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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존홀,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20세기 후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급격한 

기후변화 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를 많은 지역에서 활발히 수행

하고 있는데, 그 중 극지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비오염 지역으로서 조그마한 환

경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과거 지구환경변화에 대

한 기록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환경변화도 정확히 알려주는 지구환

경변화 감지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 전에 내린 눈이 

굳어 생긴 얼음에는 공기방울, 먼지, 금속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수십만 년 

전에 묻혔기 때문에 과거 환경의 비밀을 담고 있다. 가령 지금으로부터 약 1만 

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금의 3분의 1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얼음 속 먼지를 통해 과거 지구의 공기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또 화산 

폭발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다. 또한 극지는 지구환경 자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따라서 극지에서 일어났던 기후 변화과정을 복원하는 작업은 전지구적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지구환경변화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윤호일 외, 2002).

과거의 지구환경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중 하나로 운

석탐사가 있다. 운석은 우주에서 날아와 지구에 떨어진 암석으로 태양계 형성과정

과 행성 진화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류가 확보하고 있는 운석의 약 

80%는 남극의 청빙지대(Blue-ice Field)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회수된 남극운석의 

개수는 40,000여개에 달한다(이종익 외, 2009). 따라서 남극의 운석탐사의 연구자

들에게 청빙지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빙지대의 분포위치나 상대적 밀집도를 단정 짓기 힘들며, 남극

대륙은 내륙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고 혹한과 제한된 광량, 크레바스 등의 위험요소

가 많아서 접근이 어렵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청빙지대의 현장조사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광학영상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넓은 지역

의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

면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학영상을 이용하더라도, 청빙지대 혹은 청빙의 분포위치나 상대

적 밀집도를 정량적으로 추출하는 특정한 알고리즘이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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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의 분포특성을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규화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에서 

착안하여 적용한 청빙의 분포특성을 추출하는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여 정규청빙지

수(Normalized Difference Blue-ice Index)라 명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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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2.1 Terra/Aqua MODIS

MODIS는 미국 NASA(National Aerob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지구감시

계획(EOS, Earth Observation System)에 의해 발사된 고 분해능 기상센서로, 1999

년 12월에 발사된 Terra 및 2002년 5월에 발사된 Aqua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

이다. MODIS는 36개의 spectral bands와 0.25 ~ 1km의 해상도로 육상과 해양의 표

면 온도, 구름, 수증기량 등 지구 전체를 하루나 이틀사이에 모두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권의 태양/지구 복사에너지 관측을 통한 지구온난화 및 기후 변화 감

시, 대기의 연직 사운딩 및 해상과 육상에서의 생물 간의 상호관계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 된다. MODIS의 궤도는 태양동주기궤도이며, 고도는 705km 이

다.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 전 지구의 표면을 관측하며 순간시야각은 ±55°, 주

사폭은 2,330 km 이다.

MODIS는 지구 전 지역에 대한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12비트의 자료로 

획득한다. MODIS는 cross-track 주사 거울, 집광부(collecting potics), 그리고 네 

개의 초점판에 분광 간섭 필터가 있는 선형 감지기 배열 세트로 구성된 휘스크브룸 

스캐닝 영상 복사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0.4-3 ㎛ 사이의 파장영역에서 20

개의 밴드와 3-15 ㎛ 파장영역에서 16개 밴드 등 총 36개 밴드에 대한 자료가 획득

되며, 공간해상도는 적색영역(band 2)과 근적외선(band 1)에서 250 x 250 m, 적색

을 제외한 가시광선영역(band 3~4)과 중적외선(band 5~7)에서는 500 x 500 m, 이외

의 band 8~36 까지는 1 x 1 km 의 범위를 가진다(채효석 외, 2002). (Table 1.) 은 

MODIS의 밴드별 특성이다.

