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과 27에 EOC 영상이 북극에서 촬영되기 1일 전 날짜, 촬영된 날짜, 촬영되고 1

일 후 날짜에 해당하는 SSM/I, AMSR-E 해빙 면적비의 격자자료를 나타내었다. SSM/I 

영상에 빨간색, AMSR-E 영상에 흰색으로 표시된 선은 EOC 영상의 궤도를 나타낸다.

EOC는 북극에서 총 11개 궤도를 촬영하였다. 그러나 그림 26과 27에는 2005년 8월 14

일에 촬영된 궤도를 제외한 10개 궤도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2005년 8월 14일에 촬영

된 EOC 영상 중에서 해빙 면적비를 산출할 수 있는 양질의 영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28과 29에 EOC 영상이 남극에서 촬영되기 전 날짜, 촬영된 날짜, 촬영된 후 날짜

에 해당하는 SSM/I와 AMSR-E의 해빙 면적비 격자자료를 나타내었다. 격자자료에 표시

된 빨간색과 흰색 선은 촬영된 날짜의 EOC 궤도를 나타낸다. 북극과 마찬가지로 남극에

서도 해빙 면적비를 산출할 수 없는 날짜의 EOC 궤도를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4개 궤

도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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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c

EOC Date/

Center Location

the day before EOC 

shooting
EOC shooting day

the day after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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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북극 EOC 영상의 촬영 궤도와 EOC 영상이 촬영되기 전날, 촬영된 날, 촬영된 후

일의 SSM/I 해빙 면적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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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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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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6.660N/-14.230E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5.710N/-179.210E

그림 2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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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c

EOC Date/

Center Location

the day before EOC 

shooting
EOC shooting day

the day after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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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북극 EOC 영상의 촬영 궤도와 EOC 영상이 촬영되기 전날, 촬영된 날, 촬영된 후

일의 AMSR-E 해빙 면적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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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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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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8/25

Center Location:

76.660N/-14.230E

Date: 2005/08/27

Center Location:

75.710N/-179.210E

그림 2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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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rctic

EOC Date/

Center Location

the day before EOC 

photographing

EOC photographing 

day

the day after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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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남극 EOC 영상의 촬영 궤도와 EOC 영상이 촬영되기 전날, 촬영된 날, 촬영된 후

일의 SSM/I 해빙 면적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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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rctic

EOC Date/

Center Location

the day before EOC 

photographing

EOC photographing 

day

the day after 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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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남극 EOC 영상의 촬영 궤도와 EOC 영상이 촬영되기 전날, 촬영된 날, 촬영된 후

일의 AMSR-E 해빙 면적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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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해빙 면적비 비교 분석

제 1절 북극의 여름철

그림 30과 31은 북극의 EOC 영상에서 산출된 해빙 면적비(EOC 해빙 면적비)를 각각 

NASA Team Algorithm으로 계산된 SSM/I 해빙 면적비(SSM/I NT 해빙 면적비)와 

NASA Team 2 Algorithm으로 계산된 AMSR-E 해빙 면적비(AMSR-E NT2 해빙 면적

비)와 비교한 상관도이다. 각각의 상관도에서 세로축은 SSM/I NT 해빙 면적비, 

AMSR-E NT2 해빙 면적비이며, 가로축은 EOC 영상에서 산출된 해빙 면적비이다.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표시한 세로 막대는 SSM/I와 AMSR-E cubic pixel에 대한 해빙 면

적비의 표준 편차이다. 두 상관도에는 15% 이상의 해빙 면적비만을 도시하였으며, 15% 

미만의 SSM/I와 AMSR-E, 그리고 EOC 해빙 면적비는 모두 제외하였다. 또한 EOC 영

상에서는 해빙 면적비가 산출되지만 SSM/I와 AMSR-E에서 육지로 나타나는 데이터들

도 제외하였다. 이는 해빙 면적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해빙 면적과 해빙 영역 모두 15% 

이상의 해빙 면적비를 유효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NASA Team Algorithm은 해빙 면적

비 산출에서 기후의 효과로 인해 15%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open 

water가 최대 15%의 해빙 면적비로 잘못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15% 미만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7개의 EOC 데이터가 제외되었다. 또한 EOC와 

SSM/I NT 해빙 면적비의 비교에서 EOC 영상에서는 15% 이상의 충분한 해빙 면적비가 

산출되지만 SSM/I에서는 0%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데이터 5개, 육지를 나타내는 데

이터 1개 등 모두 6개의 데이터가 추가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EOC와 SSM/I NT 해

빙 면적비의 상관도에는 13개의 데이터가 제외되어 총 85개의 데이터 중 72개(85%)의 데

이터가 사용되었다. EOC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의 비교에서는 EOC 영상에서 

15% 이하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함께 AMSR-E에서 0%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데이터 6개, 15% 미만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데이터 3개, 육지를 나타내는 

데이터 2개가 추가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EOC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의 상관

도에는 18개의 데이터가 제외되어 총 85개의 데이터 중 67개(79%)의 데이터가 사용되었

다. 표 19에 제외된 데이터 개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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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북극의 여름철 EOC 전체 해빙 면적비와 NASA Team Algorithm으로 산출된 SSM/I 해

빙 면적비의 상관도

그림 31. 북극의 여름철 EOC 전체 해빙 면적비와 NASA Team 2 Algorithm으로 산출된 

AMSR-E 해빙 면적비의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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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 15% 미만 15% 미만 0% 육지 Total

SSM/I 7 - 5 1 13

AMSR-E 7 3 6 2 18

표 19. EOC와 SSM/I, AMSR-E 해빙 면적비 비교에서 제외된 데이터 개수

북극의 여름철 EOC 해빙 면적비와 SSM/I NT 해빙 면적비의 상관계수는 0.574의 상

관계수로 잘 일치하지 않았으며, EOC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도 0.448의 낮은 상

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북극의 여름철에 해빙 면적비는 15-95% 사이의 다양한 값을 가지

고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마다 표시한 세로 막대가 큰 것으로 보아 해빙의 시공간

