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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바다를 덮고있는 얼음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

- 극지연, 새로운 ‘북극 해빙(海氷) 두께 추정 방법’ 개발…

20년 전 변화도 추정 가능 -

북극 바다를 덮고있는 얼음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

- 극지연, 새로운 ‘북극 해빙(海氷) 두께 추정 방법’ 개발…

20년 전 변화도 추정 가능 -

북극 바다를 덮고 있는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국내 연구팀이 개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북극 해빙(海氷)의 두께를 추정하는 기존 방법의

한계를 크게 개선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지난 달(10월) 국제 학술지 

<대기와 해양기술(Journal of Atomospheric and Oceanic Technology)>에 발표

했다고 밝혔다.

   * “수동형 마이크로파 위성 관측을 이용한 겨울철 북극해빙의 해수면 위 총 높이 추정”(‘22.10.27)

해빙(海氷)은 북극으로 유입되는 태양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거울판’ 역할을 한다.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해는 더 많은 

태양빛을 흡수하게 되었고, 이렇게 따뜻해진 북극의 바다와 대기가 한반도

를 포함한 중위도에 영향을 미쳐 한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해빙의 면적은 곧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판’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 거

울판의 크기는 지구의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한 해빙 면적의 관측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9년 관측 결과로 지난 40년간 북극 해빙 면적의 약 40% 줄어들었

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빙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면적뿐만 아

니라 두께 정보가 필수적이다. 두꺼운 해빙은 천천히, 얇은 해빙은 더 빨리 

녹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위성은 해빙의 위 표면만 직접적으로 볼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확한 해빙의 두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다.

기존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극지연구소 김현철 

박사 연구팀은 새로운 두께 추정 방법을 개발했다. 해빙이 두꺼울수록, 해

빙에서 방출되는 마이크로파는 더 긴 구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더 많이 퍼

지게 된다(산란정도가 강해진다). 따라서 마이크로파 신호를 수신하는 위성

으로 해빙의 산란정도를 알게 되면, 역으로 해빙의 두께를 추정할 수 있

다. 북극 바다를 덮고 있는 해빙의 광범위한 두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해빙 두께 추정 방법은 과거 다른 위성에서 확보한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여 년 전부터 

관측을 수행한 위성자료로, 새로운 해빙 두께 추정 방법을 사용하면 지난 

약 20년간의 겨울철 북극해빙 두께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면적 위주로 이루어졌던 북극 해빙의 관측 

범위를 두께로 확장시켜 해빙의 부피 변화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추정 방법으로 수면 아래에 있는 해빙의 부피까지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라 북극 해빙의 부피가 얼마나 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구팀은 앞으로 특히 여름철 북극 해빙의 두께를 산출하는 데 관련 



기술을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여름철은 북극 해빙이 더위로 가장 많이 녹기

때문에 두께 변화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기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주

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늦어도 2050년

에는 여름철 북극해빙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두께 추정

방법을 활용하면, 여름철 북극해빙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극지연구소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북극 연구에 꾸준히 매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극 해빙 두께를 계산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기후변화가 북극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투과ᆞ산란 모식도

위 그림은 같은 두께의 해빙에서 주파수별 밝기온도(인공위성의 관측 신호를 온도 단

위로 변환한 수치)를 나타내며, 해빙은 밝기온도가 높을수록 산란정도(파장이 퍼지는 

정도)가 큰 특성을 가짐

따라서 특정 주파수에서 관측한 밝기온도를 통해 산란정도를 알 수 있음

A해빙(얇은 해빙)과 B해빙(두꺼운 해빙)의 두께를 비교할 때,

①A해빙에서 주파수1, 주파수10에 해당하는 산란정도의 차이( (산란A10)-(산란A1) )

②B해빙에서 주파수1, 주파수10에 해당하는 산란정도의 차이( (산란B10)-(산란B1) )

를 비교

해빙이 두꺼울수록, 같은 주파수에서 투과길이가 더 길어지므로 각 주파수에서의 산란 

정도가 증가함 

이에 따라 주파수별 산란정도 차이가 더 큰 경우, 더 두꺼운 해빙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해빙 사이의 산란정도의 차이와 실제 해빙 두께 사이의 관계를 대응시키면 광

범위한 두께 정보 확보가 가능함



참고 2  산출된 겨울철 북극 해빙 월평균 고도와 기존 자료 비교

2018.11.~2020.03. 중 겨울철 북극 해빙 월평균 고도 (해수면 위에 노출된 부분) 비교. 

<기존방법> 인공위성 고도계를 통해 측정한 자료는 구름 등으로 관측이 어려운 공간이 

발생, 두께도 고도계가 있는 인공위성과 직접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만 추정 가능하며, 

고도계 관측은 관측 공백 시기가 다수 존재

<개선된 방법> 수면 위 해빙의 높이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고도계의 관측 공백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20년간의 장기간 해빙 두께 추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