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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 SaTellite remote sensing on west Antarctic ocean Research (STAR)

Ⅱ. Goal of R&D

◯ Understanding variations on west Antarctic ocean using satellite remote sensing

Ⅲ. Contents and Extent of R&D

◯ ACC frontal features and sea ice dynamics research using satellite data and numerical 
models

◯ Ocean color based chlorophyll (primary production) monitoring
◯ pCO2 and net community production monitoring
◯ Ocean RS algorithm assessment on west Antarctic ocean
◯ Polar remote sensing method development and new technique research 

Ⅳ. R&D Results

◯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Antarctic
◯ Obtaining remote sensing technology f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 Development of Antarctic ocean circulation and sea ice model

Ⅴ. Expectation and Effect of R&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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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climate on the remote earth
- understand of cryosphere on the ocean
-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program on the southern ocean 

◯ Development of applicable remote sensing technique
- effective interdisciplinary research (eg. cryosphere, polar biosphere)

◯ Effective response to the rapid climate change
- sustainable earth and better human life

◯ Korea-led satellite remote sensing for the remote earth
- development of satellite for polar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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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 ICSU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2012에서 “미래의 지구 (Future

Earth)”를 향후 10년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구 주제로 설정하면서 전 지구 환경

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연구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제1차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2007-2011)”을 2007년부터

수행하였으며, 남극연구활동의 역량과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극지인프라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2021년까지 “남극연구활동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목표로 설정, 2012년부터

시작한 “제2차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2102-2016)”의 단계별 목표는

글로벌 남극연구 기반 구축과 우수연구성과 창출로 극지기후변화 연구와

응용연구 및 극지융·복합연구를 추진하기로 함.

◯ 국가남극정책의 14대 중점 추진과제 중, 5대 실천 목표 중 하나인 “남극연구활동

활성화”에, 4번째 중점 추진과제 “극지인프라 활용연구 활성화 – 아라온호

활용연구 강화”와, 5번째 중점 추진과제 “융합극지연구 발굴 – 융합연구 신규

발굴 및 활성화”가 선정되어 있음.

◯ 극지연구소 연구발전전략 2025는, 중점연구영역으로 “미래탐구”에 원격탐사 기술

부분을 선정하였으며, 극지연구분야로 미답지 조사를 통한 미래과학기술 문제 해결

및 미래지향 기술개발을 추진 예정임. 또한, 새로운 연구영역 발굴을 위해 중장기

관점의 투자 확대를 3대 영역별 추진 방향에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국제이슈 대응 영역에 지구시스템 상호작용 연구 및 기후변화예측 및

대응연구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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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빙연구선과 남극세종과학기지 및 장보고과학기지 등의 기반은 극지연구소를

국제사회의 핵심기관으로 부상시켜주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광역 규모의 중장기

환경변화 관측 연구 부재로 전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남극해에서 해빙변화 해역을 대상으로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극지선진국과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됨.

◯ 남극에서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연구 분야 발굴 필요함.

◯ 원격탐사는 지구규모의 환경변화에 대해 원격지간 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실시간

관측하고, 특정 지역을 중장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과학 기술로 극지연구소가

보유한 기반과 연계한 연구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및 “미래의 지구”에

대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술임.

◯ 극지해빙의 원격탐사는 NASA나 ESA 등 선진국 주도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2013년 8월) 극지해빙 원격탐사가 가능한 KOMPSAT-5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향후 한국주도형

극지원격탐사연구가 가능하게 됨.

◯ 남극해는 해양학 연구와 기후연구에 아주 중요한 곳임. 전 세계 해양의 약 1/5을

차지하는 규모와, 태평양과 대서양 등 다른 대양과 직접적인 연결로 지구 규모의

해수 순환과 기후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지구온난화에 의한 극지의 해빙(解氷)은 열염순환에 의한 대양순환 (Great

Conveyer Belt)의 중단 및 변동을 초래하여 기상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과학자들의 예견도 있음.

◯ 남극해는 가혹한 기상조건에 의해 현장조사가 쉽지 않음. 남극대륙 연안은 연중

얼음으로 덥혀 있고, 해빙 (解氷)이 시작되는 11월 에서 3월 사이만 현장관측이

가능함. 한국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극대륙 주변해역에서

지속적인 현장 관측이 쉽지 않음.

◯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인 해색원격탐사 자료가 18년 이상 축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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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등 각국의 기관에서 차세대 해색센서를 계속 개발 중임.

그림 1.1.1. 대양순환과 연결된 남극해 그림 1.1.2. 남극순환류 변동

◯ 남극해에서 해색원격탐사를 이용한 연구는, 중장기 기후 변동에 의해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남극해 생태계의 변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표면의 온도와 강우 변화는 빙하 및 해빙의 총 질량 및

면적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빙하 및 해빙의 변화 특히 이동 경로

및 속도의 주기적인 감시 연구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 연구에 중요한 부분임.

◯ 극지는 현장 관측보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가 효율적임. 하지만 연중

6개월 이상 밤이 지속되기도 하며, 종종 구름이 덮여 주야/기상 조건에 제약이

따름.

◯ 따라서 이러한 제약 조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마이크로파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능동형 센서(active sensor)가 매우 유용한 원격 탐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능동형 마이크로파 센서에는 altimeter, scatterometer, real aperture radar (RAR),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센서를 탑재한 극궤도

위성은 극지역의 빙하 및 해빙 면적 추정, 이동 변화 감시에 대한 높은

공간해상도를 지닌 신뢰도 높은 원격 탐사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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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 자료 중 가시영역과 근적외선 영역을 동시에 측정하는 위성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생태환경을 정량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식생지수의 산출이

가능함.

◯ 고해상도 자료를 활용할 경우 남극기지 주변의 생태환경변화를 자세히 관찰 할 수

있음. 이를 이용하여 남극기지 주변의 내륙 및 해양지역의 생태환경의 변화특성

파악이 가능함.

◯ 또한, 기상환경 및 대기환경(오염요소)들이 이러한 생태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후변화와 생태환경변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5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인공위성원격탐사는 1959년 Vanguard-2 위성관측 이후 기후시스템 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NASA는 과거 20여 년간의 위성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남극대륙 주변의

해빙변화와 엘니뇨사이에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미국은 폴리냐에서의 해빙변화가 해양생태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해색원격탐사와 현장관측을 통해 식물플랑크톤 군집 변화와 남극해 이산화탄소의

흡수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NASA는 최근 5년간의 남극 환경변화연구에서 인공위성 원격탐사와 정밀한 현장

계측을 통해 Pine Island Glacier의 감소 변화에 따뜻해진 해양의 중요한 역할을

규명함.

◯ 위성원격탐사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연구에 필요한 원격탐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측정밀도 개선 및 인공위성원격탐사를 이용한 효율적인 기후변화

관측 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각국의 기지에서 원격탐사 기반 다학제적 연구수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 생태계변화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음.

◯ International Polar Year(IPY)는 2007년 3월 극지역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국제공동 연구를 위해 창설되었음.

◯ IPY는 처음으로 과학자들에게 각종 다양한 위성 원격 탐사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혁신적인 원격 탐사 처리 기술을

통해 극지 전역에 대한 상세한 변화 감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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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은 IPY 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위성 원격 탐사 자료 축적과 이를 통한 효과적인 지구 관측 임무를 위해 Space

Task Group(STG)를 구성하였음.

◯ IPY Space Task Group (STG)는 위성 운영뿐만 아니라 자료 수신, 처리, 배포

개념을 모두 포함함. 특히 STG에서 주로 수행하는 위성 SAR 자료 관측은

주야/기상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극지역의 체계적인 빙하 및 해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캐나다(CSA: Radarsat-1/2 위성 보유), 독일(DLR: TerraSAR-X/TanDEM-X 위성

보요), 유럽(ESA: ERS-1/2, Envisat, Sentinel(예정) 위성 보유), 일본(JAXA:

ALOS, ALOS-2(예정) 위성 보유), 미국(NASA), 이태리(ASI: COSMO-SkyMed

위성 보유) 등 세계 주요 항공우주국 중심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극지역에서의 빙하 표면 이동 속도 관측

- 해빙/빙하 이동 및 변화 탐지를 위한 주기적 고해상도 SAR 영상 지도 제작

-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은 관심 지역(Super sites)에 대한 다양한 자료 집중 관측

◯ 원격탐사 기반 극지연구는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사례 없음.

◯ 2001년 해양연구원에서 드레이크 해협 조사에 해수 광학 특성 부분 수행, NASA의

표준 엽록소추정 알고리듬이 드레이크 해협에서는 엽록소 농도를 과소추정

(엽록소농도가 0.5mg m-3이상일 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함 (김현철 등).

◯ 2010년 Scotia Sea주변에 대한 해색위성활용 연구가 단편적으로 수행되었음.

◯ “인공위성원격탐사와 아라온을 이용한 극지방 해빙 변화 규명”이라는 제목의

연구가 2010-11년 북극해역을 중심으로 수행됨. 원격탐사기반 아라온호 활용방안을

제시함 (김현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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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을 활용한 극지기후시스템간 상호 작용 연구(2008-2010)”라는 seed형

과제가 기초기술이사회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북극스발바드를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 원격탐사와 다학제간 협동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함 (김현철 등).

◯ 극지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아라온기반 남극 결빙해역 생태계와

해양순환변동연구”에서 아문젠해 해색위성자료 검보정을 위한 현장관측이 2차례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폴리냐에서 해색위성자료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현장관측이 필요함을 제기함 (김현철).

◯ 원격탐사를 활용한 극지역 해양기후환경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다학제간 협동 연구 추진 및 개발이 필요함.

◯ 선진국대비 국내 극지 원격탐사기술의 현실은 그동안 다학제간 연구(원격탐사 활용

및 검보정)를 추진할 연구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임.

◯ 미래기술 개발이라는 극지(연) 연구발전전략2025를 바탕으로 국내 극지원격탐사

인력 발굴 및 극지활용가능 선진기술을 개발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 KOMPSAT-5 (SAR) 및 KOMPSAT-2,3을 운용하는 항공우주연구원(KARI)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극지원격탐사 기술 발전을 가져 올수 있음.

◯ 대용량 원격탐사 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는 국제 선도 분야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정보기술 연구원(KISTI)과 협동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료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고속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처리 기술 개발이

가능 할 것임.

◯ 극지역이라는 연구 도메인과, 기후변동이라는 전 지구 규모현상 연구를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쇄빙연구선을 활용한 한국주도형 남극해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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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Glaciological Society (IGS) 회원으로 극지 빙권연구에 활발한

University of Delaware 의 Sea ice program 의 리더인 Cathleen Geiger는

극지연구소와 아라온호와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남극해 빙권 공동연구를 본

과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함 (Letter of Collaboration 첨부).

◯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의 Laboratory for Remote Sensing and

Geoinformatics (LRSG)에서 원격탐사를 이용한 남극해 빙권 연구와 모델을 이용한

해빙 연구에 대해 극지연과 본 과제를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함 (Letter of

Collaboration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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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2014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서남극해 ACC 변동성 특성

분석

╶ 해빙에 의한 남극해 변동

수치모델 구현을 위한 기반

설계

25 %

╶ 서남극해 ACC climatology

╶ 해빙에 의한 남극해 변동 수치

모델 구현을 위한 시스템 기반

설계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폴리냐 변동 분석

45 %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폴리냐 변동 분석

╶ 전문 인력 충원

╶ 전문가 워크숍

╶ 국내학회 발표 2건

3.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서남극해 RS 알고리듬 분

석

30 %

╶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극지해 RS 알고리듬 분석

╶ 국내외학회발표 2건

2차년도 2015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서남극해 ACC 변동성 연구

╶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현

25 %

╶ 서남극해 ACC PF의 연간 변

동성파악

╶ XCTD를 이용한ACC 구조 관

측

╶ Hindcasting 수치모델 시스템

구축

╶ 관련 논문 1편

╶ 국내외학회발표 1건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 해빙/빙하 특성 연구

╶ 폴리냐 시공간 변동 분석

45 %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해빙/빙하 특성 연구 (이동 방

향/속도 추정, 정밀 지형 고도

계산, 표면 특징 분류 추정)

╶ 영상 레이더 응용 연구

╶ 폴리냐 시공간적 특성 연구

╶ 폴리냐 물리-생물 상호작용

╶ 관련논문 2편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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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학회발표 2건