적인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0에서 SSM/I NT 해빙 면적비는 약 

50%의 해빙 면적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EOC 해빙 면적비보다 크

고, 높은 범위에서는 작은 해빙 면적비를 나타낸다. 반면에 그림 31에서 AMSR-E NT2 

해빙 면적비는 전반적으로 EOC 해빙 면적비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EOC와 

SSM/I NT 해빙 면적비의 상관도보다 더 큰 해빙의 시공간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5년 EOC 영상의 북극 촬영 시기는 7-8월로써 이 시기는 북극의 여름철에 해당한

다. 두 상관도에서 모두 해빙의 시공간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북극의 여름철에 해빙 분포 영역의 가장자리 부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해빙이 두께가 

얇고 체적이 작은 부빙이나 유빙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빙 유형은 해류의 흐름

이나 파도, 바람에 의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변화가 매우 크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 관측된 해빙 면적비와 EOC 해빙 면적비는 많은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얇은 해빙의 존재이다. 얇은 해빙이 존재할 경우 NASA 

Team Algorithm에서 가장 큰 해빙 면적비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EOC 영상에서도 바

다와 구별이 어려운 grease ice 혹은 nilas 같은 얇은 해빙은 바다와 first-year ice의 중

간에 해당하는 편광특성을 갖기 때문에, multi-year ice와 first-year ice 유형만 고려하는 

NASA Team Algorithm에서 전체 해빙 면적비(total ice concentration)의 오차를 발생시

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또한 EOC 영상에서는 얇고 작은 규모의 해빙이 존재하지만 

SSM/I NT 해빙 면적비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는 0%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빙의 시공간적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SM/I와 AMSR-E 모

두 일 평균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빙이 시공간적으로 빠르게 변화할 경우 일

정한 시각에 촬영된 EOC 영상의 해빙 면적비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북극의 여름철 EOC 해빙 면적비와 SSM/I, AMSR-E 해빙 면적비의 차이가 크게 나는 

다른 이유는 해빙 표면의 물리적 변화와 날씨의 영향이다. 여름철 해빙 표면이 용융되어 

물이 고이는 등의 물리적 변화와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에서 해빙 

면적비를 계산하는 데에 오차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EOC가 북극을 촬영했던 

7-8월에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Carsey, 1982). 또한 EOC가 촬영한 지역은 해빙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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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북극의 여름철 NASA Team Algorithm으로 산출된 SSM/I 해빙 면적비와 NASA Team 

2 Algorithm으로 산출된 AMSR-E 해빙 면적비의 상관도

한 영역의 가장자리로서 해빙과 바다의 공간적 분포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지역

에 대해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저해상도는 불확실한 해빙 면적비 산출의 원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Meier, 2005). 

그림 32는 그림 30의 SSM/I NT 해빙 면적비와 그림 31의 AMSR-E NT2 해빙 면적

비를 비교한 것으로 가로축은 AMSR-E NT2 해빙 면적비, 세로축은 SSM/I NT 해빙 면

적비를 나타내며, 0.789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상관도에서는 대부분의 AMSR-E 

NT2 해빙 면적비가 SSM/I NT 해빙 면적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두 격자자료 사이

의 해상도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NASA Team 2 Algorithm에서 Ice type C를 고

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표면 영향이 심한 해빙으로 분류되는 Ice type 

C로 추정되는 해빙이 실제로 EOC 영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해빙의 시공간적 

변화가 심한 여름철에 관측된 각각의 해빙 면적비는 동일한 시간에 관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측 시각 차이의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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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남극의 봄철 EOC 전체 해빙 면적비(W+G+D)와 NASA Team Algorithm으로 산출된 

SSM/I 해빙 면적비의 상관도

제 2절 남극의 봄철

2005년 9-11월 남극을 촬영한 EOC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든 해빙 유형(White ice, 

Grey ice, Dark-grey ice)에 대한 EOC 해빙 면적비(W+G+D)를 SSM/I NT 해빙 면적비

와 비교하였다(그림 33). 남극의 봄철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해빙 면적비는 대부분 70%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OC 해빙 면적비(W+G+D)는 SSM/I NT 해빙 면적비와 

0.717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연구지역의 해빙은 시기적으로 해빙의 시공간적인 변화

가 심하지 않음에도 해빙 면적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EOC 해빙 면적비

(W+G+D)는 SSM/I NT 해빙 면적비보다 전반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우리는 Grey ice와 Da가-grey ice를 제외하고 White ice만을 고려한 남극 EOC 해빙 

면적비(W)를 SSM/I NT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으나(그림 34), 상관계수는 0.638로 좋아

지지 않았다. 상관도에서 SSM/I NT 해빙 면적비가 EOC 해빙 면적비(W)보다 훨씬 높은 

값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SM/I NT 해빙 면적비가 White ice 뿐만 아니라 

다른 해빙 유형에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Dark-grey ice를 제외하고 White 

ice와 Grey ice를 고려한 EOC 해빙 면적비(W+G)를 SSM/I NT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

고(그림 35), 0.830의 가장 좋은 상관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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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남극의 봄철 EOC 해빙 면적비(W)와 NASA Team Algorithm으로 산출된 SSM/I 해빙 

면적비의 상관도

그림 35. 남극의 봄철 EOC 해빙 면적비(W+G)와 NASA Team Algorithm으로 산출된 SSM/I 해

빙 면적비의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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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남극의 봄철 EOC 전체 해빙 면적비(W+G+D)와 NASA Team 2 Algorithm으로 산출된 

AMSR-E 해빙 면적비의 상관도

남극의 AMSR-E NT2 해빙 면적비를 SSM/I NT 해빙 면적비와 마찬가지로 남극의 

EOC 해빙 면적비(W+G+D)와 비교하였다(그림 36). EOC 영상에서 나타나는 전체 해빙 

면적비(W+G+D)는 AMSR-E NT2 해빙 면적비와 0.668의 상관계수로 잘 일치하지 않았

으며, AMSR-E NT2 해빙 면적비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어 SSM/I NT 해빙 면적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Grey ice와 Dark-grey ice를 제외하고 White ice만 고려한 남극 EOC 해빙 면적비(W)

를 AMSR-E NT2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으나(그림 37), 0.466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어 