Terra위성은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을 중심으로 다국적 프로젝트인 지구관측시

스템프로젝트가 수행 중에 있다. 그 첫 번째 다용도 목적 위성인 Terra가 1999년 

12월 19일 미국 Vandenberg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자

료를 수집, 활용 중에 있다. Aqua 위성은 Terra 지구관측위성의 후속위성으로 지구

대기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기, 해양 및 지구표면의 상호작용의 이해와 원인 

규명을 위한 지구환경관측을 목적으로 한다. (Table 2.) 는 Terra와 Aqua 위성의 

간략한 제원이다(김민애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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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s SDS in the M ODIS L1B 분 광 해 상 도 (㎛ ) 응 용 분 야
Band  1 EV_250_RefSB / 250m Earth View Science data 0.620-0.670 토지피복 분류
Band  2 0.841-0.876 클로로필 흡수
Band  3 0.459-0.479

토지, 구름 및 
에어로졸 특성 분석

Band  4 0.545-0.565
Band  5 EV_500_RefSB / 500m Earth View Science data 1.230-1.250
Band  6 1.628-1.652
Band  7 2.105-2.155
Band  8 0.405-0.420

바다색 구별, 
식물성 플랑크톤, 

생화학 분야

Band  9 0.438-0.448
Band 10 0.483-0.493
Band 11 0.526-0.536
Band 12 0.546-0.556
Band 13 L

0.662-0.672
Band 13 H EV_1KM_RefSB / 1km Earth View Science data
Band 14 L 

0.673-0.683
Band 14 H
Band 15 0.743-0.753
Band 16 0.862-0.877
Band 17 0.890-0.920

대기 중 수증기Band 18 0.931-0.941
Band 19 0.915-0.965
Band 20 EV_1KM_Emissive / 1km EV Science data for 

Thermal Emissive Bands 3.660-3.840
구름 표면 온도Band 21 3.929-9.989

Band 22 3.929-9.989
Band 23 4.020-4.080
Band 24 4.433-4.498 대기 온도Band 25 4.482-4.549
Band 26 EV_1KM_RefSB / 1km EV Science data for 

Reflective Solar Bands 1.360-1.390
Band 27 6.535-6.895 구름Band 28 7.175-7.475
Band 29 8.400-8.700
Band 30 9.580-9.880 오존
Band 31 EV_1KM_Emissive / 1km EV Science data for 

Thermal Emissive Bands 10.780-11.280 구름 표면 온도
Band 32 11.770-12.270
Band 33 13.185-13.485

구름의 고도Band 34 13.485-13.785
Band 35 13.785-14.085
Band 36 14.085-14.385

Table 1. MODIS 밴드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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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

Repeat Cycle Period Altitude Inclination
16 days 98.88 minutes 705 km 98.1  〫

Type Equatorial Crossing
Near-polar, sun-synchronous 10:30 a.m.(Terra) 1:30 p.m.(Aqua)

Dimensions 2.7 m × 3.3 m × 6.8 m(Terra)  2.7 m × 2.5 m × 6.5 m(Aqua)
Mass 5,190 kg(Terra)  2,934 kg(Auqa)
Power 2,530 W(Terra)  4,600 W(Aqua)

Design Life 6 years
Launched Dec, 18, 1999(Terra) May, 4, 2002(Aqua) 

Table 2. Terra와 Aqua의 특성(NAS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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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빙지대

남극에는 최대 100만년 정도로 오래된 빙하가 2,000m 이상 두께로 쌓여있고, 이 

빙하는 중력에 의해 천천히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르면서 결국 바다로 떨어진다. 

하지만 빙하가 이동하는 방향 앞에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에는 빙하는 더 

이상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지 못하고 뒤에서 밀려오는 힘에 의해 표면으로 상승하

게 된다. 표면으로 노출된 빙하는 남극의 여름 동안 태양빛에 의해 증발한다. 또한 

남극대륙은‘cold desert’라고 불릴 정도로 건조하고, 빙하의 흐름을 막는 산맥 

옆은 바람이 매우 강한 곳이기 때문에 빙하는 승화하게 된다. 이렇게 빙하가 증

발·승화 하면서 아래 부분의 얼음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때 남극 곳곳에 낙하한 

후 빙하에 포획되어 함께 이동하던 운석은 표면의 빙하가 깎여 나가고 난 그 자리

에 남게 된다. 아래 부분의 얼음은 압력에 의해 압축되어 태양빛을 산란시켜 엷은 

푸른색을 띠게 되는데 이를 청빙(blue ice)이라 부른다.