3.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서남극해 RS 알고리듬 분

석

30 %

╶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수온, 바람, 광량 위성자료 분

석

╶ SOM 알고리즘 개발

╶ 순군집생산력 시간변화 재현

╶ DMS분석법 개발

╶ 생물-광특성 연구

╶ 다학제간 RS 융복합 연구

╶ 관련논문 1편

╶ 국내외학회발표 1건

3차년도 2016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서남극해 ACC 연간 변동성

연구

╶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현

25 %

╶ 서남극해 ACC PF의 연간 변

동성파악

╶ XCTD 분석을 통한 ACC 구조

관측

╶ Hindcasting 수치모델 시스템

구축

╶ 관련 논문 1편

╶ 국내외학회발표 1건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빙권의 변동 특성 분석

╶ 폴리냐 시공간 변동 분석

45 %

╶ 해빙의 이동의 특성 분석

╶ 고해상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해빙 표면 특징 추출

╶ 영상 레이더 응용 연구

╶ 관련논문 2편

╶ 국내외학회발표 2건

1.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표층해양생태계의 시공간

분포 이해

╶ DMS 분포관측

╶ 해색자료 활용을 위한 중장

기 변동성 연구

30 %

╶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SOM을 이용한 순군집생산력의

시공간 변화 추정

╶ MIMS를 이용한 DMS 연속측

정법 개발 및 현장관측

╶ 다학제간 RS 융복합 연구

╶ 관련논문 1편

╶ 국내외학회발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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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비

(직접비)

1년차

(2014)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1-1. 서남극해 ACC 변동성 연구

◯ 서남극해 ACC front 정의 알고리듬 개발

◯ 과거 30년 표층 수온자료 확보
180,000

1-2.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현

◯ 수치모델 구축을 위한 시스템 기반설계

◯ 수치모델 안정화 수행

2. 해빙변동 특성 이

해

2-1.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해빙위성자료 수집 및 분석

◯ 극지 영상레이더 자료 이용 핵심기술 연구 수행

◯ 국제공동연구 기반 마련 324,000

2-2. 폴리냐 변동 분석

◯ AMSR-E 자료를 이용한 폴리냐 변화 추정

◯ 폴리냐에서의 물리-생물 상호작용 기반기술 연구

3. 표층해양생태계(일

차생산력) 특성 이

해

3-1.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남극해 해색위성자료 수집 분석(SeaWiFS,

MODIS) 및 식물플랑크톤분포 시계열 분석(대서

양, 태평양, 인도양)

◯ 기후 인덱스와 비교 분석

216,000

3-2. 서남극해 RS 알고리즘 분석

◯ 아라온호 관측 수행 (생물-광학 특성 측정), 서남

극해 해색 RS에 대한 CDOM의 특성 분석

◯ 서남극해 이산화탄소 및 순군집생산 자료의 해색

인공위성자료-인공신경망실험기법 개발 완료

◯ 순군집생산 시간 변화 재현을 위한 최적화 작업

진행

◯ 2011-2014년 간 뉴질랜드-남극대륙 해역 자료 정

리

계 720,000

2년차

(2015)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1-1. 서남극해 ACC 변동성 연구

◯ 인공위성관측 SST자료를 활용한 ACC PF변동성

관측

200,000

2.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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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비

(직접비)

◯ Araon 운항중 XCTD를 이용한 ACC 구조관측

1-2.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현

◯ 1°×1° 전 지구 해양수치모델 구현 및 결과 분석

◯ 0.25°×0.25° Hindcasting 전 지구 해양수치모델 시

스템 구축

2. 해빙변동 특성 이

해

2-1.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해빙/빙하의 특성연구 (이동 방향/속도 추정, 정밀

지형 고도 계산, 표면 특징 분류 추정)

◯ 해빙변동특성이 ACC PF 변동에 미치는 영향 연

구

◯ 국제공동연구 기반 마련 359,000

2-2. 폴리냐 변동 분석

◯ 폴리냐의 시공간적 특성 분석

◯ 폴리냐에서의 물리-생물 상호작용 연구

3. 표층해양생태계(일

차생산력) 특성 이

해

3-1.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극전선 및 남극대륙 주변해역의 해색 시공간 분포

분석

◯ 수온, 광량, 바람, 해빙 등 기타 물리적 요인자료

분석 240,000

3-2. 서남극해 RS 알고리즘 분석

◯ SOM 알고리즘 개발

◯ 순군집생산력 시간변화 재현

◯ DMS 분석법 개발

계 799,000

3년차

(2016)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1-1. 서남극해 ACC 변동성 연구

◯ 서남극해 ACC PF의 연간 변동성파악

◯ XCTD 분석을 통한 ACC 구조 관측
194,000

1-2.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현

◯ Hindcasting 수치모델 시스템 구축

◯ 해양수치모델 결과 분석

2. 해빙변동 특성 이

해

2-1.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해빙의 이동 특성 분석
3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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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비

(직접비)

◯ 고해상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해빙 표면 특징 추

출

◯ 영상 레이더 응용 연구

2-2. 폴리냐 변동 분석

◯ 폴리냐의 기후변화 반응 연구

◯ 폴리냐 변동성과 물리-생물 상호작용 관계 연구

3. 표층해양생태계(일

차생산력) 특성 이

해

3-1.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순군집생산력의 시공간적 변화 재현

◯ 기후인자와의 상관성 분석

232,0003-2. 서남극해 RS 알고리즘 분석

◯ SOM 알고리즘의 개발 및 최적화

◯ DMS 현장관측을 통한 RS기반 추정 기초자료 확

립

계 775,000

합 계 2,294,000

3.

구분

국외논문 국내논문 특허출원

기타
SCI

(1저자/공동)
기타

SCI

(1저자/공동)
기타 국외 국내

1차년도

(2014)

0

(0/0)
- 1

2차년도

(2015)

5

(2/3)
- 1

3차년도

(2016)

5

(3/2)
- 2

합 계
10

(5/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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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3.1.4. 원격탐사기반 극지기후연구 연구기간 로드맵

1.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남극해 환경 변화 이해를 위해

◯ 남극해의 물리적 경계 및 대양수와의 에너지 교환 역할을 하는 남극해 극전선의 특성

이해가 필요함.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해수온 자료를 이용하여 남극순환류의 과거 30년

특성을 이해하고, 수치 모델로부터 그 메커니즘 과 해빙변동과의 상호 연관성을 찾고자 함.

◯ 남극해의 물리적 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해빙 변동 특성을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마이크로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이해하고, 수치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게 함.

◯ 남극 순환류와 해빙의 진퇴가 이산화탄소 저장고로서의 남극해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생태계(표층/해양 일차 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 변화 추적)를 해색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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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색인공위성자료의 정밀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관측 치를 이용한 새로운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남극해에 적용함으로써 남극순환류의 변동과 해빙 진퇴 사이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아울러 이러한 물리적 변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구성함.

그림 3.2.1. 이론적 배경: 남극해 환경 특성. (a) 남극전선은 대양과 에너지 교환역할을

하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b) 과거 30년간 남극해 표

층 엽록소 농도 분포 변화. 남극해 순환류 (극지선)의 변동은 대양과의 에너지

교환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의한 남극해 환경 변화가 발생함

그림 3.2.2. 원격탐사 기반 극지기후연구-연구개발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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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극지연구소 주도의 연구수행은 남극해 순환류-해빙의

진퇴-해양생태계 사이의 상호 관계 파악에 집중함

◯ 해빙의 특성 중, 폴리냐 및 연안 고착빙 등 해빙 진퇴 관련 부분은 위탁 연구를 통해

수행함

◯ 해색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이해의 범의 확장을 위해 남극해 해색특성 이해 및

생물과학 특성 이해를 통한 해색알고리듬의 정밀도향상을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서 수행함

◯ 원격탐사의 다양한 분야 간 융합 연구를 위해 전문가 풀(전문가 워크숍)을 구성하고, 다양한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남극 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수행함

◯ 원격탐사활용분야 개발을 위해 다학제 간 연구를 수행함: 소내 타 분야와 공동 연구 수행.

그림 3.2.3. 원격탐사기반 극지기후연구-학연협력체계. 극지연구소내 다학제간 융합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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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연구목표
추 진 실 적 및 계 획 연구비

(천원)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14년)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서남극해 ACC 변동성 특성

분석

╶ 해빙에 의한 남극해 변동

수치모델 구현을 위한 기반

설계

180,000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폴리냐 변동 분석

324,000

3.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서남극해 RS 알고리듬 분석

216,000

2차년도

(’15년)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서남극해 ACC 변동성 연구

╶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현

200,000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 해빙/빙하 특성 연구

╶ 폴리냐 시공간 변동 분석

359,000

3.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서남극해 RS 알고리듬 분석

240,000

3차년도

(’16년)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서남극해 ACC 연간 변동성

연구

╶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현

194,000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빙권의 변동 특성 분석

╶ 폴리냐 시공간 변동 분석

349,000

3.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표층해양생태계의 시공간

분포 이해

232,000

3.



- 18 -

╶ DMS 분포관측

╶ 해색자료 활용을 위한 중장

기 변동성 연구

※ 파란색 : 계획 / 붉은색 :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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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수행 결과

1.

◯ 인공위성관측 SSH를 활용한 과거 23년 (1993 - 2015) ACC Front 변동성 관측

╶ 남극전선 변동성 파악을 위한 1981년부터 2016년까지의 AVHRR SST자료 확보 및

분석 (그림 4.1.1).

╶ 기존 AMSR-E SST의 알고리듬으로부터 AVHRR SST자료에 최적화된 알고리듬

개발을 시도함, 그러나 수온의 공간변동성이 커 최적화된 알고리듬 개발 불가 (그

림 4.1.2).

그림 4.1.1. 1982년 1월 1일 (a)과 2016년 1월 1일

(b)　남극해에서의 AVHRR SST

그림 4.1.2. 2016년 1월 1일

AVHRR SST의 표층수

온의 기울기

╶ 남극 전선 정의를 위해 199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평균 SSH를 활용함.

SSH는 Mean Dynamic Topography (MDT) (그림 4.1.3)와 Sea Level Anomaly

(SLA: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Collecte Localisation Satellites

(CLS) 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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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계산됨.

╶ 남극전선의 정의는 월평균 SSH가 –0.61 dyn m 인 지역으로 정의함 (Kim and

Orsi, 2014) (그림 4.1.4).

╶ SSH를 활용 정의된 남극전선의 위치는 기존 SST로부터 산출된 남극전선의 위치

와 매우 유사함.

그림 4.1.3. Mean Dynamic Topography

(MDT)의 공간분포

그림 4.1.4. SSH를 활용 199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평균 남극전선의

위치

╶ 남극전선의 위치는 서남극의 90°W ~ 130°W와 동남극의 45°E ~ 130°E에서 그 변

동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렴대의 동쪽에서 남극순환수 경로의 변동에 의한

남극전선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 4.1.5).

╶ 각 경도별 남극전선의 변동성을 계산결과 서남극해 120°W와 동남극해 120°E에서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해역에서는 그 변화폭이 23년 동안 ±5km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남.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AMSR-E SST로부터 산출된 남극전선의 변동과 매우 유사

하여 이 기간 동안 120°W에서는 남극전선이 북쪽으로 확장, 120°E에서는 남쪽으로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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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변동성에서는 120°E에서는 지속적으로 남극전선이 남쪽

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서남극해 120°W에서의 남극전선은 1993년부터 1998년 까지는 남쪽으로 수

렴,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확장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다시 남쪽으로 수렴되

며, 이후 2011년까지 다시 북쪽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보임.

╶ 이는　MEI (Multivariate ENSO Index)의 변화패턴과 반대 방향으로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2000년부터 2005년까지 MEI가 증가할 때 남극전선은 남쪽으로

수렴하였으며, 이후 2011년까지 MEI가 감소할 때 남극전선은 북쪽으로 확장함.

그림 4.1.5. 199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도에 따른 월평균 남극전선의 변동과 MEI

(Multivariate ENSO Index)의 관계 좌측그림에서 거리는 남쪽 (-), 북쪽 (+)으로 남극

전선의 이동거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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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 PF 구현

╶ 수치모델로 구현한 ACC PF 변동성 파악을 위해 위성자료로 계산한 ACC PF 분포

와 비교함.

╶ 기존, 1993~2010 위성 SSH 자료를 이용하여 PF 변동성 파악 연구 (Kim and Orsi,

2014), -61 (dyn cm)을 PF 경계로 선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치모델 결과를 이

용 PF의 연 변화 파악.

╶ 수치모델로 계산한 기후적 평균위치와 기존연구의 ACC PF위치 비교 (그림 4.1.6).

특히, 수치모델로 재현한 서남극 ACC PF의 분포는 Orsi (1995) 와 Kim and Orsi

(2014)의 결과와 유사함. 수심변화가 급격한 동남극 지역의 ACC PF분포는 Orsi

(1995) 와 Boning et al (2008)의 결과 사이에 분포함

그림 4.1.6. 수치모델로 계산한 남극전선의 위치 및 기존 연구와 비

교. Kim and Orsi (2014) 그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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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자료를 이용한 서남극 PF의 연간 변동성은 60oS 지역에서 나타나며, 수치모

델 또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임 (그림 4.1.7).

╶ 1993~2010년 까지 ACC PF의 변동성은 동남극지역에서는 남하하는 추이이며, 서남

극지역은 변동이 큰 모습을 보임 (Kim and Orsi, 2014)

╶ 1993년부터 2010년까지 PF는 관측 자료와 모델 결과 모두 서남극보다 동남극지역

에서 강하게 남하 (그림 4.1.7).