상관성은 좋아지지 않았다. 또한 AMSR-E NT2 해빙 면적비가 EOC 해빙 면적비(W)보

다 높은 값을 취하고 있어 Dark-grey ice만을 제외하고 White ice와 Grey ice를 고려한 

EOC 해빙 면적비(W+G)를 AMSR-E NT2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다(그림 38). 그 결과 

상관계수는 0.740으로 훨씬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SSM/I NT 해빙 면적비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는 EOC 해빙 면적비와의 비교

에서 서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Dark-grey ice를 제외하고 White ice와 Grey ice

를 고려한 EOC 해빙 면적비(W+G)와 가장 좋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NASA Team Algorithm과 NASA Team 2 Algorithm 모두 해빙 면적비 산출에 반영할 

수 있는 해빙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가정 하에서, 두 알고리즘은 White ice와 Grey ice를 

반영하지만 Dark-grey ice는 반영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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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남극의 봄철 EOC 해빙 면적비(W)와 NASA Team 2 Algorithm으로 산출된 AMSR-E 

해빙 면적비의 상관도

그림 38. 남극의 봄철 EOC 해빙 면적비(W+G)와 NASA Team 2 Algorithm으로 산출된 

AMSR-E 해빙 면적비의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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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남극의 봄철 NASA Team Algorithm으로 산출된 SSM/I 해빙 면적비와 NASA Team 2 

Algorithm으로 산출된 AMSR-E 해빙 면적비의 상관도

위의 상관도들에서 확인되듯이 SSM/I NT 해빙 면적비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

는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 35와 38에서 SSM/I NT 해빙 면적비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는 서로 상반된 치우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에서 SSM/I 

NT 해빙 면적비는 EOC 해빙 면적비(W+G)보다 약간 작은 값을 취하고 있지만, 그림 38

에서 AMSR-E NT2 해빙 면적비는 EOC 해빙 면적비(W+G)보다 약간 높은 값을 취하고 

있다. SSM/I NT 해빙 면적비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하여 두 해빙 면적비의 상관도를 도시하였다(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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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SSM/I NT 해빙 면적비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는 0.916의 높은 상관계

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약 80% 이상을 나타내는 해빙 면적비 영역에서 AMSR-E NT2 

해빙 면적비가 조금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80% 이상의 높은 해빙 면적비를 나타

내는 EOC 영상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해빙 표면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

히 크랙과 리드 사이를 채우고 있는 Grey ice와 Dark-grey ice의 표면에도 약간씩 눈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빙의 표면에 눈이 쌓이게 되면 표면 산란이 심해져 

19GHz 채널을 사용하는 NASA Team Algorithm은 표면에 눈이 쌓인 해빙의 면적비를 

실제보다 작게 산출한다. 그러나 NASA Team 2 Algorithm에서는 89GHz 채널을 이용하

여 SSM/I에서 발생하는 19GHz 채널의 낮은 민감도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표면에 

눈이 쌓이거나 표면 산란이 심한 해빙의 유형을 Ice type C로 정의한다. 즉 표면 영향이 

심한 해빙 유형으로 정의되는 Ice type C가 NASA Team 2 Algorithm에 의해 고려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빙 표면에 눈이 쌓여있고 높은 해빙 면적비를 갖는 지역에서 

AMSR-E NT2 해빙 면적비가 SSM/I NT 해빙 면적비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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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EOC 영상과 MODIS, ASAR 영상의 비교

제 1절 영상 비교를 위한 기하보정

2005년 7-8월 북극에서 촬영되고 9-11월 남극에서 촬영된 Kompsat-1 EOC 영상을 각

각 SSM/I NT, AMSR-E NT2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다. EOC 영상에서 산출된 해빙 

면적비는 북극의 여름철에 SSM/I NT, AMSR-E NT2 해빙 면적비와 큰 차이를 나타내

었으며, 남극의 봄철에 Dark-grey ice를 제외하였을 경우에만 좋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Kompsat-1 EOC 영상에서 확인되는 해빙이 다른 센서로 촬영된 영상에

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하고자 Terra/Aqua MODIS와 Envisat ASAR 영상을 사용

하였다. 

하나의 위성 영상을 다른 위성 영상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하보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 기하보정을 통하여 영상 사이의 좌표체계를 일치시켜 주어야만 정확한 비교

가 가능해진다. Kompsat-1 EOC는 하나의 영상에서 18.7 km×17.8 km의 범위를 나타낸

다. 즉 각각의 EOC 영상은 한 픽셀의 가로와 세로가 25 km인 SSM/I보다 작으며, 12.5 

km인 AMSR-E보다 약간 크다. 이에 따라 EOC 영상에서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기 위해 

기하보정은 필수적이지 않으나 다른 위성 영상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기하보정이 필

요하다. 

Kompsat-1 EOC 영상의 기하보정은 먼저 헤더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경도와 위도 등의 

정보만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Kompsat-1 EOC는 기본적으로 궤도 정보를 가지고 기하보

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헤더의 정보만을 가지고 기하보정을 실시한 EOC 영상은 

Terra/Aqua MODIS 영상과 대비하여 약 5 km 정도의 오차를 나타내었다(그림 40(a)). 

MODIS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약 5 km 단위로 경도와 위도를 함께 기록하기 때문에 매

우 정확한 기하보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EOC 영상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오차를 최소

화하기 위해 MODIS 영상을 기준으로 다시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그림 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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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하보정 전(북극, 2005.08.25, 43 km×45 km) (b) 기하보정 후(북극, 2005.08.25, 43 km×45 km)

그림 40. MODIS 영상을 이용한 EOC 영상의 기하보정

Envisat ASAR 영상은 자체적인 궤도 정보만을 가지고 비교적 정확한 기하보정이 가

능하다. 앞서 ASAR 영상의 multi look intensity image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기하보정을 

수행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MODIS 영상과 비교하였다. 그 중 일부 영상에서 약 

7~8km 정도의 오차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EOC 영상과 같이 

MODIS 영상을 기준으로 다시 기하보정을 실시하였다. 구름이 분포하여 지표면이 보이지 

않는 MODIS 영상의 경우에는 MODIS가 제공하는 Land Mask Product를 기하보정에 사

용하였다. 그림 41에 한 가지 예를 나타내었다. 그림 41(a)는 2005년 9월 25일의 MODIS 

영상과 ASAR 영상을 비교한 것으로써 빨간 선은 MODIS 영상에서 나타나는 해안선이

며, 파란 선은 ASAR 영상에서 확인되는 해안선이다. ASAR 영상을 MODIS 영상을 기

준으로 다시 기하보정 하여 지리적 오차를 줄여준 것을 그림 41(b)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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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하보정 전(남극, 2005.09.25, 48 km×50 km) (a) 기하보정 후(남극, 2005.09.25, 48 km×50 km)

그림 41. MODIS 영상을 이용한 Envisat ASAR 영상의 기하보정. (a)의 빨간 선은 MODIS 영상

에서 나타나는 해안 경계이며, 파란 선은 ASAR 영상에서 나타나는 해안 경계. (b)의 

빨간 선은 두 영상의 해안 경계가 일치함을 나타냄.