남극에서 운석은 빙하의 흐름이 막히는 산맥 옆 청빙지대에서 찾을 수 있다(이종

익, 2012). (Fig 1.) 은 청빙지대의 형성 원리와 운석이 노출되는 과정을 잘 나타

내 주고, (Fig 2.) 는 실제로 남극대륙 Frontier Mountains의 청빙지대에서 운석을 

발견한 사례이다.

Fig 1. 청빙지대에서 운석의 운반 및 노출 과정 Cassid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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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ontier Mountains 청빙지대에서 운석의 발견 사례 Folc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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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정

3.1 연구지역

남극은 지구의 최남단에 있는 대륙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다. 면적은 

약 1,440만 km²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이어 다섯 번째

로 큰 대륙이다. 남극의 약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이 얼음은 평균 두께가 

1.6km에 이른다. 또한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으로, 해안의 강수량은 겨우 

200mm에 불과하고 내륙은 더욱 적다. (장순근 외, 2003)

각국은 남극대륙에 관측 기지를 설치하여 남극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국제지구관측년 이래로 미국의 맥머도 기지, 러시아의 벨링즈하우즌 기

지, 중국의 장성(長城) 기지 등 46개 기지가 건설되어 있는데, 그중 맥머도 기지

(McMurdo Station)는 동남극대륙의 로스해(Ross sea)에 면한 로스섬 북단에 있는 

남극 최대 규모의 관측기지이다. 남극관측, 내륙기지 및 답사대에 대한 지원과 보

급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우리는 이 맥머도기지 주변의 청빙지대를 연구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가 개발한 정규청빙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맥머도기지의 실측 기상자료와 비교·분석했다.

Fig 3. 위성영상으로 본 맥머도 기지(McMurdo station)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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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ODIS 자료획득 및 영상처리

MODIS는 영상보정, 대기, 육지, 극지, 해양 등의 관측에 중요한 약 40개의 자료

(MOD1~MOD40)를 생산하는데, 다중 데이터의 유형을 지원할 수 있고 간편하고 구현

이 쉬운 HDF_EOS(Hierarchical Data Format) 형태로 제공된다. NASA에서는 MODIS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level 1, 2, 3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level 1 과 모든 

level 2 자료는 위성으로부터 약 5분 단위로 연속적으로 얻어지는 자료를 granule

로 저장한다(홍석영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들 중 Terra와 Aqua 위성으로부터 육지(land) 연구를 위

하여 만들어진 MOD09 및 MYD09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level 1 자료의 복사량 

값을 분광반사율로 변환해주어 대기의 영향을 줄여준 자료이다. 이 자료는 250 m, 

500 m 두 종류의 공간해상도로 제공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500 m 자료를 사용하였

다. NASA의 LAADS Web (Level 1 and Atmosphere Archive and Distribution System) 

사이트에서 연구 대상 영상을 검색한 후 자료를 요청하였다. 극지방의 MOD09 자료

는 연간 1000~1200개의 파일이 저장되는데, 기상자료가 풍부한 맥머도 기지(동경 

166°37', 남위 77°51')를 포함하는 구간의 자료를 Terra 및 Aqua 위성으로부터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획득했다.

남극지방의 3월~9월은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하는데, 광량이 매우 적어 광학영

상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대기가 불안정하거나 운량이 많을 경우 분석의 오

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 연구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총 83장의 영

상자료를 연구에 이용하였는데 이는 (Fig 4.)와 같다. 