╶ 수치모델 결과 ACC PF의 변동성은 연변화보다 계절변화가 강함 (그림 4.1.8).

그림 4.1.7. 수치모델로 계산한 남극전선의 연 변화

 

그림 4.1.8. 수치모델로 계산한 남극전선 연 변화와 계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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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 PF 변동과 기후지수

╶ Southeast Pacific 지역에서 PF의 남북방향 변동성이 높은 연 변화를 보이는 이유

는 ENSO와 SAM과 관련 (Kim and Orsi, 2014).

╶ 수치모델결과를 이용하면, 30년 이상의 변동성 규명과 기후인자 변화에 따른 변동

성 규명 가능.

╶ 장기 ACC PF 변동성을 보기 위해, 매월 (1980-2015) 남하거리를 계산하여 비교 

분석함 (그림 4.1.9).

╶ 동남극지역의 ACC PF는 지속적인 남하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서남극지역 특히 

120oW (240oE)에서는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는 경년변동을 보임. 특히 1993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속적인 남하가 아닌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고 있음. Kim and Orsi 

(2014) 결과에서도 서남극지역은 1993-2010년 동안의 남하경향은 0에 가까움.

╶ 2010년 이후 ACC PF의 남하는 동남극에 비하여, 서남극에서 가속화 되고 있음.

╶ 장기 (1980-2015) ENSO 기후지수와 남하거리의 상관관계는 동남극지역에서는 유

의 하지 않으며, 120oW(240oE) -0.49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태평양 지역의 ACC PF는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남하는 +ENSO와 관련됨

(Kim and Orsi, 2014). ENSO 기후지수와 ACC PF 남하거리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기존 연구와 일관된 경향임 (그림 4.1.10).

╶ 수치모델에서도 ACC PF와 ENSO 기후지수와의 상관성을 밝혔으며, 2010년 이후

로의 강한 ACC PF 남하 또한 기후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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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36년간(1980-2015) 경도별 남극전선 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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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 3ENSO지수와 서남극(120oW) ACC PF 남하거리의 비교

◯ 해빙의 계절변동과 남극연안해류의 관계

╶ 인공위성으로 산출된 해빙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해빙밀집도(Sea-ice

concentration)와 해빙이동의 시공간 변동성을 파악하고, 계절변동에 따른 해양 표

층 순환의 영향 정량적의 산출.

╶ 남극해 해빙은 시공간적으로 변동성이 크며, 여름철 연안지역에서는 해빙밀도가 낮

은 폴리냐가 형성됨 (그림 4.2.1). 따라서 해빙 크기, 두께, 이동속도 등의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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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표층 순환에 영향.

     

   

     

╶ 재분석 바람과 인공위성으로 산출된 해빙 밀집도 그리고 해빙이동 자료를 활용하
여(그림 2.1), 시공간 변화하는 ocean surface stress를 계산하여 해양 표층 순환
에 미치는 영향 파악. 해빙특성에 따라 wind stress 와 많은 차이를 보임.

╶ ocean stress는 여름철에 해빙 경계부분에서 wind stress 와 많은 차이를 보이며 
해빙밀집도가 높은 겨울철에는 비약적으로 감소함.

╶ 표층 순환에 의한 에크만 연직속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wind stress와 ocean 
stress 로 에크만 연직속도 계산.

  


      


  

  

∇ × 

╶ 연직속도의 계절변동성이 남극연안해류 계절변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이들은 
–0.5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그림 4.2.2).

╶ 해빙특성에 의해 남극연안지역 에크만 연직속도는 증가되며, 남극연안류가 약화되
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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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서남극 아문젠해역 Sea-ice concentration, wind stress 와 ocean

stress 의 계절변화. a)남반구 여름, b)가을, c)겨울, d)봄

그림 4.2.2. 월평균 남극연안류와 에크만 연직속도 (wind stress와 ocean

stres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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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시계열 해빙농도 영상의 혼합분석

╶ 해빙농도 자료는 낮은 공간해상도(25km)로 인해 각 화소에 한 가지 이상의 계절적

특징을 보이는 해빙의 신호 값이 혼합되어 기록.

╶ 혼합되어 기록된 신호 값을 분리하여 각 해빙의 계절적 패턴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초분광 원격탐사 자료의 분광혼합분석 기법을 초시계열 해빙농도 자료에 응

용하여 적용하여 분광특징이 아닌 해빙농도 변화의 계절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이

용.

╶ 초시계열 해빙농도 자료에서 계절적 특징을 보이는 해빙농도 신호 값인

endmember vector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분광혼합분석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N-FINDR 알고리즘을 사용.

╶ N-FINDR 알고리즘은 그림 4.2.3과 같이 endmember vector들이 이루는 최대 부피

를 가지는 simplex를 찾아 endmember를 결정.

그림 4.2.3. 최대 부피를 가지는 simplex의 vertex를 찾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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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4는 1979~2014년 남극지역의 일간 해빙농도 자료에서 계절적 특징을 보이

는 대표적인 해빙의 종류 (EM1~EM9)를 N-FINDR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한 신호

값.

╶ 그림 4.2.5는 각 계절적 특징을 가진 해빙들의 공간적인 분포와 정량적인 양을 혼

합분석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가시화한 2014년에 대한 예시.

╶ 그림 4.2.6은 수동마이크로웨이브 센서에서 획득한 해빙농도 영상과 혼합분석모델

의 역계산을 통해 관측된 해빙농도 영상과의 정확도 검증 결과로 최소 3.60%부터

최대 9.24%, 평균 6.95%의 차이를 보임.

╶ 대표적인 9개의 시계열 해빙농도 endmember를 이용하여 재현된 해빙농도 영상(그

림 4.2.6)은 실제 위성관측 영상과 비교했을 때, 영상이 좀 더 smooth하며 각 시기

에 지역적으로 보이는 해빙농도의 소규모 특징들을 잘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전체

적으로 매우 유사.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재현된 해빙농도 영상은 기후나 여러 환경적 요인을 고려

하지 않고, 센서 및 알고리즘 에러 등이 최소화된 표준적 해빙농도 영상으로 사용

될 수 있고 이는 향후 변화탐지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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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N-FINDR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된 계절적 특징을 보

이는 대표적인 해빙농도 종류의 신호 값

그림 4.2.5. 2014년 계절적 특징을 가진 해빙농도 endmember들의

공간적 분포와 정량적인 양(fractional abu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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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수동마이크로웨이브 위성에서 산출된 해빙농도 영상(위), 혼합분석모델의 역

계산을 통해 재현된 해빙농도 영상(아래). (a) 가장 정확한 정확도를 가진 날짜의

영상, (b) 가장 부정확한 정확도를 가진 날짜의 영상, (c) 평균적인 정확도를 가진

날짜의 영상.

◯ 초시계열 해빙농도 영상의 혼합분석 결과를 이용한 해빙농도 및 면적 예측

╶ 1979~2013년 혼합분석 결과(9개의 endmember vector 신호 값, 각 화소별

endmember에 대한 fractional abundance 값)와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을 이용한 2014년 일간 해빙농도 영상을 예측.

╶ 자동 예측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단일 AR model 결정.

╶ 그림 4.2.7에서와 같이 AR(1) model이 남극해 약 90% 지역에서 신뢰도 95% 수준

을 보임에 따라 AR(1)을 본 연구의 단일 AR model로 결정.

╶ 그림 4.2.8은 AR(1) model을 이용하여 2014년 해빙 endmember들의 fractional

abundance를 예측하고 혼합분석모델의 역계산을 통해 2014년 해빙농도 및 해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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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붉은 실선: 해빙농도가 15%이상인 화소를 둘러싸는 경계)을 예측.

그림 4.2.7. AR(1) model의 공간적 신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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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2014년 선택된 날짜(DOY: 30, 120, 210)에서의 (a) 수동마이크로웨

이브 센서에서 획득된, (b) 혼합분석을 이용해 계산, 재현된, (c)

1979~2013년 혼합분석 결과와 AR(1) model을 통해 예측, 재현된 해빙농

도 및 면적(붉은 실선)

╶ 실제 2014년 수동마이크로웨이브 센서에 의해 획득된 해빙농도 영상(그림 4.2.8 좌

측)과 혼합분석을 이용해 재현된 해빙농도 영상(그림 4.2.8 중앙), 혼합분석 결과와

AR(1) model을 이용해 예측, 재현된 해빙농도 영상(그림 4.2.8 우측)의 정확도 비교

분석 수행.

╶ 혼합분석을 통해 계산, 재현된 2014년 해빙농도와 실제 해빙농도와의 차이는 최소

4.42%에서 최대 11.76%로 평균 8.46%의 차이를 보였고, 해빙면적의 차이는 평균

15%를 보임.

╶ 혼합분석 결과와 AR(1) model을 통해 예측, 재현된 2014년 해빙농도와 실제 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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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와의 차이는 최소 7.25% 26.64%로 평균 12.89%의 차이를 보였고, 해빙면적의

차이는 평균 2.5%를 보임.

╶ 예측, 재현된 해빙농도 값의 정확도는 비록 계산, 재현된 해빙농도 값보다 떨어지

지만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 가치 있는 결과물임. 특히 해빙면적의 경우

예측, 재현된 결과물의 정확도가 더 높은데 이는 15%이상의 해빙농도값을 기준으

로 해빙유무를 판단하는 해빙면적 산출 방식에 의한 결과로 해빙농도가 비교적 낮

은 지역에서 예측, 재현된 영상의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판단.

╶ 그림 4.2.9는 선택된 지역에서 수동마이크로웨이브 센서에 의해 획득된 해빙농도값

과 혼합분석을 통해 계산, 재현된 해빙농도값, 1979~2013년 혼합분석 결과와 AR(1)

model을 이용해 예측, 재현된 해빙농도 값의 일간 변화 비교를 보여줌.

╶ 일간 신호 값들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분광거리측정 방식과 유사한

temporal angle distance(TAD)를 사용.

╶ 노이즈가 심한 수동마이크로웨이브 센서의 신호 값과 달리 재현된 신호 값들은

smooth한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센서 및 알고리즘에 의한 에러와 환경적인 요인이

제거되었기 때문.

╶ 남극해 전체에 대한 TAD 평균의 차이는 계산, 재현된 영상의 경우 약 0.40,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해 예측, 재현된 영상의 경우 약 0.4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본 연구에서 제안된 1979~2013년의 해빙농도 혼합분석 결과와 AR(1) model을 이용

해서 예측, 재현된 해빙농도 영상은 정량적, 정성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결과를

획득. 하지만, 90%정도의 지역에서 AR(1) model의 95% 수준의 신뢰성을 보였으나

다른 모델을 이용하여 결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혼합분석시 공간정보를

활용한 endmember 선택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혼합분석 결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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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2014년 지역별 수동마이크로웨이브 센서의 해빙농도 신호 값과 재현된 해빙농도 신호

값들간의 차이.