제 2절 북극 EOC, MODIS, ASAR 영상의 비교

2005년 8월 25일에 Kompsat-1 EOC는 북극 그린란드의 동부 근해를 촬영하였다. 이 

날짜에 EOC는 모두 64개의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 중에서 15개(23%) 영상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15개 영상 대부분이 매우 양호하게 촬영되었고, 북극의 여름철 해빙 분포 영

역의 가장자리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빙이나 유빙이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8월 25일에 촬영된 EOC 영상과 Aqua MODIS, Envisat ASAR Wide Swath 영

상을 상호 비교하였다. 각 영상의 촬영 시각은 표 20과 같으며, 그림 42에 상호 비교할 

세 가지 영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42의 (a)는 Aqua MODIS 영상으로 전체 영상에서 비

교하고자 하는 부분만 잘라낸 것이다. (b)는 MODIS 영상을 배경으로 15개의 EOC 영상

을 나타낸 것이며, (c)는 MODIS 영상을 배경으로 ASAR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d)는 

세 가지 영상을 모두 겹쳐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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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sat-1 EOC Aqua MODIS Envisat ASAR

09:12 10:00
12:10(오른쪽 아래)

22:07(왼쪽 위)

표 20. 2005년 8월 25일 북극 그린란드를 촬영한 EOC, MODIS, ASAR

의 촬영 시각

(a) Aqua MODIS(2005.08.25, 762 km×756 km)
(b) Kompsat-1 EOC(2005.08.25, 배경 (a), 762 

km×756 km)

(c) Envisat ASAR Wide Swath(2005.08.25, 배경 

(a), 762 km×756 km)

(d) (a), (b), (c) overlay(2005.08.25, 762 km×756 

km)

그림 42. 2005년 8월 25일 북극 그린란드 동부. Kompsat-1 EOC, Aqua MODIS, Envisat 

ASAR 영상 사이의 상호 비교



- 80 -

(a) Aqua MODIS(2005.08.25, 36 km×36 km) (b) Kompsat-1 EOC(2005.08.25, 36 km×36 km)

그림 43. 2005년 8월 25일 Aqua MODIS 영상과 Kompsat-1 EOC 영상의 비교

MODIS 영상은 RGB(Red Green Blue) 합성 영상으로 나타냈다. 가장 기본적인 RGB 

합성 영상은 가시광선 대역에 해당하는 0.4-0.5 ㎛(blue), 0.5-0.6 ㎛(green), 0.6-0.7 ㎛

(red)의 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극지의 환경 특성상 눈이나 얼음이 구름과 같은 흰색으

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red band에 1.628-1.652 ㎛를 나타내는 MODIS의 6번 밴드를 삽

입하였다. 1.628-1.652 ㎛의 파장 대역은 중적외선에 해당하며 구름과 육지에서 반사율이 

높고 눈과 얼음에서는 반사율이 낮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그림 42에 나타나는 MODIS 

영상의 붉은 부분은 구름과 육지를 나타내며, 파란 부분은 눈과 얼음을 나타낸다. 

Envisat ASAR 영상과 같은 SAR 영상은 기본적으로 영상에 나타나는 밝기로 관측 대

상의 특성을 구별한다. SAR 영상에서 거친 표면이나 바람이 부는 바다의 표면, 건조한 

상태의 눈은 밝게 나타난다. 반면에 부드러운 표면이나 잔잔한 바다의 표면, 축축한 상태

의 눈(wet snow)은 어둡게 나타난다. 그림 42의 Envisat ASAR 영상에서 왼쪽 윗부분에 

나타나는 밝은 부분은 그린란드의 대륙 빙하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륙 빙하 표면에 쌓인 

눈들이 건조한 상태인 것을 나타낸다. 오른쪽 아랫부분에 밝은 부분은 바다를 나타낸다. 

해빙이 존재하지 않는 바다의 표면에 바람이 불어 파도 등의 ocean wave가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2005년 8월 25일의 Kompsat-1 EOC와 Aqua MODIS는 약 50분의 간격을 두고 촬영되

었다. 따라서 두 영상에서는 해빙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3). 

MODIS 영상은 중적외선 영역의 파장 대역을 이용하여 구름과 해빙을 잘 구분해 주고 

있으나 500 m의 해상도로 인하여 정확한 해빙의 경계 및 면적이 작은 해빙은 잘 나타내

지 못한다. EOC 영상은 6.7 m의 고해상도로써 MODIS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작은 해

빙과 해빙 표면의 ridge 및 깨진 부분의 상태 등을 잘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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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린란드 동부 근해 EOC 영상

(2005.08.25, 09:12, 배경 ASAR, 3 

km×3 km)

(b) 그린란드 동부 근해 ASAR 영

상(2005.08.25, 12:10, 3 km×3 km)

(c) 그린란드 동부 근해 ASAR 영

상(2005.08.25, 22:07, 3 km×3 km)

그림 44. 2005년 8월 25일 그린란드 동부 근해의 해빙, (a)의 EOC 영상은 (b)의 ASAR 영상과 

약 3시간 차이, (c)의 ASAR 영상과 약 13시간 차이.