위성영상은 촬영한 각도에 따라 피사체의 형태가 변형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획득한 모든 영상을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정

할 필요가 있다.(Fig 5.)에 나타낸 전처리 과정과 같이 획득된 자료를 USGS의 

MRT(MODIS Reprojection Tool)을 이용하여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 하였

다. 자료를 가시광선~중적외선의 7개 band로 (Table 3.) 구성하여 중합 후, 맥머도 

기지 인근의 청빙지대를 연구지역을 설정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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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연구에 이용한 영상의 갯수

Fig 5. LAADS Web에서 획득한 자료의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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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연구에 사용된 MODIS band
Band Science Data Sets Wavelength Data Type Valid Range

1 500m Surface Reflectance Band 1 620~670 nm 16-bit signed integer -100~16000

2 500m Surface Reflectance Band 2 841~876 nm 16-bit signed integer -100~16000

3 500m Surface Reflectance Band 3 459~479 nm 16-bit signed integer -100~16000

4 500m Surface Reflectance Band 4 545~565 nm 16-bit signed integer -100~16000

5 500m Surface Reflectance Band 5 1230~1250 nm 16-bit signed integer -100~16000

6 500m Surface Reflectance Band 6 1628~1652 nm 16-bit signed integer -100~16000

7 500m Surface Reflectance Band 7 2105~2155 nm 16-bit signed integer -100~16000

Fig 6. 연구지역으로 설정한 맥머도 기지 인근의 청빙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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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ODIS 영상에서의 청빙분류

 (a) 12년 11월 28일 연구지역과 주변 영상     (b) RGB-composition을 통해 분류한 영상
Fig 7. 원본과 RGB-composition 영상의 비교

  

왼쪽(Fig 7. a) 연구지역과 그 주변 영상에서 바다, 구름, 육지, 유빙, 청빙, 눈 

등이 구분이 되지만 청빙이 부각되어 분류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청빙을 

좀 더 뚜렷하게 인식하기 위해 RGB-composition을 사용했다. 오른쪽(Fig 7. b) 영

상에서는 먼저 구름에서 반사율이 높은 중적외선(2.105 ~ 2.155 ㎛)을 적색으로 나

타내고, 청빙과 눈을 더 뚜렷하게 분류하기 위해 근적외선(0.841 ~ 0.876 ㎛)과 청

색파장대역(0.459 ~ 0.479 ㎛)을 녹색과 청색으로 나타내 주었다. 그 결과, 구름은 

적색으로 분류가 되고, 눈은 사이언색 그리고 청빙은 진청색으로 분류가 되었다. 

원본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청빙이 더 명확하게 분류가 되었고, 그 외에 바다, 육

지, 유빙 또한 더욱 명확히 분류가 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청빙지대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RGB-composition의 영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청빙의 분포지역이

나 상대적 밀집도를 확인 할 수는 있으나, 가시적으로 분류된 자료를 정량적인 값

으로 추출하거나 통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영상을 

수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중 감독분류법을 이용하여 영상에서 청빙을 분류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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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2년 11월 28일 연구지역과 주변 영상          (b) 감독분류를 통해 분류한 영상
Fig 8. 원본과 감독분류 영상의 비교

  

감독분류는 비슷한 분광특성을 갖는 지역을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그룹화 하여 서

로 다른 지형 및 지역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감독분류를 통해 분류한 영상(Fig 8. 

b)에서 구름이 분포된 부분을 육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빙하 중 적게 분포된 일부의 

청빙지대를 그 인근 빙하까지 청빙으로 분류하여 대부분을 청빙으로 분류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감독분류의 결과가 좋지 못한 이유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그룹화를 시켰기 때문에 연구자의 분류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

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구름은 떠 있는 고도에 따라 반사율이 달라지는데 MODIS 

영상의 분광해상도 특성상, 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세분화시켜 분류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감독분류는 결과가 좋지 않으며 한 개의 영상

을 정확히 분류하는데 비효율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RGB-composition 방법과 감독분류로는 청빙의 분포 

및 상대적 밀집도를 정량화 된 수치로 나타낼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분류하고자 하는 각각의 지형 및 지역을 서로 다른 분광반사율의 

특성을 이용하여 청빙의 분포 및 상대적 밀집도를 정량화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는데, 이 지수의 이름을 정규청빙지수(NDBI)라 명명하고 연구

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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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규청빙지수(Normalized Difference Blue-ice Index)의 개발 및 적용

청빙의 분포 및 상대적 밀집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정규화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참고했

다(식 (1)).