◯ 독일항공우주국(DLR)이 운용중인 영상레이더 위성인 TerraSAR-X 영상 총 73 매

획득

╶ 국제공동협력연구 및 공동 연구 제안서 작성을 통하여 획득

◯ 극지역 자료를 이용한 영상레이더(SAR) 위상간섭기법 적용

╶ 해빙/빙하 이동 감시에 매우 효과적인 위상간섭기법을 적용 후 극지라는 특수 지역

에 대한 기법의 적용 가능성 평가

╶ 적용 평가를 위해 위상간섭기법의 정량적 기준인 긴밀도 (coherence) 계산

╶ 획득된 영상레이더 자료는 다중 편파 자료로서 서로 상이한 긴밀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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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된 결과에서 VV-pol과 HH-pol이 비슷한 수준의 높은 긴밀도를 보여주는 반면

에 HV-pol에서는 긴밀도가 다소 저하됨

╶ 토지피복별 긴밀도 평가를 위하여 도심지, 습지대, 농작지, 산림지대 등에 해당하는

긴밀도를 추가 계산하여 결과 값을 비교하였음

╶ 일반적인 지형에서는 수평 편광(HH)의 긴밀도가 다른 편광에 비해 우세하지만 눈/

얼음이 덮인 지역에서는 수직 편광(VV)의 긴밀도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줌

그림 4.2.10. 영상레이더 위상간섭기법을 통해 계산된 다중편파 위상간섭도

╶ 각 토지피복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평편광과 수직편광의 긴밀도 비율을 계

산하였으며 또한 반사강도와의 상관성 파악을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비율을 계산

하였음

╶ 눈/얼음이 덮인 지역에서는 긴밀도의 비율이 1보다 작아 수직편광 긴밀도가 우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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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사강도의 경우에도 수직편광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음

╶ 기타 지역의 경우 긴밀도는 어느 정도 수평편광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반사 강도의 경우 산란체 특성이 눈/얼음 지역보다 복잡하고 세게 나

타나 수평편광이 보다 높음 비율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2.11. 지표면 피복에 따른 다중편광 영상레이더 긴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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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2. 수직편광 및 수평편광에서의 긴밀도와 반

사강도 비율

╶ 당초예상보다 자료배포가 늦어져 2016년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특수 기하 관측 구조로 취득된 영상레이더 자료를 기반으로 극지 지역 해빙/빙하에

대한 정밀 지형 고도 (Digital Elevation Model) 생성

╶ 특히 동시에 관측한 영상레이더 자료는 매우 신뢰도 높은 지형고도를 제작할 수

있음

╶ 특수 관측을 통해 얻어진 자료이므로 자료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영상레이더 위

상간섭기법을 통해 구현

╶ 자료가 비교적 많이 얻어진 그린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처리 수행하였으며, 남

극 로스 해 부근 해빙사이트에서 얻어진 소량의 자료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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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3. 정밀 지형 고도 정보 추출을 위해 설계된 독일항공우

주국의 TanDEM-X 위성

(http://en.wikipedia.org/wiki/TanDEM-X)

그림 4.2.14. TanDEM-X 자료를 이용하여 처리한 위상간섭도

╶ 육상 지역에 대한 지형고도를 추출하기에는 충분한 기하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빙 구조를 세밀하기 얻기에 다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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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새로운 과제를 통해 해빙 표고 모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할

예정

╶ 하지만 빙하표면의 경우 기존의 수치표고모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직 및 수평해

상도를 보여주고 있음

╶ 향후 추가 정량적 분석을 통해 논문 작성 수행 예정

그림 4.2.15. 기존 구축된 GIMP 수치표고모형 (a), TanDEM-X를 통해 제작된 빙하 표면에

대한 수치표고모형 예시 (b,c)

◯ 해빙탐지를 위한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자료 획득 및 활용성 평가

╶ 현재 극지 해빙분포는 25 km 공간해상도로 제공되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해빙

농도 자료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상세한 해빙분포 파악 및 쇄빙연구선의 안전

항해 지원에 부적합

╶ 인공위성 영상레이더는 기상조건과 주/야에 관계없이 지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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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극지 해역에서의 해빙탐지에 유용함

╶ 우리나라의 X-band 영상레이더(SAR) 탑재 위성인 아리랑 5호는 다양한 촬영 모드

에서 영상을 획득하여 고해상도(1~20 m급)로 지표 관측이 가능하며, 이는 해빙을

정밀하게 탐지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정밀 해빙탐지를 위한 영상레이더 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MOU를 통해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해빙지역 촬영영상 획득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2015년 12월~2016년 2월 서남극 아문젠해 항해 기간 동안

1 m 급 공간해상도의 아리랑 5호 Enhanced Stripmap(ES) 모드 영상 9매와 6.25

m 공간해상도의 Enhanced Wide Swath(EW) 모드 영상 121매 획득

╶ 아리랑 5호 ES 모드 영상의 경우, 해빙 분포를 1 m 급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촬영 폭이 30 km로 좁아 광영역 해빙 탐지에 부적합

╶ 아리랑 5호 EW 영상은 20 m 급의 영상을 제공하여 ES 모드 영상보다 저해상도로

해빙을 관측할 수 있으나, 100 km의 촬영 폭을 가지므로 광영역 해빙 탐지에 적합

그림 4.2.16. 아리랑 5호 위성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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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7. 아리랑 5호 영상 획득 모드

그림 4.2.18. 서남극 아문젠해 해빙지역에 대한 아리랑 5호 (좌) ES 영상과 (우) EW 영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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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총 121매의 아리랑 5호 EW 모드 영상 중에서 해빙이 전혀 포함되

지 않은 영상(완전 개빙구역 및 육지)을 제외하고, 59매의 EW 영상을 해빙 탐지에

사용

╶ 연구에 사용된 아리랑 5호 EW 모드 영상은 2016년 1월 12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획득되었으며, 모든 해빙 유형은 서남극해 해빙 특성에 따라 일년생 해빙으로 판단

하였음

그림 4.2.19. 2016년 1~2월 서남극 아문젠해 해빙지역에 대한 아리랑 5호 EW SAR 영상

◯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전처리 및 텍스처(texture) 정보 추출

╶ 아리랑 5호 EW 영상에 포함된 스페클 노이즈(speckle noise)를 저감하기 위하여

2×2 픽셀 블록 평균을 수행하였고, 이로부터 12.5 m 공간해상도의 영상 생성

╶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EW 모드는 현재 정확한 방사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

므로 관측대상의 산란특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해주는 후방산란(radar

backscattering)을 추출할 수 없으며, 레이더 산란강도(SAR intensity)만 추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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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또한 연구에 사용된 EW 모드 영상들의 레이더 입사각은 영상마다 서로 다르며,

17°에서 49°까지 크게 변화함

╶ 레이더 입사각의 변화는 각각의 영상마다 해빙과 개빙구역의 산란강도 차이를 야

기할 수 있음

╶ 해빙과 개빙구역의 후방산란을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빙이

개빙구역에 비해 강한 산란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였고, 각각의 SAR 영상에 대해

intensity 값에 대한 정규화(normalizing)를 수행하였음

╶ 정규화 된 아리랑 5호 EW 영상에서는 해빙이 개빙구역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음

╶ 해빙의 표면이 융해되면 개빙구역과 유사한 표면 거칠기를 가지게 되며, 바람이 강

할 경우 개빙구역의 표면 거칠기는 건조한 해빙과 유사할 수 있음

╶ 기온 및 바람과 같은 기상요인에 따라 해빙과 개빙구역의 표면 거칠기가 서로 유

사할 경우 정규화 된 레이더 산란강도만으로는 해빙탐지가 어려움

╶ 인공위성 영상에서 추출되는 텍스처(texture) 정보들은 관측 대상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지시하며, 이러한 텍스처 정보들은 지표면을 구성하는 개체들의 분류에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영상레이더에서 추출되는 다양한 텍스처 정보들은 영상레이더 영상에서 지표 피복

을 분류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영상레이더 기반의 텍스처는 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GLCM)에서 추출되는 텍스처로써, 영상레이더 영상에서 해빙과 개빙구역의

구분 및 해빙유형의 분류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 GLCM의 구성성분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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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에서  는 각각 GLCM의 행과 열,  는 GLCM의 구성성분,  는 일정 윈

도우 내에서 영상 픽셀의 개수, 는 gray level의 수, 는 영상 픽셀 사이의 거리,

는 이웃한 픽셀의 방향을 나타냄

╶ 영상분류에 있어 는 16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는 0°, 45°, 90°, 135°의 4

가지 방향이 사용되고 있음

╶ 위의 GLCM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텍스처 정보가 산출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

인 GLCM 텍스처로는 autocorrelation, contrast, correlation, dissimilarity, energy,

entropy, homogeneity, maximum probability가 있음

╶ SAR 영상에서 해빙과 개빙구역이 서로 유사한 후방산란 값을 나타내더라도,

GLCM 적용을 통해 생성된 텍스처 정보들은 해빙과 개빙구역 사이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GLCM 텍스처 외에도 특정 픽셀 윈도우 내에서 정규화 된 산란강도의 공간적 평

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추가적인 텍스처 정보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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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M textures Equations

Energy 







Contrast 
  

 


  




  





Correlation








, where  and , and  and

 ar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rows

columns of the matrix, respectively.

Homogeneity 




 




Entropy 




 log

Autocorrelation 






Dissimilarity 




·

Maximum probability 

표 4.2.1. 대표적인 GLCM 텍스처 및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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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0. 아리랑 5호 EW SAR texture 영상 예시

◯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텍스처와 기계학습을 이용한 해빙탐지 모델 개발

╶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영상으로부터 해빙을 탐지하기 위해 해빙과 개빙구역을 분

류하는 영상분류 수행

╶ 영상분류를 위해 규칙기반 기계학습의 한 종류인 Random Forest(RF) 기법을 적용

╶ RF는 다양한 규칙기반 기계학습들 중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방법으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수많은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

여 분류를 수행

╶ RF는 범주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분류뿐만 아니라, 연속성 변수에 대한 추

정 연구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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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는 결정나무 기법의 취약점으로 알려진 훈련자료에 대한 민감도와 단 하나의 나

무에 의존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훈련자료로 전체 훈련자료를 다 사용하지 않

고 일부만 사용하며, 나머지(out-of-bag data)는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을 통해

내부적으로 모델을 평가하는데 사용

╶ 또한 각 결정나무의 각 노드에서 모든 입력 변수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

위로 선택된 일부의 입력 변수만 사용하는 특징을 가짐

╶ RF의 기본적인 개념은 수많은 서로 독립적인 결정나무들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취

합하는 것이며, 분류의 경우 그 결과를 취합할 때 단순히 majority voting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보다 정확도가 높은 결정나무에 가중치를 두는 weighted

majority voting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 RF는 분류에 있어 입력변수의 중요도를 산출해주므로, 이를 통해 해빙탐지에 유용

한 텍스처 정보 분석이 가능함

그림 4.2.21. Random Forest 기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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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를 이용한 해빙/개빙구역 분류를 위해 12종의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텍스처 정

보들을 입력변수로 사용

╶ 아리랑 5호 EW SAR 영상으로부터 육안분석을 통해 해빙과 개빙구역에 대한 샘플

을 100,000개(픽셀)씩 추출하여 총 200,000개의 샘플을 구축

╶ 전체 샘플 중 무작위로 70%(해빙과 개빙구역 각각 60,000개 샘플, 총 140,000개 샘

플)를 추출하여 RF 기반 해빙탐지모델의 훈련자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0%(해빙

과 개빙구역 각각 30,000개 샘플, 총 60,000개 샘플)를 모델의 검증자료로 활용

╶ 영상레이더 텍스처는 텍스처 계산을 위한 픽셀 윈도우의 크기 및  값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RF 해빙탐지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8×8, 10×10, 12×12, 16×16의 픽셀 윈도우 크기 및 1, 2, 4의  값에 대해 아리랑 5

호 EW 영상레이더 텍스처들을 추출하였고, 각각의 윈도우 크기 및 에 따른 텍스

처가 사용된 RF 해빙탐지모델 개발

그림 4.2.22. 픽셀 윈도우 크기와 픽셀 간 거리가 다를 경

우 GLCM 텍스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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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학습 기반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해빙탐지 결과 분석

╶ 서로 다른 4개의 픽셀 윈도우 크기 및 3개의  값을 통해 계산된 아리랑 5호 텍스

처들이 사용된 12개의 RF 해빙탐지모델에 대한 해빙탐지 정확도 비교를 위해 각각

의 모델에 대한 confusion matrix를 생성하여 상호 비교분석 수행

╶ RF 해빙탐지모델은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텍스처들을 입력변수로 활용하여 97%

이상의 해빙탐지 전체정확도(overall accuracy)와 95% 이상의 카파계수(kappa

coefficient)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가 해빙탐지에 매우 유용

함을 확인

╶ 픽셀 윈도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해빙탐지모델의 전체정확도가 높았으며, 픽셀 윈

도우 크기가 8×8인 경우를 제외하면 값의 증가에 따라 모델의 전체정확도는 감소

하였음

그림 4.2.23. 픽셀 윈도우 크기와 픽셀 간 거리에 따라 계산된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텍스처를

이용한 RF 기반 해빙탐지모델의 전체정확도 및 카파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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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Classified as Sea ice
Open

water
Sum User’s accuracy

Sea ice 29186 256 29442 99.13%

Open water 814 29744 30558 97.34%

Sum 30000 30000 60000

Producer’s accuracy 97.29% 99.15%

Overall accuracy 98.22%

Kappa coefficient 96.43%

표 4.2.2. 픽셀 윈도우 16×16, 픽셀 간 거리(d) 1을 적용한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텍스

처 기반 RF 해빙탐지모델의 정확도 평가

그림 4.2.24. 픽셀 윈도우 크기와 픽셀 간 거리에 따라 계산된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텍스처를

이용한 RF 기반 해빙탐지모델의 해빙 및 개빙구역에 대한 사용자 및 생산자 정확도

╶ RF 해빙탐지모델은 픽셀 윈도우 크기 16×16,  값이 1인 경우 생성된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텍스처가 입력변수로 활용되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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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을 해빙탐지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활용

╶ 다양한 조건에서 생성된 텍스처를 이용한 RF 해빙탐지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는 아

리랑 5호 영상레이더 EW 모드 영상을 통해 200 m 공간해상도(픽셀 윈도우 크기

16×16에서 기인함)의 해빙지도를 98.2%의 전체정확도로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

╶ RF 해빙탐지모델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영상레이더 텍스처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중

요도 분석 수행

그림 4.2.25. RF 해빙탐지모델의 변수중요도

╶ Autocorrelation이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텍스처 정보로부터 해빙을 탐지하기 위

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됨

╶ Maximum probability와 correlation이 RF 해빙탐지모델에서 각각 두 번째와 세 번

째로 중요한 변수로 분석됨

╶ RF는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입력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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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도가 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변수중요도는 새

로운 모델 개발 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에 대한 RF 해빙탐지모델로 산출된 해빙지도는 해빙과 개빙

구역을 고해상도로 구분하며, 정밀한 해빙분포를 나타냄

╶ 일부 아리랑 5호 영상에서는 빙산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으며, 빙산의 경우 해빙과

유사한 텍스처 정보를 보여 해빙으로 오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빙산의 오분류는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EW 모드 촬영영상의 방사보정이 수행될

경우, 후방산란계수의 활용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EW 모드 영상의 RF 해빙탐지모델은

고해상도, 고정밀의 해빙분포를 제공함으로써 해빙지도 산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기반 고해상도, 고정밀 해빙지도를 통해 범용으로 활

용되고 있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해빙농도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해빙지도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안전항해를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 55 -

그림 4.2.26.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기반 RF 해빙탐지모델 결과(좌: SAR 영상,

우: 해빙탐지 결과)

╶ 고착빙 기준 자료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검증자료를 이용하여 See5.0와 random

forest에 의해 개발된 남극 고착빙 맵핑을 검증을 수행함.