그린란드 대륙 부분을 촬영한 Envisat ASAR 영상은 Kompsat-1 EOC 영상과 약 13시

간의 차이가 있으며, 그린란드 동부 근해를 촬영한 ASAR 영상은 약 3시간의 차이가 있

다. 그림 44의 (a)는 그린란드 동부 근해를 촬영한 ASAR 영상을 배경으로 하여 EOC 영

상을 나타낸 것이다. EOC 영상에 표현된 해빙은 약간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b) 영상은 

(a) 영상의 배경인 Envisat ASAR Wide Swath 영상이며, (c) 영상은 그린란드 대륙을 

촬영한 Envisat ASAR Wide Swath 영상의 일부분으로써 (b) 영상과 같은 지역이지만 

EOC 영상과 13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 (a) 영상에서 해빙 표면은 구름이 옅게 퍼져있

기 때문에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고해상도인 EOC 영상에서도 해빙의 표

면 상태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Envisat ASAR Wide Swath 영상은 75 m의 해상도로

써 6.7 m의 EOC 영상보다는 떨어지지만 구름으로 인해 파악하기 어려운 해빙 표면의 상

태를 비교적 잘 나타내준다. EOC 영상에서 어둡게 나타난 해빙의 표면은 (b)와 (c)의 

ASAR 영상에서 밝고 어두운 부분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빙의 표면이 

거칠고 ridge 혹은 melt pond 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a) 영상과 (b) 영

상의 비교를 통해 해빙이 3시간 동안 북동쪽으로 약 1 km 이동하였으나, (b) 영상과 (c) 

영상을 통해서 이 지역의 해빙이 10시간 동안 다시 남동쪽으로 4 km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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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qua MODIS(2005.08.25, 212 km×212 km)
(b) Envisat ASAR Wide Swath(2005.08.25, 212 

km×212 km)

그림 45. 2005년 8월 25일 그린란드 동부 빙하지역, (b) 영상에서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 대륙 빙

하,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 해안 빙하.

그림 45는 그린란드 동부 해안 지역의 빙하를 나타낸 것으로 (a)는 MODIS, (b)는 

ASAR 영상이다. Kompsat-1 EOC가 촬영한 해빙 지역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빙하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였다. (a)의 MODIS 영상에서 푸른 부분은 빙하를 나타내며 붉은 부

분은 육지를 나타낸다. MODIS 영상에서 대륙 빙하와 해안 빙하는 일괄적으로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으나 ASAR 영상에서 대륙 빙하는 밝게, 해안 빙하는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대륙 빙하와 해안 빙하의 물리적 특성 차이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대륙 

빙하는 표면이 두꺼운 눈으로 덮여있으며 눈은 매우 건조한 상태이다. 따라서 ASAR 영

상에서 매우 밝게 나타난다. 그러나 바다와 접해 있는 해안 빙하는 대륙 빙하에 비하여 

덜 건조하며, 대륙 빙하가 해안 쪽으로 흘러내려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워 

ASAR 영상에서 어둡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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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sat-1 EOC Aqua MODIS Envisat ASAR

08:14 10:15 20:11

표 21. 2005년 9월 25일 남극 제 2 대륙 기지 후보 지점 중 A 지점을 

촬영한 EOC, MODIS, ASAR의 촬영 시각

제 3절 남극 EOC, MODIS, ASAR 영상의 비교

북극과 같이 남극에서도 Kompsat-1 EOC 영상과 Aqua MODIS, Envisat ASAR 영상

이 모두 한 날짜에 양호하게 촬영된 것을 선택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2005년 9월 25일에 

Kompsat-1 EOC는 남극 제 2 대륙 기지 후보 지점 중 A 지점에 해당하는 남극 대륙의 

북동부를 촬영하였다. 이 지역에서 Aqua MODIS와 Envisat ASAR Wide Swath 영상이 

같은 날 촬영되었다. 이 날짜에 촬영된 60개의 Kompsat-1 EOC 영상 중 14장(23%)이 해

빙 면적비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Aqua MODIS 및 Envisat ASAR 영상이 촬영한 지역에 

모두 겹치는 영상은 7장이다. 각 영상의 촬영 시각은 표 21과 같으며, 그림 46에 비교하

고자 하는 세 가지의 영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46의 (a)는 Aqua MODIS 영상으로 전체 영상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부분만 잘라

낸 것이며, (b) 영상은 MODIS 영상을 배경으로 7개의 EOC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c) 

영상은 MODIS 영상을 배경으로 ASAR 영상을 나타낸 것이며, (d) 영상은 세 가지 영상

을 모두 겹쳐 나타낸 것이다. (a)의 MODIS 영상은 그림 42와 같이 중적외선 영역의 6번 

밴드를 red band에 삽입하여 만든 RGB 합성영상이다. 육지와 바다가 모두 눈과 얼음으

로 덮여 있어 대부분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영상의 오른쪽 부분에 구름이 엷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빙 지역에서 폭이 넓은 크랙이나 리드도 관찰된다. (b) 영상

에서 EOC의 궤도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구름으로 인해 표면을 관

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 영상의 부분이다. (d)의 ASAR 영상은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안 근처의 육지가 밝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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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qua MODIS(2005.09.25, 590 km×580 km)
(b) Kompsat-1 EOC(2005.09.25, 배경 (a), 590 

km×580 km)

(c) Envisat ASAR Wide Swath(2005.09.25, 배경 (a), 

590 km×580 km)
(d) (a), (b), (c) overlay(2005.09.25, 590 km×580 km)

그림 46. 2005년 9월 25일 남극 제 2 대륙 기지 후보 지점 중 A 지점. Kompsat-1 EOC, Aqua 

MODIS, Envisat ASAR 영상 사이의 상호 비교

자세한 비교를 하고자 그림 46의 EOC와 MODIS, ASAR 영상이 모두 겹치는 부분 중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을 확대하였다(그림 47). 그림 47의 (a) 영상은 

MODIS 영상을 배경으로 나타낸 2장의 EOC 영상이다. (b) 영상은 같은 지점의 ASAR 

Wide Swath 영상이며, (c) 영상은 Aqua MODIS 영상이다. (c)의 MODIS 영상은 구름으

로 인하여 해빙 표면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MODIS 보다 약 2시간 전에 촬영

된 (a)의 EOC 영상에서는 구름이 약간 분포하기는 하나 표면의 해빙이 관찰되고 있다. 