 … (1)

위 식은 근적외선(0.841 ~ 1.250 ㎛)과 적색파장대역(0.620 ~ 0.670 ㎛)의 합과 

차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 식을 분석해보면 가시광파장대역의 값이 근적외선 파장

대역에 비해 반사율이 낮고, 두 파장대역의 반사율 차이가 클수록 NDVI값은 양수로 

나타나고, 높게 나타난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NDBI수식을 만들기 위해 2012년 11

월 28일 Terra-MODIS 영상에서 청빙과 눈, 그리고 구름의 분광반사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분석한 후, NDBI수식을 개발했다.

Fig 9. 연구지역 영상에서 추출한 청빙, 눈 그리고 구름의 분광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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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을 보면 청색파장대역(0.459 ~ 0.479 ㎛)에서의 반사율이 청빙, 눈 그리

고 구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며 비슷한 값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청색광파

장대역을 NDVI의 근적외선영역처럼 사용했다. 또 그래프에서 근적외선영역(0.841 ~ 

0.876 ㎛)에서의 반사율을 보면 눈과 구름은 여전히 반사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청

빙은 반사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므로 이 근적외선영역을 NDVI의 가시광 파장영역

처럼 사용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

식 (2)를 보면 청색파장대역과 근적외선의 합과 차의 비율로 나타나며 값은 단위

가 없는 -1에서 1의 범위이다. 이를 분석하면 근적외선의 값이 청색파장대역에 비

해 반사율이 낮고, 두 파장대역의 반사율 차이가 클수록 NDBI값은 양수로 나타나

고, 높게 나타난다. NDBI식을 영상에 적용시켰을 때 (Fig 9.)에서 청빙의 분광반사

율을 보면 눈과 구름에 비해 근적외선에서 반사율이 낮고, 두 파장대역의 반사율 

차이가 크다. 따라서 청빙의 NDBI값은 양수이고 높게 나타난다.

Fig 10. NDBI를 적용시켜 청빙을 분류한 연구지역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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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NDBI를 적용시켜 청빙을 분류한 영상이다. 영상에서 NDBI값이 높을

수록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낮을수록 노란색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청빙의 분포

를 잘 나타내 주며 청빙이 많이 노출된 곳 일수록 NDBI값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영상을 보면 청빙지역 외에 육지나 눈은 NDBI값이 0에 가깝거나 음수

로 나타난다. 청빙은 비례식에서 양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0 이하의 값은 제거해 주

었다.(Fig 9.)

Fig 11. NDBI의 임계값을 설정하여 청빙을 분류한 연구지역 영상

(Fig 11.)를 보면 (Fig 10.)과는 다르게 NDBI값의 임계값을 0.2이상으로 설정했

으며, 그 결과 영상에서 청빙지역의 NDBI값만 추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DBI

를 이용한 청빙지역의 추출은 RGB-composition이나 감독분류와는 다르게 청빙지역

의 위치와 상대적 밀집도를 정량적으로 추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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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2012년 시기별 NDBI의 시계열적 변화

(Fig 12.)을 보면 연구지역에서 각 시기별 청빙의 노출 정도와 상대적 밀집도의 

변화에 따라 NDBI값의 분포도 함께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NDBI를 청빙지역을 찾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연구지역 주변 지역에도 적용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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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연구지역 외 청빙지대를 추출한 영상

Fig 14.  남극청빙지대 운석 발견사례

연구지역 외에도 청빙지대가 있는데 연구지역과 마찬가지로 NDBI를 통해 청빙의 

위치와 상대적 밀집도를 추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3.). 또 이렇게 추출된 

지역에서 실제로 운석이 발견된 사례이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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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해석

Fig 15. NDBI와 풍속의 상관도

청빙지대 생성원리에서도 언급 했듯이 산맥을 따라 부는 강한 활강풍에 의해 빙

하가 승화하고 청빙이 더 잘 노출 되어 서로 비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추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NDBI와 풍속의 상관계수는 R = -0.27로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구지역과 풍속이 측정된 맥머도 기지와는 약 