╶ 두 모델의 훈련 자료에 대한 calibration 결과는 See5.0 모델은 97.59%, random

forest 모델은 100%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줌(표 4.2.3과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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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자료에 대한 오차 매트릭스에서 See5.0의 전제 정확도(overall accuracy)는

96.53%, random forest는 97.18%를 나타냄(표 4.2.5와 4.2.6).

╶ Random forest 모델이 See5.0 모델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특히 고

착빙 분류하는데 더 높은 성능을 보였음. 또한 두 모델은 유빙에 대한 사용자 및

생산자 정확도가 고착빙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고착빙 면적에 비해 유빙의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훈련 샘플을 추출할 때 유빙을 더 많이 추출하면서 기계

학습이 유빙에 대해서 좀 더 과적합된 경향이 있음.

Reference

Classified as
Fast ice Pack ice Sum

User’s

accuracy

Fast ice 31,400 5,604 37,004 84.86%

Pack ice 13,710 749,286 762,996 98.20%

Sum 45,110 754,890 800,000

P r o d u c e r ’ s

accuracy
69.61% 99.26%

Overall accuracy 97.59%

표 4.2.3. 훈련 자료에 대한 See5.0 모델 Calibration 결과

Reference

Classified as
Fast ice Pack ice Sum

User’s

accuracy

Fast ice 45,110 0 45,110 100%

Pack ice 0 754,890 754,890 100%

Sum 45,110 754,890 800,000

P r o d u c e r ’ s

accuracy
100% 100%

Overall accuracy 100%

표 4.2.4. 훈련 자료에 대한 random forest 모델 Calibra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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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Classified as
Fast ice Pack ice Sum

User’s

accuracy

Fast ice 6,627 2,366 8,993 73.69%

Pack ice 4,572 186,435 191,007 97.61%

Sum 11,199 188,801 200,000

P r o d u c e r ’ s

accuracy
59.17% 98.75%

Overall accuracy 96.53%

표 4.2.5. 검증 자료에 대한 See5.0 모델 정확도

Reference

Classified as
Fast ice Pack ice Sum

User’s

accuracy

Fast ice 9,853 4,289 14,142 69.67%

Pack ice 1,346 184,512 185,858 99.26%

Sum 11,199 188,801 200,000

P r o d u c e r ’ s

accuracy
87.98% 97.73%

Overall accuracy 97.18%

표 4.2.6. 검증 자료에 대한 random forest 모델 정확도

╶ See5.0와 random forest의 변수중요도 결과는 그림 4.2.27과 28에 나타내었음. 해빙

속도와 해빙 표면 온도 변수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두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로써 사용됨. 이는 해안선이나 빙붕에 고착된 고착빙의 속도는 거의 0m/s에 가까

운 반면 유빙은 해류나 바람에 의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유빙이 고착빙에 비

해 훨씬 큰 속도 값을 가지게 됨. 이러한 이유로 해빙 속도 변수는 고착빙과 유빙

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로써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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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7. See5.0 모델의 변수 중요도(Attribute Usage) 결과

╶ 해빙 표면 온도는 고착빙 맵핑 모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 이는

MODIS 해빙 표면 온도 산출물의 sub-pixel effect의 영향 또는 고착빙과 유빙 사

이의 표면 온도 차에 의해 기인할 수 있음.

╶ 넓은 지역에 형성된 해빙에서 4k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 MODIS 해빙 표면 온도

산출물은 얼음의 표면 온도만을 반영하지만 4km 격자 내에 해빙과 해빙보다 더 높

은 표면 온도를 가지는 개빙 구역이 섞이면 해빙 표면 온도 값이 과대 추정될 수

있음. 고착빙은 대게 좁고 넓게 분포하는 반면 유빙은 드문드문 분포하고 있기 때

문에 고착빙 지역에서 측정된 MODIS 해빙 표면 온도는 유빙 지역과는 다름. 하지

만 고착빙 지역에도 높은 값이 측정될 수 있는데 이는 고착빙이 매우 협소한 지역

에 형성될 때 발생하며 남반구의 여름철에 종종 발생함. 남극해의 고착빙과 유빙사

이의 표면 온도차는 지금까지 밝혀진바 없지만 고착빙은 유빙과는 구별되는 표면

온도를 가질 것임.

╶ 해빙의 표면 온도는 방출률, 두께, 염도 등의 해빙의 물리적인 특성에 의존함. 두께

가 두꺼운 해빙은 적외선 밴드에서 낮은 방출률을 가짐으로 얇은 얼음에 비해 더

낮은 표면 온도를 가짐. 고착빙은 해빙 성장 시기 동안에 수 미터까지 두꺼워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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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는 전형적으로 1m 미만의 두께를 가지는 유빙보다 더 낮은 표면 온도를 가

질 것임.

그림 4.2.28. Random forest 모델의 변수 중요도(Mean Decrease Accuracy) 결과

╶ Random forest 모델은 다른 변수에 비해 해빙 속도와 해빙 표면 온도를 더 중요

한 변수로 고려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See5.0 모델은 해빙 속도와 해빙 표면 온도

에 더하여 AMSR-E의 23GHz 수직 편파 및 18GHz의 수직/수평 편파 채널 또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함. 이는 편파 채널 변수들이 해빙의 종류와 해빙 두께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임(Comiso, 1997). 23GHz 변수는 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삽 효과로 인해 근접한 해양과 혼합된 유빙과 그렇지 않은 고착빙 사이를 구분

할 수 있음.

╶ 고착빙이나 다년생 해빙과 같은 두께가 두꺼운 해빙은 18GHz V 채널에서의 밝기

온도가 대략 220K만큼 높은 값을 가지며 반면에 18GHz H 채널에서의 밝기온도

는 대략 190K으로 상대적으로 낮음(Comiso, 1997). 유빙과 같은 얇은 단년빙은 두

꺼운 해빙에 비해 두 채널에서 훨씬 높은 밝기 온도를 방출함(18GHz H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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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K, 18GHz V에서 약 250K). 추가적으로 맑은 날에 89GHz 채널은 해빙 위의

눈이나 얼음층에 의한 영향을 18GHz 채널에 비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89GHz

채널은 눈이나 얼음이 덮인 해빙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음(Markus and Cavalieri,

2000).

◯ MODIS 영상과 비교 분석

╶ Random forest와 See5.0 모델로 부터의 고착빙 맵핑 결과를 서남극의 Abbot 빙붕

지역에 대하여 250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 MODIS 영상으로부터 고착빙 지역을

추출하여 비교하였음.

╶ 상대적으로 안정했던 시기(그림 4.2.29)와 빠르게 변화가 있었던 시기(그림 4.2.30)

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분석함. 그림 4.2.29는 서남극의 Abbot 빙붕 지역에서 8

일 동안(2008년 4-12일) 상대적으로 안정했던 고착빙 지역에 대하여 random forest

는 실제 고착빙 지역보다 훨씬 작은 부분을 고착빙으로 분류하였음. 이는 낮은 공

간 해상도를 가지는 수동형 마이크로파 자료가 해안선 가까이에 매우 좁게 생성된

고착빙을 탐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혹은 고착빙 edge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

했던 MODIS 영상의 이용 가능했던 시기가 composite의 앞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composite(Julian day, 1-20)의 뒤쪽 부분에서 고착빙이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음.



- 61 -

그림 4.2.29. 2008년 1-20 composite 기간 동안에 서남극 Abbot의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고착빙 지역에 대하서 MODIS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고착빙 edge와 기

계학습 고착빙 맵핑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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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5.0 모델은 random forest에 비하여 MODIS 고착빙 라인을 훨씬 벗어나는 지역

에 대해서 고착빙으로 분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random forest 모델은 해빙

속도와 해빙 표면 온도를 다른 변수들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써 고려하고

있지만 See5.0 모델은 18GHz H/V와 23GHz V 채널 또한 해빙 속도와 해빙 표면

온도 변수에 이어서 중요하게 고려함. 따라서 고착빙에서 금방 떨어져나간 넓은 부

빙(ice floe)의 경우에는 고착빙과 비슷한 반사 특징을 가질 수 있어 See5.0 모델이

이들을 고착빙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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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0. 2008년 1-20 composite 기간 동안에 서남극 Abbot의 빠르게 변하는

고착빙 지역에 대하서 MODIS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고착빙 edge와 기계학습

고착빙 맵핑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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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극 고착빙 시공간 분석

╶ Random forest 모델이 고착빙으로 유빙으로 오분류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random forest 모델의 고착빙 맵핑 결과를 통해 고착빙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조사

함.

╶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모델 고착빙 맵핑 결과 중 2003년의 결과를 그림 4.2.31

에 나타내었음. 붉은 색이 고착빙 지역을 나타내며 이진 분류에 기반으로 둔 모델

의 결과에 따라 하늘색인 유빙 지역 또한 결과로 나타남.

╶ Composite 6(Julian day, 101-120)부터 12(221-240)까지의 자료는 남반구의 겨울

(Austral winter) 동안에 입력 변수인 MODIS 해빙 표면 온도 자료가 부족하여 이

시기의 고착빙은 제외하였음. 동남극은 전반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지속적으로 광범

위하게 고착빙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남극은 부분적으로 Antarctic

Peninsula와 Weddell Sea 부근에서 먼 바다까지 고착빙이 분포함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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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 2003년 random forest 고착빙 분류 맵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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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학습법을 이용한 얼음 분류 모델 개발 및 검증

╶ 두 영상으로부터 38,752개의 샘플을 추출하였고, 각 얼음 종류에 대하여 90%에 해

당하는 샘플은 모델 보정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10%는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었

음(표 4.2.7).

╶ 영상으로부터 취득한 샘플을 사용하여 서남극해 주변의 얼음을 유빙, 고착빙, 해수

및 빙산의 4가지로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음. 객체화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결과

를 보인 육안 기반의 scheme 1의 평균값 metric만을 사용하여 분류를 진행하였으

며, 픽셀기반 분류 보다 객체 기반 분류에서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음.

╶ 객체 기반 분류의 경우 random forest 및 See5.0 모두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음(표 4.2.8). 화소 기반의 영상에 존재 했던 Salt-and-pepper noise가 객체화를

통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그림 4.2.32 a, b).

# of Samples Calibration Validation

Pack ice 12108 10897 1211

Fast ice 14829 13346 1483

Ocean 7179 6461 718

Iceberg 4636 4172 464

Total 38752 34876 3876

표 4.2.7. 기계학습을 위하여 추출된 샘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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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Pixel-based

analysis

Object-based analysis

Scheme 1 Scheme 2 Scheme 3 Scheme 4

See5.0 87.1% 96.9% 93.3% 94.9% 95.1%

Random

Forest
88.8% 96.5% 93.8% 95.0% 95.3%

표 4.2.8. See5.0 및 random forest를 사용한 얼음 분류 결과에 대한 정확도 평가

╶ 기존 오분류 되었던 특이빙산의 경우 random forest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정확하

게 분류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4.2.32 c, d).

╶ 일반적인 빙산은 육지에서부터 비롯된 얼음이기 때문에 낮은 유전율을 가지고 있

으며, 강한 체적산란을 보임. 이로 이하여 빙산은 SAR 영상에서 밝은 흰색을 띄

어 주변의 해빙 및 해수와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함. 하지만 특이빙산의 경우, 빙산

의 표면이 녹거나 해수에 잠기게 되어 일반 빙산과는 다르게 높은 유전율을 가지

게 되며 이에 따라 체적산란이 감소하고 높은 표면산란이 발생하게 됨. 이러한 특

징은 해빙과 유사하여 빙산으로서의 탐지가 어려웠으나, 기계학습을 활용하였을 때

이를 탐지 하는 결과를 보였음.