EOC 영상에 나타나는 해빙의 표면은 흰색을 나타내는데 이는 해빙이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빙과 해빙 사이의 넓게 드러나 있는 바다(open water)가 관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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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mpsat-1 EOC(2005.09.25, 배

경 MODIS, 54 km×53 km)

(b) Envisat ASAR Wide 

Swath(2005.09.25, 54 km×53 km)

(c) Aqua MODIS(2005.09.25, 54 

km×53 km)

그림 47. 2005년 9월 25일 남극 제 2 대륙 기지 후보 지점 중 A 지점 해양의 해빙 비교

폭이 좁은 크랙과 리드도 일부 보이고 있다. (b) 영상은 ASAR 영상으로 MODIS 영상에

서 구름으로 인해 관찰할 수 없는 표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b) 영상에서 밝게 나타나는 

부분은 바다이다. 즉 (a) 영상에서 확인되는 open water나 크랙, 리드를 나타낸다. 바다보

다는 밝지 않지만 영상에서 중간 정도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은 표면이 거친 해빙이다. 이

러한 해빙은 형성된 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first-year ice라고 생각된다. ASAR 영

상에서 아주 어둡게 나타나는 것은 표면이 부드러운 해빙이다. 표면이 부드러운 해빙은 

표면이 거친 해빙보다 형성된 시간이 짧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young ice 정도로 추

정할 수 있다. 

실제로 ASAR 영상으로부터 추정되는 해빙 유형이 해빙 면적비 분석에서 분류한 EOC 

영상의 해빙 유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자 (a) 영상과 (b) 영상을 대조해 보았다. 그러

나 두 영상에서 나타나는 해빙의 위치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두 영상의 촬영 시각 

차이에 기인한다. 이 날짜의 EOC 영상과 ASAR 영상은 약 12시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 

시간 동안 해빙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a)의 EOC 영상에 나타나는 해빙의 형태를 

(b)의 ASAR 영상에서 찾아 벡터로 연결하였다(그림 48).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해빙이 

12시간 동안 남동쪽으로 약 16.5 km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EOC 영상과 

ASAR 영상에서 해빙 유형이 서로 다르게 추정된 점을 발견하였다. 벡터로 연결된 해빙

은 EOC 영상에서 눈이 덮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빙 면적비 산출에서 white ice로 

분류하였다. 즉 first-year ice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ASAR 영상에서 이 해빙

은 매우 어둡게 나타나는데, 표면이 매끄럽고 형성된 시간이 길지 않은 young ice라고 

추정되었다. 해빙 표면에 눈이 쌓일 경우 눈에서 체적 산란(volume scattering)이 일어나 

어둡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해빙 위의 눈 두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눈으로 

인한 체적산란이라 확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자료 혹은 다른 위성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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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EOC 영상과 ASAR 영상에서 나타나는 동일 해빙 

연결. 해빙이 12시간 동안 약 16.5 km 남동쪽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a) Kompsat-1 EOC(2005.09.25, 배

경 MODIS, 44 km×44.5 km)

(b)Envisat ASAR Wide 

Swath(2005.09.25, 44 km×44.5 km)

(c)Aqua MODIS(2005.09.25, 44 

km×44.5 km)

그림 49. 2005년 9월 25일 남극 제 2 대륙 기지 후보 지점 중 A 지점의 연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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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①

②

③

(a) Envisat ASAR Wide Swath(2005.09.25, 142 

km×140 km)
(b) Aqua MODIS(2005.09.25, 142 km×140 km)

그림 50. 2005년 9월 25일 EOC 촬영 궤도로부터 남동부 200km 지점

그림 49에 대륙 연안의 해빙 지역에 해당하는 EOC와 MODIS, ASAR 영상을 나타냈

다. (a) 영상은 MODIS 영상을 배경으로 한 EOC 영상이며, (b) 영상은 ASAR, (c) 영상

은 MODIS 영상이다. (a)의 EOC 영상에서 해빙의 경계 부분과 잘게 쪼개진 해빙, 그리

고 표면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b)의 ASAR 영상에서도 어둡게 

나타나는 해빙과 해빙 사이에 밝게 나타나는 open water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의 왼쪽 아랫부분에 밝게 나타나는 부분과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의 경계로부터 해안

선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c)의 MODIS 영상에서는 대륙의 경계부와 해빙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의 해빙은 (a) 영상과 (b) 영

상의 비교를 통해 12시간 동안 남동쪽으로 약 2km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와 (b) 

영상에 ①로 표시한 부분은 EOC 영상에서 어두운 회색으로 나타나 dark-grey ice로 분

류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ASAR 영상에서 그림 48에 벡터로 연결된 해빙보다 더 어둡게 

나타난다. 이러한 해빙은 표면이 매우 부드러우며 표면에 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표면이 젤리와 유사한 형태인 new ice라고 추정할 수 있다. (a)와 (b) 영상에 ②로 표시

한 부분은 EOC 영상에서 잘게 쪼개진 해빙들과 주변에 드러나 있는 open water가 확인

된다. 그러나 12 시간 후의 ASAR 영상에서는 밝게 나타나 바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EOC 영상에서 확인되었던 해빙들이 녹아 open water가 된 것이라 생각된다. ③으로 표

시한 부분은 EOC 영상에서 ②로 표시한 부분의 해빙보다는 크게 쪼개진 해빙들로 확인

된다. 이 부분의 해빙은 ASAR 영상에서 그림 47에 나타난 first-year ice와 비슷한 중간 

정도의 밝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해빙은 분포 지역이 연안이라는 특성상 first-year ice 

보다는 fast ice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④로 표시한 부분은 EOC 영상에서 눈이 쌓인 

해빙으로 확인된다. 이 부분은 해빙 면적비 분석에서 white ice로 분류되었으나 ASAR 

영상에서는 중간 정도의 밝기를 보여 fast ice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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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visat ASAR(78 km×77 km) (b) Aqua MODIS(78 km×77 km)

그림 51. 그림 50의 ①번 부분을 확대한 ASAR와 MODIS 영상

그림 50은 2005년 9월 25일 Kompsat-1 EOC 영상의 촬영 궤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00 km 떨어진 지역을 나타낸다. (a) 영상은 ASAR 영상이며, (b) 영상은 같은 지역의 

MODIS 영상이다. (a)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을 나타내는 육지와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바다를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바다에서 매우 밝게 나타나는 빙산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b)의 MODIS 영상에서 추정되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부가 (a)의 ASAR 

영상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바다와 접하는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의 면적이 (a) 영상에서 확인되는 육지의 면적보다 넓게 나타난다. 보다 자세한 비교

를 위하여 (a)와 (b) 영상에 ①과 ②, 그리고 ③으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하였다.  