30km이상의 거리차이가 있었고, 풍속은 시·공간적으로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맥머

도 기지의 실측자료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 바람은 계곡이나 

산맥 사이로 집중되면서 풍속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 풍속은 방향을 나타내지

도 않을뿐더러, 풍향의 변화와 변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측도 불가능하다. 따

라서 연구지역과 맥머도 기지의 실측자료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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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NDBI와 적설량의 상관도

NDBI와 적설량의 상관계수는 R = - 0.71로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은 청빙에 비해 NDBI값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적설량이 증가하면 NDBI값이 감

소할 것 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빙하와 눈이 강한 활강풍

이나 태양복사에 의해 승화·증발되어 청빙이 더 잘 노출된다는 청빙지대 형성원리

와도 잘 부합한다. 또한 적설량의 최솟값은 52.9cm이고, 최댓값은 53.8cm로 최대변

화량이 0.9cm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풍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공간적인 

변화량이 적게 나타나므로 연구지역과 맥머도기지 실측자료와 관련되어 서로 연관

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적설량이 변화한 요인은 바람과 태양복사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빙하의 경사와 지형, 습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 되

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다양하고 정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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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NDBI와 기온과의 상관도

NDBI와 기온의 상관계수는 R = 0.68로 비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복

사가 증가하면 기온이 증가하고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빙하의 증발량이 증가한다. 

그에 따라서 청빙의 노출이 증가되며 NDBI값도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기온은 연구

지역과 맥머도기지 자료 실측지점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

는 태양복사는 30km정도의 거리에서 차이가 거의 없고, 지형이나 지열, 혹은 인공

적인 열원과 같은 다른 국지적인 요인으로 인한 요소가 있지만 이 온도자료는 지표

면에서 3m 높이에서 측정한 자료로 앞서 말한 요소들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기온도 NDBI-풍속 상관도와 마찬가지로 청빙지대의 형성원리

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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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현재 운석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연구자들의 청빙에 대한 관

심도 증가하고 있다. 운석탐사 자체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청빙의 분포위치나 상대

적 밀집도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청빙연구에 관심을 갖

게 되었고, 청빙지역의 위치와 상대적 밀집도를 정량화 시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MODIS 자료를 획득한 후, RGB-composition을 이용하여 청빙지역을 분류하려 

했으나 정량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그 후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감독분류를 

수행하여 청빙의 분포와 상대적인 밀집도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려 했으나 만족할 

만한 정확도로 분류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규화식생

지수(NDVI)의 개념을 참고한 후 청빙의 분광반사율 특성을 분석하여 정규청빙지수

(NDBI)를 만들었다. NDBI를 통해 영상에서 청빙을 분류한 결과 NDBI값은 0.2이상으

로 나타났고, 청빙의 분포위치나 상대적 밀집도가 잘 나타났다.

그 후에 연구에 사용한 NDBI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지역으로부터 약 30 km 떨어진 맥머도기지의 기상자료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NDBI

와 풍속은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적설량에는 반비례, 기온과는 비례관계인 것을 확

인했다. 연구지역과 실측 기상자료의 측정지점은 약 30 ㎞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설량과 기온은 시·공간적으로 차이가 적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 자료

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풍속은 시·공간적인 변화가 크고, 실측지점

과 연구지역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을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했다. 

이처럼 청빙지대의 형성원리로부터 청빙의 노출정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것으

로 생각되는 풍속, 적설량 그리고 기온이외에도 그곳의 지형, 빙하 속도, 얼음 두

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NDBI의 값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관측이 필요하다. 또한 NDBI가 청빙에 대하여 효과

적인 알고리즘인지 검증되기 위해서 다양한 청빙지역에서의 적용이 요구된다. 향후 

NDBI를 이용하여 청빙지대 위의 적설량 변화를 유추하는 등 청빙을 연구하는 연구

자들에게 이 NDBI가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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