╶ 선행 연구에서 특이 빙산 탐지에 유용한 다중편파 변수로서 H/A 조합 변수를 제

안하였으나 (김진우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가 중요변수로 사용되지 않

았음. 특이 빙산만을 탐지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얼음을 분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빙과 고착빙 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이 높은 변수중요도를 보였음(표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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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 얼음 분류 결과 (a) 픽셀 영상 기반의 random forest 분류 결과 (b)

scheme 1을 사용하여 객체화한 영상 기반의 random forest 분류 결과 (c)

(b)의 사각형 지역에 대한 RADARSAT-2의 Pauli RGB 영상 (d) (b)의 사

각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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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Parameter

Mean

Decrease

Accuracy

Rank Parameter

Mean

Decrease

Accuracy

Rank Parameter

Mean

Decrease

Accuracy

1 C13_pha 47.0653 16 r_11ov12 19.3450 31 C22_db 16.5225

2 C13_imag 36.9211 17 alpha 19.2478 32 F_Vol_dB 16.0372

3 r_12ov22 28.2085 18 gamma 19.2421 33 C23_db 16.0234

4 Ro12 28.0320 19 F_Dbl 19.1664 34 F_Dbl_dB 15.9032

5 delta 26.2190 20 F_Odd 19.1138 35 F_Vol 15.8367

6 r_11ov22 25.4421 21 C11 19.0205 36 C23_imag 15.7524

7 r_22ov12 21.9815 22 span_db 18.9569 37 C22 15.5223

8 Ro23 21.3074 23 lambda 18.6884 38 c_1mH1mA 15.5166

9 C13_db 20.4229 24 C33_db 18.1697 39 c_1mHA 15.1629

10 r_22ov11 20.1137 25 C23_real 17.7040 40 C23_pha 14.9971

11 beta 20.0229 26 Ro13 17.4446 41 entropy 14.9016

12 C13_real 19.7240 27 C33 17.2619 42 C12_db 14.8786

13 F_Odd_dB 19.3848 28 C12_imag 17.2287 43 anisotropy 14.5563

14 C11_db 19.3664 29 r_12ov11 17.1111 44 c_H1mA 14.5203

15 C12_real 19.3529 30 C12_pha 16.5962 45 c_HA 13.5400

표 4.2.9. Random forest로부터 추출한 변수 중요도 (Sche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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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 광학영상 기반의 빙하 흐름속도 매핑

╶ 빙하 흐름속도 추출을 위한 기존 영상정합 기법은 고해상도의 전정색 영상만을 사

용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다중분광영상을 사용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

였음.

╶ Pine Island 빙하의 흐름속도를 추출하기 위해 Landsat 다중분광 영상에 대해 영상

정합(image matching) 기법을 수행하였음. 2000~2012년에 path/row 1/113, 232/113,

233/113에서 획득된 Landsat-7 ETM+ 영상과 2013~2014년에 path/row 232/113에

서 획득된 Landsat-8 OLI 자료들을 구축하였음(표 4.2.10).

╶ Landsat-7 ETM+의 scan line corrector 손상으로 인한 영상의 줄무늬 효과에 영향

을 크게 받지 않고, 빙하지역에서 정확한 영상정합 결과를 제공하는 orientation

correlation 기법을 적용하였음. 기존의 영상정합 기법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의 흐름

속도 벡터 추출이 가능한 다중분광 영상정합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영상정합 결과

로부터 오정합에 의한 빙하 흐름속도 이상값의 제거가 간단한 통계분석으로 가능

하였음(그림 4.2.33).

Dates Path/Row Time difference
2001/01/13, 2001/12/15 233/113 336 days

2001/12/15, 2002/11/16 233/113 336 days
2003/01/28, 2004/01/31 232/113 368 days

2004/01/31, 2005/02/02 232/113 368 days

2005/01/24, 2007/01/14 233/113 720 days
2007/01/14, 2008/11/16 233/113 672 days

2009/01/12, 2009/11/28 232/113 320 days
2009/11/28, 2010/12/01 232/113 368 days

2010/12/08, 2011/12/27 233/113 384 days
2011/11/27, 2012/11/11 233/113 320 days

2013/12/01, 2014/12/04 232/113 368 days

표 4.2.10. Pine Island 빙하 흐름속도 산출을 위한 영상정합에 사용된 Landsat-7 ETM+와

Landsat-8 OLI 다중분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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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 TanDEM-X SAR 영상의 스펙클 추적기법으로 산출된 흐름속도에 대한

Landsat-7 ETM+의 전정색 단일밴드 영상정합(좌) 및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중분광

영상정합(우)으로 산출된 흐름속도의 차이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Pine Island 빙하가 촬영된 Landsat 다중분광영상을 이용하

여 다중분광 영상정합 기법을 적용하고 흐름속도를 추출하였음.

╶ 고해상도 SAR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흐름속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법으로 추

출된 흐름속도는 약 10%의 편차를 나타냈으며, 이는 Landsat과 SAR 영상 사이의

획득 시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음(그림 4.2.33). 또한 다중분광 영상정합

으로 추출된 빙하 흐름속도의 정밀도를 검증하였음.

╶ 빙하의 흐름속도는 2000년에 ~2.8 km/yr에서 2010년에 ~4.3 km/yr로 증가하였으

며, 2010-2012년 사이에 ~0.5 km/yr의 속도 감소를 보였다. 2012년 이후 빙하의 흐

름속도는 다소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음(그림 4.2.35).

╶ 빙하 흐름속도의 공간적 변화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음(그림 4.2.34). 이로

부터 빙하 표면 변형률의 변화는 비교적 크지 않음이 분석되었음(그림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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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 Landsat 다중분광 영상정합 기법으로 추출한 Pine Island 빙하의

2000년(좌), 2014년(우)의 동-서 방향, 남-북 방향, 흐름방향 속도. 검은색

화살표는 흐름방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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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5. Pine Island 빙하의 주 흐름방향에 대한 2000-2014년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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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 Landsat 다중분광 영상정합 기법으로 추출한 Pine Island

빙하의 2000년(좌), 2014년(우)의 longitudinal, transverse, shear

strai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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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위성자료를 활용한 시공간적 고해상도의 빙하 기저용융 분석

╶ 빙하의 질량균형(mass balance) 분석을 위해 먼저 다중 위성자료 및 보조자료 구

축하였다. 빙하 표면의 질량변화 추정을 위해 Regional Atmospheric Climate

Model(RACMO)을 적용하였음(그림 4.2.37).

╶ RACMO 기후모델로 추정된 Pine Island 빙하 표면의 질량균형 상태는 1970년대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음.

╶ 2003-2008년에 ICESat 고도계로 측정된 표면고도, 2010-2014년에 CryoSat-2 고도

계로 측정된 표면고도 자료를 활용하여 빙하의 두께 변화 추정하였음. Pine Island

빙하의 두께는 2003-2008년 사이에 연간 ~6 m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빙하의 두께감소는 연간 ~8 m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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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7. Pine Island 빙하의 2014년 질량균형 상태 (a) CryoSat-2 고도계

관측 자료로 추정한 두께변화, (b) 빙하 흐름에 의한 유출량, (c)

RACMO 모델로 추정한 표면질량균형, (d) 빙하의 기저용융에 의한 유

출량.

╶ Pine Island 빙하의 연간 질량변화를 1 km 격자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

이 25 km 격자로 수 년 동안 빙하의 질량변화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

와 비교하여 매우 우수하였음(그림 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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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까지 정량적으로 보고된 바 없는 Pine Island 빙하의 기저용융에 대한 시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음(그림 4.2.38.). Pine Island 빙하의 유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rounding line 부근에서의 기저용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되었음(그림 4.2.39).

그림 4.2.39. Pine Island 빙하의 흐름속도에 의한 유출량(좌)과 기저용융(우)에 의한 유

출량의 2000-2014년 차이

◯ 서남극해 고착빙 모니터링 향상 및 서남극 고착빙 기준자료 구축 예비 연구

╶ 광학 센서인 MODIS IST 자료에 의한 공간적인 불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ODIS IST 자료 대신 AMSR-E 자료로부터 해빙 분류에 활용되는 PR과 GR 입

력변수를 계산하여 입력변수로 이용함(그림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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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와 DT 기계학습의 모델 결과를 고해상도의 MODIS로부터 육안판독을 통해 추

출된 고착빙 검증자료와 비교 평가함(그림 4.2.41). 마이크로파 자료만을 사용한 결

과와 광학센서 자료를 포함한 결과가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 것을 확인함.

그림 4.2.40. PR과 GR 변수를 활용한 Random Forest 모델의 변수 중요도

결과(Mean decrease accuracy)

그림 4.2.41. PR과 GR 변수를 활용한 Random Forest 모델의 고착빙 매핑 결

과와 250-m MODIS 영상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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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서남극 고착빙 기준자료의 부재로 인한 서남극 고착빙 결과의 불확실

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ALOS PALSAR 영상을 활용하여 edge detection 방법을 적

용해 고착빙 지역을 추출하여 예비 연구를 수행함(표 4.2.11, 그림 4.2.42와 43).

╶ ALOS PALSAR 자료의 서남극해 고착빙 추출에 대한 기준자료로써의 활용 가능

성을 확인함.

Dates Time interval
Set 1 2010/09/25, 27, 29 5 days

Set 2 2010/10/09, 16, 17 9 days

Set 3 2010/10/13, 17, 25 13 days
Set 4 2010/10/29, 2010/11/03, 12 15 days

Set 5 2010/11/04, 16 13 days
Set 6 2010/11/18, 26, 2010/12/03 16 days

Set 7 2010/11/22, 2010/12/04 13 days

표 4.2.11. 서남극해 고착빙 기준자료 산출을 위한 ALOS PALSAR 영상 세트

그림 4.2.42. 남극해 고착빙 기준자료 산출을 위한 ALOS PALSAR 영상 세트 (a) Set

4와 (b) set 7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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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3. 남극해 고착빙 기준자료 산출을 위한 ALOS PALSAR 영상 세트 (a) set 1에

대한 (b) edge detection 방법을 적용한 예비 결과

╶ 빙하의 질량 균형은 총 네 가지 요소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질량 균형

(Total mass balance; TMB)을 의미하는 빙붕 두께 변화는 흐름 발산에 의한 두께

변화인 플럭스 질량 균형 (Flux mass balance; FMB)과 대기영향에 의한 두께 변

화인 표면 질량 균형 (Surface mass balance; SMB), 그리고 기저 용융에 의한 두

께 변화인 기저 질량 균형 (Basal mass balance; BMB)의 합과 균형을 이루고 있

음. 즉, 기저 질량 균형은 총 질량 균형과 플럭스 질량 균형, 표면 질량 균형의 차

를 통해 구할 수 있게 됨. 이를 위해 순차적으로 질량 균형들을 추출함. (그림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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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4. 기저 질량 균형 추출 모식도

◯ 흐름속도

╶ 먼저 플럭스 질량 균형은 빙하 표면의 이동속도와 당 시점의 두께의 곱에 대한 발

산 정도를 통해 계산을 해낼 수 있다. 따라서 빙하의 흐름 속도를 구하여야하는데,

이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InSA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간섭

계 합성 구경 레이더) 방법과 피쳐트래킹 (feature tracking) 방법이 있음.

╶ InSAR 방법은 일정 시간 차를 두고 취득된 두 장의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구경레이더)영상의 위상차 (Phase difference) 정보를 통해 지점별 이동

변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정밀도의 이동 변위를 제공하여 줌.

╶ 빙하 이동속도 추출의 경우, 이동변위에 사용된 두 영상의 시간차이를 이동변위 값

에 나누어 이동속도를 추출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ESA (European Space

Agency)에서 제공하는 Sentinel-1A C밴드 IW (Interferometric Wide swath)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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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편파 자료를 취득하여, SNAP (Sentinel Application Platform)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시도함.

╶ 서남극해 빙붕에 대한 빙하 속도 추출 결과, 테스트 지역 대부분의 영역에서 무효

한 값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사용한 SAR 영상의 slant range resolution인 2.5m

보다 두 영상간의 이동 변위가 더 멀어서 생긴 측정 가용범위 초과에 의한 무효처

리였고, 당 연구 지역에는 InSAR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밝혀짐. 이에 따라

InSAR 방법보다 더 긴 이동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피쳐트래킹 방법을 도입하였

음.

╶ 피쳐트래킹 방법은 영상 내의 특이 지역들이 다른 시기 영상 내에서 어느 곳에 위

치하는지를 파악한 후, 이를 변위로 추출하는 방법임. 본 연구에서는 USGS (U.S.

Geological Survey)와 NASA에서 제공하는 Landsat-7 ETM+와 Landsat-8 OLI 를

입력 영상으로 사용함.