그림 50에 ①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하여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a)는 ASAR 영상이며, 

(b)는 MODIS 영상이다. ASAR 영상에서 대륙의 경계부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으나, 

MODIS 영상에서는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ASAR 

영상에서 밝은 부분보다 오른쪽으로 더 퍼져 있고, 그 경계부가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바

다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없다. (a) 영상에서 가장 밝게 나타나는 빙산을 제외하고, 

사선의 줄무늬를 가지며 밝게 나타나는 것이 open water이다. 이 영상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open water를 폴리곤(polygon)으로 표현하였다. ASAR 영상에서 바다로 표현되

는 부분의 사선 형태 줄무늬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지시한다. ASAR 영상과 MODIS 영

상에서 확인되는 open water는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SAR 영상에

서는 어둡게 나타나지만 MODIS 영상에서 푸른색을 나타내는 부분은 육지가 아닌 해빙

이라고 할 수 있다. ASAR 영상에서 연안 지역은 매우 어두운 색을 나타내는데 이는 해

빙 표면이 부드럽고 축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new ice라고 생각된다. 바다를 향해 

나아갈수록 점점 밝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해빙 표면이 연안 지역의 해빙 표면보다 거

칠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두께는 연안 지역과 마찬가지로 얇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현장자

료가 없으므로 확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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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visat ASAR(85 km×84 km) (b) Aqua MODIS(85 km×84 km)

그림 52. 그림 50의 ②번 부분을 확대한 ASAR와 MODIS 영상

그림 52는 그림 50의 ②로 표시된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a)는 ASAR 영상이며, (b)는 

MODIS 영상이다. 그림 51과 같이 ASAR 영상은 왼쪽의 육지와 바다가 쉽게 구별되지만 

MODIS 영상은 구별이 어렵다. ASAR와 MODIS 영상 모두 윗부분의 open water는 공통

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MODIS 영상에서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영상의 가운데 부분은 

ASAR 영상에서 육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분의 해빙은 그림 51과 유사하게 해

석될 수 있다. (a) 영상에서 연안 지역은 얇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축축한 상태인 new ice

가 존재하고, 먼 바다로 나갈수록 두께는 얇지만 표면이 거친 해빙이 존재한다고 생각된

다. 그리고 (a) 영상의 오른쪽에 상당히 큰 빙산이 확인되지만 (b)의 MODIS 영상에서는 

연속적으로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육지인지 해빙인지 알 수 없다. 또한 ASAR 영상의 아

래쪽에 크고 작은 여러 빙산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MODIS 영상

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림 50에서 ③으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하여 그림 53에 나타냈다. (a)는 ASAR 영상이

며, (b)는 MODIS 영상이다. 그림 51, 52와 같이 (a) 영상에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쉽

게 구별되지만 (b) 영상에서는 영상 전체가 육지로 보일 수 있다. (a) 영상의 좌측 하단

에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MODIS 영상과의 비교를 통해 open water가 

아닌 표면이 거친 해빙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해빙은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fast ice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은 표면이 부드럽고 축축한 상태인 

new ice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표면에 눈이 쌓여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52와 같이 

ASAR 영상에서는 작은 빙산들이 많이 확인되지만 MODIS 영상에서는 빙산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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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visat ASAR(59 km×58 km) (b) Aqua MODIS(59 km×58 km)

그림 53. 그림 50의 ③번 부분을 확대한 ASAR와 MODIS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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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안

제 1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NASA Team Algorithm과 NASA Team 2 Algorithm의 추출기법 검보

정을 위하여 고해상도의 Kompsat-1 EOC 영상을 이용하였다. Kompsat-1 EOC 영상으로

부터 해빙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해빙 유형에 따르는 면적비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각

각 NASA Team Algorithm으로 계산된 SSM/I 해빙 면적비(SSM/I NT 해빙 면적비) 및 

NASA Team 2 Algorithm으로 계산된 AMSR-E 해빙 면적비(AMSR-E NT2 해빙 면적

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북극의 여름철 해빙 분포 영역의 가장자리에서는 해빙의 시공

간적인 변화가 심하고 해빙 표면 상태의 물리적인 변화로 인하여 EOC 해빙 면적비는 

SSM/I NT 해빙 면적비, AMSR-E NT2 해빙 면적비와 각각 0.574, 0.448의 상관계수로 

잘 일치하지 않았다. 북극의 SSM/I NT 해빙 면적비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를 비

교한 결과 AMSR-E NT2 해빙 면적비가 대체적으로 조금 더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두 

격자자료 사이의 해상도 차이와 NASA Team 2 Algorithm에서 고려하는 Ice type C, 그

리고 관측 시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남극의 봄철에 EOC 영상에 나타나는 해빙 유형은 White ice(W), Grey ice(G), 

Dark-grey ice(D)로 분류되었다. EOC 전체 해빙 면적비(W+G+D)는 SSM/I NT 해빙 면

적비와 0.717의 상관계수로 잘 일치하지 않았다. EOC 영상의 White ice에 대한 해빙 면

적비(W)를 SSM/I NT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으나 0.638의 상관계수로 여전히 잘 일치

하지 않았다. 그러나 Dark-grey iceaks을 제외한 EOC 해빙 면적비(W+G)와 비교한 결과 

0.830의 상관계수로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AMSR-E NT2 해빙 면적비를 남극의 EOC 

전체 해빙 면적비(W+G+D)와 비교한 결과 서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상관계수 0.668), 