╶ Landsat 위성 영상은 Blue, Green, Red, NIR 밴드의 해상도가 30m, Pan 밴드의 해

상도가 15m인 고해상도의 광학 영상임. 광학영상의 특성으로 인해, 구름이 있을 경

우, 지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매 년 1, 2월달의

[006, 113] 타일에 대해, 구름이 끼지 않은 영상을 찾아 구축하였고, 2012년과 2013

년에는 Landsat-7 ETM+에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Landsat-8 OLI로 사용하

였음 (표 4.1.12).

╶ 피쳐트래킹 구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UiO(University of Oslo) 에서 제공하는

CIA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음 (그림 4.2.45). 각 위성영상 밴드들을 tiff 형태로 독

립적으로 추출한 뒤, 연구 초점 지역 영역을 잘라 사용하였음. Blue, Green, Red,

NIR, Pan 영상과 함께, 주성분 분석의 첫 번째 산출물 (PC1)을 독립적으로 분리한

후, 추출된 입력 영상에서 특이점을 부각하지 위해 Gaussian high pass filter처리

를 한 후 입력영상으로 사용하였음.

╶ 영상 내 값들의 변화 방향을 기반으로 이미지의 유사도를 파악하는 NCC-o

(Normalized cross-correction –orientation) 옵션을 통해 흐름 속도를 추출을 진행

하였다. 그림 4.2.46은 피쳐트래킹을 이용하여 추출한 Crosson 지역의 빙하 속도를

나타낸 그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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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5. CIAS software 작업화면

year date satellite Cloud fraction

2012
01/22 Landsat-7 ETM+ 30%

11/22 Landsat-7 ETM+ 18%

2013 02/09 Landsat-7 ETM+ 5%

2014

02/04 Landsat-8 OLI 7%

02/20 Landsat-8 OLI 26%

03/24 Landsat-8 OLI 17%

09/16 Landsat-8 OLI 9%

10/02 Landsat-8 OLI 4%

11/03 Landsat-8 OLI 3%

11/19 Landsat-8 OLI 25%

12/05 Landsat-8 OLI 2%

2015

02/23 Landsat-8 OLI 7%

03/11 Landsat-8 OLI 21%

03/27 Landsat-8 OLI 1%

09/19 Landsat-8 OLI 3%

2016

01/09 Landsat-8 OLI 2%

03/13 Landsat-8 OLI 21%

09/21 Landsat-8 OLI 19%

표 4.1.12. Crosson 지역 가용영상 및 사용 영상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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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6 Landsat 피쳐트래킹을 이용한 Crosson 지역 빙하 속도 추출 결과. (a) 2012년에

서 2013년까지, (b) 2014년에서 2015년까지, (c) 2015년에서 2016년까지

◯ 빙붕두께

╶ 빙붕의 두께 추출은 빙붕의 두께 추출은 ESA에서 제공하는 Cryosat-2의 고도계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함.

╶ 고도계 자료를 통해 빙붕지역의 고도를 구한 후, 평균 해수면온도와의 차를 이용하

여 빙붕 free board의 두께를 구함. 그리고 해수 밀도와 빙하의 밀도, firn depth를

이용하여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얼음의 두께까지 포함한 빙하의 두께를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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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ging 보간법을 통해 1km의 빙붕 두께 격자기반 지도를 추출함. 그리고 연간 두

께변화를 통해 두께변화율을 추출함. 그림 37은 Cryosat-2 고도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한 Crosson 지역 빙하의 연간 두께 변화율임.

그림 4.2.47. Cryosat-2 고도계 자료를 이용한 Crosson 지역 빙하의 연간 두께 변화율.

(a) 2012년에서 2013년까지, (b) 2013년에서 2014년까지, (c) 2014년에서 2015년까

지, (d) 2015년에서 2016년까지

◯ 질량균형

╶ 기저 질량 균형을 산출하기 위한 총 질량 변화는 앞서 Cryosat-2 자료를 통해 산

출한 빙붕의 두께 자료의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산출해낼 수 있음. 그리고 플럭스

질량균형의 경우, Landsat영상의 피쳐트래킹을 통해 산출한 빙하 이동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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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sat-2 자료를 통해 산출한 빙붕의 두께 자료를 곱하여, 그 발산을 계산하여 산

출 할 수 있음. 그리고 표면 질량균형은 표면의 적설/승화에 의한 두께 변화를

RACMO 모델을 통하여 계산함.

╶ 그림 38는 연도별 기저 질량 균형의 값인 두께 변화 속도를 나타냄. 기저 두께변화

의 속도는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변화가 큰 것을 볼 수 있었으며, 2014년에서 2015

년까지는 기저의 두께변화 속도가 대체로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015년에서 2016년까지는 기저의 두께변화 속도가 대체로 양의 값을 보임을 나타

냄. 하지만 이는 여름철 빙붕의 흐름 속도 및 두께변화를 파악한 것으로, 표면의

빠른 변화에 의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큼을 판단할 수 있음.

그림 4.2.48. 빙하 두께변화, 빙하 이동 속도, 표면 적설/승화 자료를 이용한

Crosson 빙붕 지역 기저용융 변화 추출 결과 (a) 2012년에서 2013년까

지, (b) 2014년에서 2015년까지, (c) 2015년에서 201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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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입력 자료로 Level 1.5 geo-referenced ALOS-1 PALSAR(Advanced Land

Observing Satellite-1 Phased Array type L-band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을 이용함.

╶ 5일 간격의 SAR 영상 세트를 구축하였으며 모든 영상은 ScanSAR(400×400 km)

촬영 모드, 하향(descending)의 비행 방향, 100 m의 화소크기(range 및 azimuth 방

향)를 가지며 영상 간 입사각 차이는 거의 없음.

╶ ASF에서 제공하는 MapReady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축된 영상을 전처리하였

고, 전처리된 영상은 서로 겹쳐지는 고착빙 지역에 대해 영상을 마스킹하고 영상

분할을 위해서 합성(composite)함. 영상 분할은 eCognit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함.

╶ 합성 영상 내의 각 영상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비대칭도와 해안선으로부터의 거

리, 해빙 속도, 두 날짜의 영상 사이의 객체 상관 변수(OCI; Object Correlation

Images)인 correlation, slope, intercept의 총 12개의 입력 변수를 분할된 영상의 각

객체로부터 추출함.

╶ 객체 당 남극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남극 해안선은

NSIDC(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에서 배포하는 MODIS MOA(Mosaic

Of Antarctica) 2004년과 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해빙 속도자료는 AMSR-E 자

료를 이용함. OCI는 각 객체에 포함된 모든 화소들을 이용하여 두 날짜 사이의

correlation, slope, intercept를 계산함으로써 얻음.

╶ 웨델해의 Brunt 빙붕, Larsen 빙붕 및 웨델해 동쪽 지역의 고착빙 지역은 훈련 및

테스트 자료셋으로 사용하였고 벨링스하우젠 해, 아문센 해, 로스 해의 고착빙 지

역은 검증자료로 사용함(그림 4.2.49).

╶ 고착빙과 비고착빙 지역에 대한 기준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처리된 SAR 영상

을 이용하여 육안 판독을 이용함.

╶ 육안 판독을 기반으로 한 기준 자료 구축 방법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서 해당 날짜의 시계열 MODIS 광학 영상(MOD02QKM 산출물)을 이용하여 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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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으로 추출된 고착빙 기준 지역이 실제로 고착빙 지역이 맞는지 확인함.

╶ 고착빙과 비 고착빙의 두 클래스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입력 변수를 추출하고 기

계학습(random forest)의 훈련자료와 테스트 자료로 활용하여 각각 고착빙 분류 모

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이용함.

╶ 서남극 해역 별 다양한 지역(웨델해의 동 웨델해 고착빙 지역, 아문센 해와 로스

해 사이의 Nickerson 빙붕 지역, 벨링스하우젠해의 Stange 빙붕 지역, 아문센 해

Cape dart 고착빙 지역)에 대해서 고착빙 분류 모델 검증을 수행함.

╶ 사용된 입력 자료를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고착빙 탐지 모델을 구축하여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모델 결과를 비교 평가함.

╶ 웨델해의 동 웨델해 고착빙 연구지역은 다양한 조합을 이용한 결과들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거리 변수가 제외되었을 때 지역의 서쪽 부분에서 고착빙

이 과대 탐지되는 경향을 보임.

╶ 아문센 해 로스 해 사이의 Nickerson 빙붕 고착빙 연구 지역은 해빙속도에 대해서

normalization을 적용할 시 더 좋은 탐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그림 48b), 거리 변

수가 제외되었을 때 약간의 과대탐지 경향을 보이지만 동시에 기준지역을 정확히

탐지함.

╶ 벨링스하우젠해의 Stange 빙붕 고착빙 연구 지역은 다양한 조합의 연구결과가 서

로 큰 차이가 없었고, 아문센 해 Cape dart 고착빙 지역은 표준화 하지 않은 해빙

속도를 이용하고(original) 거리 변수를 제외하였을 때 탐지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음.



- 89 -

그림 4.2.49. 웨델해, 벨링스하우젠해, 아문센 해, 로스 해 고착빙 연구 지역에 대한

ALOS-1 PALSAR 영상. 웨델해의 고착빙 지역(파란색 글자)은 훈련 및 테스트 자

료로 사용되었고 다른 해의 고착빙 지역(빨간색 글자)은 모델 검증 자료로 사용함.



- 90 -

그림 4.2.50. SAR 영상 분할 결과 및 입력변수 예시(우)

해역 연구 지역 날짜 시간 간격 입사각 사용

웨델해

Brunt 빙붕
2007.08.08

2007.08.13

5일

34.078°

34.090° 훈련 및

테스트 자료
Larsen 빙붕

2007.08.20.

2007.08.25

34.106°

34.086°

동웨델해 지역
2007.08.08.

2007.08.13

34.112°

34.107°

모델 검증

자료

아문젠해와

로스해 사이

해역

Nickerson 빙붕
2007.07.26.

2007.07.31

34.095°

33.979°

벨링스하우

젠해
Stange 빙붕

2007.07.07.

2007.07.12

34.099°

34.101°

아문센 해 Cape dart 지역
2010.10.31.

2010.11.05

34.091°

34.092°

표 4.1.13. 본 연구에 사용된 ALOS-1 PALSAR SAR 영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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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1. 아문센 해의 고착빙 지역에 대한 (a) SAR 영상, (b) 이른 날짜에 대한

MODIS 영상들(2010년 10월 31일), (c) 이후 날짜에 대한 MODIS 영상들(2010년

11월 5일)

그림 4.2.52. 웨델해의 동 웨델해 고착빙 연구 지역에 대한 random forest 모델

의 예측 결과. (a) 기본 입력 자료를 모두 사용한 결과, (b) normalization

해빙 속도를 이용한 결과, (c) standardization 해빙 속도를 이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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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3. 웨델해의 동 웨델해 고착빙 연구 지역에 대한 random forest 모

델의 예측 결과. (a) 거리 입력 변수를 제외한 결과, (b) 거리 제외 및

normalization 해빙속도 이용 결과, (c) 거리 제외 및 standardization 해

빙 속도 이용 결과, (d) 해빙 속도 변수 제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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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4. 아문센 해 로스 해 사이 해역에 Nickerson 빙붕 지역에 대

한 random forest 모델 예측 결과. (a) 기본 입력 자료를 모두 사용

한 결과, (b) normalization 해빙 속도를 이용한 결과, (c)

standardization 해빙 속도를 이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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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5. 아문센 해 로스 해 사이 해역에 Nickerson 빙붕 지역에 대한

random forest 모델 예측 결과. (a) 거리 입력 변수를 제외한 결과,

(b) 거리 제외 및 normalization 해빙속도 이용 결과, (c) 거리 제외 및

standardization 해빙 속도 이용 결과, (d) 해빙 속도 변수 제외한 결과

그림 4.2.56. 벨링스하우젠해의 Stange 빙붕 고착빙 연구 지역에 대한 random forest 모델

예측 결과. (a) 기본 입력 자료를 모두 사용한 결과, (b) normalization 해빙 속도를

이용한 결과, (c) standardization 해빙 속도를 이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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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7. 벨링스하우젠해의 Stange 빙붕 고착빙

연구 지역에 대한 random forest 모델 예측 결

과. (a) 거리 입력 변수를 제외한 결과, (b) 거리

제외 및 normalization 해빙속도 이용 결과, (c)

거리 제외 및 standardization 해빙 속도 이용

결과, (d) 해빙 속도 변수 제외한 결과

그림 4.2.58. 아문센 해 Cape dart 고착빙 지역에 대한 random forest 모델 예측 결과. (a)

기본 입력 자료를 모두 사용한 결과, (b) normalization 해빙 속도를 이용한 결과,

(c) standardization 해빙 속도를 이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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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9. 아문센 해 Cape dart 고착빙 지역에 대한 random

forest 모델 예측 결과. (a) 거리 입력 변수를 제외한 결과, (b)