White ice만을 고려했을 때도 잘 일치하지 않았다(상관계수 0.466). 그러나 EOC 해빙 면

적비(W+G)는 AMSR-E NT2 해빙 면적비와 0.740의 좋은 상관계수를 나타내 SSM/I 

NT 해빙 면적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두 알고리즘이 해빙 면적비 계산에 

반영하는 해빙 유형이 한정되어 있다면 White ice와 Grey ice는 반영하고, Dark-grey ice

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남극의 SSM/I NT 해빙 면적비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는 EOC 해빙 면적비

(W+G)와 서로 상반된 치우침을 보였다. 두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의 비교(상관계

수 0.916)를 통해 약 80% 이상의 높은 해빙 면적비 영역에서 AMSR-E NT2 해빙 면적

비가 SSM/I NT 해빙 면적비보다 더 높은 값을 취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80% 이상

의 높은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EOC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해빙 표면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NASA Team Algorithm은 이러한 지역에 대해 해빙 면적비를 과소 측

정하였으나, NASA Team 2 Algorithm은 Ice type C를 고려하여 보다 개선된 해빙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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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산출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Kompsat-1 EOC 영상에서 나타나는 해빙을 다른 위성 영상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Terra/Aqua MODIS와 Envisat ASAR 영상을 이용하였다. MODIS 영상은 정확한 경위

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 기하보정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ASAR 영상은 SAR 영상

으로써 대기 조건이나 광량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학 영상에서 볼 수 없는 

지역을 나타내준다. 또한 ASAR 영상을 통하여 표면의 거칠기 및 건조하고 습한 여부 등

의 물리적 특징도 알 수 있다. 북극의 여름철 EOC 영상과 ASAR 영상에서 나타나는 해

빙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EOC 영상에서 구름으로 인해 표면이 잘 관찰되지 않

는 경우에 ASAR 영상을 이용함으로써 표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영상 사이의 

시차를 이용하여 해빙의 이동 방향과 속도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리고 MODIS 영상에서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그린란드의 빙하지역을 ASAR 영상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MODIS 

영상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대륙 빙하와 해안 빙하의 차이를 ASAR 영상을 통해 구분할 

수 있었는데, 대륙 빙하는 건조하기 때문에 밝게 나타났으며 해안 빙하는 대륙 빙하가 흘

러내려 만들어진 기원적 특성상 표면이 매끄러워 어둡게 나타났다. 

남극의 봄철 EOC 영상과 ASAR 영상에 나타나는 해빙은 서로 약간 다르게 표현되었

다. EOC 영상에서 표면에 눈이 쌓여 있어 두께가 두껍다고 생각되는 해빙은 White ice

로 추정되었다. 이는 first-year ice와 유사하다. 그러나 ASAR 영상에서 이러한 해빙은 

비교적 어둡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면이 부드럽거나 축축한 상태의 young ice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에 눈이 쌓여 있어 체적산란이 일어나 어둡게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

다. 눈으로 인한 체적산란 때문에 어둡게 나타날 경우 first-year ice일 확률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현장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남극의 MODIS 영상에서

는 육지와 바다, 해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ASAR 영상과의 비교를 

통해 표면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MODIS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작은 빙산들

도 ASAR 영상을 통하여 쉽게 확인하였다. EOC나 MODIS와 같은 광학 영상에서 육지와 

가까이 있는 해빙 표면에 눈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육지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Envisat ASAR 영상 등의 SAR 영상을 이용하여 육지와 해빙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고, 

해빙으로 확인될 경우 해빙 표면의 물리적 특성 또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SSM/I NT 해빙 면적비와 AMSR-E NT2 해빙 면적비에 반영되는 

해빙 유형을 일부 추측할 수 있었으며, 그 동안 기후변화의 지표로 사용되었던 수동 마이

크로파 해빙 면적비가 더욱 검보정 되어야 함이 인지되었다. 아울러 광학 영상에서 분석

이 어려운 점을 SAR 영상을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보다 정

밀한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의 검보정을 위해 고해상도의 광학 영상 및 SAR 영상

의 지속적인 촬영, 그리고 현장관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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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향후 연구 방안

극빙을 비롯한 극지 분야 전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일정 계절의 위

성자료가 아닌 다중시기에 관측된 위성자료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극지에 분포한 해빙의 

변화는 1년 내내 유기적이므로 한 계절에 관측된 자료만 가지고는 극지 연구를 진행하기

가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광학 영상 및 SAR 영상을 보다 다양한 계절에 촬영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종류의 해빙에 대해 상호 비교가 필요하며, 향후 해빙뿐만이 

아닌 빙하, 빙붕, 빙상 등에 대한 상호 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학 센서와 합성 구경 레이더, 그리고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이용한 

자료를 비교하여 극지의 해빙을 연구하였다. 광학영상은 전체 영상 중 약 10% 정도만이 

사용 가능할 정도로 양질의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후 조건에 제약이 크지 않은 

SAR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EOC와 MODIS 뿐만 

아니라 다른 광학 영상과의 비교도 필요하다다. 또한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의 검

보정을 위하여 쇄빙선 및 극지 연구기지를 활용한 Radiometer, GPR 현장 관측 등이 요

구된다.

많은 국가에서 극지에 연구기지를 세우고 월동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들어 지

구온난화 등의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극지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다. 우리나

라도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남극의 세종기지, 북극의 다산기지를 이미 설립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극에는 제 2 대륙 기지가 설립될 예정이다. 앞으로 쇄빙선이 진수되

면 극지에 대한 현장 접근성은 과거보다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극지는 그 환경 

여건상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하여 과거부터 인공위성을 통한 극지연구가 활성화를 이루

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통한 극지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

에 있는 Kompsat-5에 SAR가 탑재될 예정이어서 양과 질적인 면에서 훌륭한 자료를 확

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극지 원격 탐사는 극지의 전반적인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해빙의 분포와 체적을 알아내어 극지에서의 해류 순환 및 염도의 분포를 연구할 수 있으

며, 빙하 및 빙붕, 빙상의 이동과 면적 변화 연구, 그리고 빙산의 이동 경로 예측을 통한 

향후 쇄빙선의 항로 설정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극지에 대한 보다 많

은 연구를 통하여 극지에 숨어있는 새로운 사실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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