거리 제외 및 normalization 해빙속도 이용 결과, (c) 거리 제

외 및 standardization 해빙 속도 이용 결과, (d) 해빙 속도 변

수 제외한 결과

◯ 남극 에너지 수지 자료 수집

╶ NASA/GEWEX Surface Radiation Budget (SRB) (1983년 7월 ~ 2007년 12월)

╶ International Satellite Cloud Climatology Project (ISCCP)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97 -

visible과 infrared radiances를 이용

╶ CM SAF Surface Net Longwave radiation(SNL) (1982 ~ 2009년 ) 자료 수집

◯ Net Radiation 계산

╶ 남극의 여름철인 11 ~ 2월 (1984 ~ 2007) 자료를 이용

╶ 분석은 11-12월 (NovDec) 기간과 1-2월 (JanFeb) 두 기간에 대해 수행

╶ 남극은 극야현상으로 인하여 겨울철 일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기간으로

지정

╶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Net Radiation 계산

╶ Net Shortwave를 SRB 자료와 CM SAF의 알베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Net Longwave는 CM SAF에서 제공하는 SNL 자료를 이용

  

 

 : Net radiation (W/m
2)

 :Net shortwave flux (W/m
2)

 : Net Longwave flux (W/m
2)

 : Shortwave Downward radiation (W/m
2),  : Albedo

◯ 연구기간 동안 Net Radiation의 동일 화소별 선형회귀를 수행 후 연간 변화율

산정

╶ 대륙보다 해양지역에서 높은 변화 경향이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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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Feb 기간에서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관측

╶ 동남극해 지역에 비해 서남극해 지역에서 강한 Net Radiation의 증가 경향

╶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의 변화경향을 보이고 이는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 의

미

╶ 특정 coast line(Bellingshausen Amundsen sea & Ross sea)에서 흡수되는 에너지

의 증가 관측

그림 4.2.60. Net Radiation의 연간 변화 경향 산출, (왼쪽) Nov-Dec, (오른쪽) Jan-Feb

◯ Net Radiation의 연간 Trend에 따른 연구 권역 분류

╶ Net Radiation의 뚜렷한 변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두 기간(Nov-Dec, Jan-Feb)에

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던 구간을 연구권역으로 분류

╶ solar radiance 의 영향이 큰 Jan-Feb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변화 경향

╶ Positive : 0.4263 W/m2 yr-1

╶ Negative :-0.7589 W/m2 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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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경향보다 감소 경향의 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남극 지역에서 Net

radiation의 감소

그림 4.2.61. Net Radiation의 변화 경향에 따라 구분된 AOI(Area Of

Interest)에서의 시계열 분포

◯ Net Radiation의 시계열에 따른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분석

╶ 시계열 변화에 영향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EOF 분석을 수행

╶ 각각의 연구기간에서의 EOF-1의 공간적 분포와 연간 Net Radiation 연간 변화 분

포가 동일한 pattern 관측

그림 4.2.62. Net Radation의 EOF-1 분포. (왼쪽) Nov-Dec, (오른쪽) Jan-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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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 지역의 Surface Albedo의 연간 Trend에 따른 연구 권역 분류

╶ 선행 연구로 진행 되었던 해빙 알베도의 변화 경향에 따른 연구 권역에서 시계열

분석 (Net Radiation 분류와 동일 조건)

╶ Positive : –0.24060 W/m2 yr-1

╶ Negative : 0.1182 W/m2 yr-1

그림 4.2.63. 선행 연구로 수행되었던 빙하 알베도의 변화 경향에 따

라 분류된 AOI에서의 Net Radiation의 시계열 분포

◯ 해양 지역의 해빙 알베도의 연간 Trend에 따른 연구 권역 분류

╶ 선행 연구로 진행 되었던 빙하 알베도의 변화 경향에 따른 연구 권역에서 시계열

분석 (Net Radiation 분류와 동일 조건)

╶ Positive : -3.9220W/m2 yr-1

╶ Negative : 0.1082 W/m2 yr-1

╶ 알베도 증가(선행 연구와 연계하여 해빙 농도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Net radiation

의 높은 감소경향이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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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4. 선행 연구로 수행되었던 해빙 알베도의 변화 경향에

따라 분류된 AOI에서의 Net Radiation의 시계열 분포

◯ 에너지 수지 변화 분석을 위해 동일한 권역의 Air Temperature자료와 시계열

pattern 분석

╶ Net Radiation과 동일한 분류기준 : 동일 변화, Jan-Feb기간 중심, 해빙 알베도를

바탕으로 분류된 연구 권역

╶ Net Radiation의 경향과 상관없이 air temperature의 감소 경향 관측되었지만

Negative 지역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positive 영역에 비해서 정적인 변화

╶ 전반적으로 Net Radiation이 감소하는 지역에서 증가하는 지역에 비해 온도가 높게

관측

╶ Positive : -0.0212 K yr-1

╶ Negative : -0.0089 K 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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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5. 선행 연구로 수행되었던 해빙 알베도의 변화 경향에 따라 분류

된 AOI에서의 기온(Ta)의 시계열 분포

◯ Net Radiation, 기온 사이의 상관성 분석

╶ Net Radiation 산출 시 해빙 알베도 자료가 이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의 에너

지 수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온과 Net Radiation 사이의 상관성 도출

╶ Positive : 0.1109

╶ Negative : 0.3791

╶ Positive 영역에서는 상관관계가 거의 존재 하지 않으면 Negative 영역에서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

◯ 에너지 수지 변화 분석을 위해 동일한 권역의 Air Temperature, Land surface

temperature 자료와 시계열 pattern 분석

╶ Net Radiation과 동일한 분류기준 : 동일 변화, Jan-Feb기간 중심) - 빙하 알베도

를 바탕 분류

╶ 지표온도 (LST)자료의 경우 2000년도 이후에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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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연구 권역에서 기온(Ta)이 지표 온도에 비해 높음

╶ Net Radiation이 감소 경향을 보이는 지역에서의 기온을 제외하나 나머지 경우에서

는 모두 감소 경향

╶ Air temperature

- Positive : -0.0370 K yr-1

- Negative : 0.0381 K yr-1

╶ Land Surface temperature

- Positive : -0.0647 K yr-1

- Negative : -0.0288 K yr-1

그림 4.2.66. 선행 연구로 수행되었던 빙하 알베도의 변화 경향에 따라 분류된

AOI에서의 기온(Ta), 지표온도(LST)의 시계열 분포

◯ Net Radiation, 빙하 알베도, 기온, 지표 온도 사이의 상관성 분석

╶ Net Radiation 산출 시 빙하 알베도 자료가 이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의 에너

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온, 지표 온도, Net Radiation의 상관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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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Temperature

- Positive : 0.3130 | Negative : -0.3514

╶ Land Surface Temperature

- Positive : 0.4583 | Negative : -0.7577

╶ 해빙 영역에 비해 기온과의 상관성이 높게 관측

╶ Negative영역에서 두 요소 모두 음의 상관관계 관측

◯ 로스해 폴리냐에서의 생태학적 특성 변화

╶ 로스해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차례의 클로로필 번성이 발달 하게 됨. Arrigo and

van Dijken (2004)에 따르면 첫 번째 번성은 11월과 12월 사이인 초 여름에 로스해

폴리냐의 중앙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 시기의 번성은 주로 Phaeocystis

Antarctica에 의해 발생하며 이들 종은 강력한 바람에 의한 수괴의 성층화에 의해

서 조절됨. 두 번째 번성은 여름철 중후반인 약 1-2월 경 나타나며 주로 테라노바

만 주변 해역에서 나타나고 diatom에 의해 우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해빙의

융해에 따라 약 수십 m의 저밀도 층이 해양 상층에 나타나서 강한 성층화에 따라

발생한 결과임. 결과적으로 폴리냐는 강력한 바람에 의해 확장 되며 또한 해빙의

융해도 영양염 및 미량 원소들을 해양으로 방출함에 따라 플랑크톤의 성장 및 소

멸과 상당부분 연관성을 지니게 됨. 즉, 폴리냐의 거동은 결과적으로 플랑크톤 군

집의 공간적 분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앞선 과제 결과(그림 4.2.67)에서 로스해 폴리냐의 규모는 시기에 따라 상당한 변동

을 일으킨다고 알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폴리냐 내의 종구성 또한 변화할 수 있

다는 가정으로 본 과제를 수행함.



- 105 -

그림 4.2.67. Ross Sea 폴리냐 (a) 면적 및 (b) 발생 기간에 대한 시계열 자료. 검은색

점은 매년 여름철 최대 면적을 나타냈던 곳을 의미함. 2000-2001년과 2002-2003

년 여름철은 B-15b 와 C-19 iceberg에 의한 perturbation이 발생했던 시기로 분

석에서 제외함



- 106 -

그림 4.2.68. MODIS aqua 9-km 월별 자료(2010년부터 2016년 까지)를 통해 산출된 클로

로필의 월별 평균장 (Park et al., in preparation)

╶ 그림 4.2.68은 MODIS 9km의 해상도를 가진 클로로필 월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된 월별 평균장을 나타낸 것임. 자료는 최근 폴리냐의 거동을 바탕으로 하기 위하

여 2010년 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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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은 폴리냐가 확장되기 전의 시기로 상당한 gap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폴리냐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11월 경부터 클로로필의 분포가 제대

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시의 경우 경도 165oE와 180o 사이에 상당히 높은 농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음. 이는 Arrigo and van Dijken (2004)이 나타낸 결과와도 유

사한 것임. 그들에 따르면 이 시기는 katabatic 바람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폴리냐가

열리게 되고 그러한 바람에 의해 well-mixing 상태가 되며 P.Antarctica가 번성하

게 된 시기임. 12월부터 남 로스해의 전반적인 지역에서 높은 농도의 클로로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최대치는 11월에 못미치는 수준임. 또한 Arrigo and van

Dijken (2004)이 두 번째 번성 시기로 언급한 2월에는 그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쪽 테라노바 주변 해역에 높은 클로로필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는 해

빙의 융해로 인해 성층화가 강화되고 또한 빛의 공급히 증가함에 따른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diatom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생된 결과임.

╶ 3월 이후에는 다시 구름의 증가로 인해 결측 영역이 상당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쪽 지역에 높은 클로로필이 잔존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Arrigo and van Dijken의 결과인 그림 7에서는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본 과제

결과 그림 6에서는 1월에 동쪽에서 높은 클로로필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음.

그림 4.2.69. 1997부터 2001년까지 여름철 평균 클로로필 농도 변화 (Arrigo and

van Dijken, 2004)



- 108 -

╶ 1월의 클로로필 번성 지역을 포함하여 11월, 그리고 2월에 번성을 각각 나타내는

지역의 클로로필을 공간 평균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8에 제시함.

╶ 다른 두 지역은 기존의 결과와 아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월 동쪽지역의 클

로로필 번성이 확연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음. 시기적으로나 거리적으로 중앙

지역에서 시작된 클로로필 번성이 동쪽 클로로필 번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만 우선적으로 로스해의 해빙은 서쪽으로 이류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클로로필의 농도 자체도 중앙 지역에 비하여 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전혀 다른 번

성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지역의 번성이 어떠한 기작으로 일어났는지에 대

하여 본 과제에서는 확인하고자 하였음.

그림 4.2.70. 여름철 클로로필 농도에 대한 월평균 시계열 (Park et al., in

preparation)

╶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클로로필 성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

지역을 정량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그림 4.2.71에서와 같이 중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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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P), 동쪽지역(eRSP), 그리고 서쪽지역(wRSP)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지역에

서 번성이 나타나는 11월, 1월, 그리고 2월의 월평균장에서 평균 2 mg m-3이상의

클로로필 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을 설정하여 해당 범위를 포함하는 영역을 정하였

음.

╶ 본 과제에서는 각 영역별 클로로필의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Zhai et al. (2011)이 제시한 Shifted Gaussian Curve Fitting을 사용하였음. 결측

영역이 많은 해색 센서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간헐 적으로 관측된 클로로필

농도치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최적화 방식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일반 가우시안 최적화는 시작과 끝이 같은 특성을 지니지만 실제로 클로로

필이 번성한 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사

용하였음. 기본적인 수식은 아래와 같음.

  







  


     log


    

    

   

╶ 여기서 는 최적화된 클로로필 농도, 는 초기 농도 값을 의미하며 는

관성 성분을


는 클로로필 번성의 진폭을 는 성장곡선의 첨도를 나타

낸 것임. 또한 시간 성분들인 , , , 그리고 는 각각 번성이 시작하는 시간,

최대치를 기록한 시간, 종료되는 시간 그리고 총 기간을 의미한다. 관련된 모식도

는 그림 4.2.72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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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1. 클로로필 번성에 따른 지역 설정

그림 4.2.72. Shifted Gaussian Function의 개략적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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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추가적으로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클로로필의 성장

률을 계산함. 여기서 는 성장률을 의미함.

  
    

╶ 각 지역의 결과는 그림 4.2.73~75와 표 4.2.20~22에 제시되어 있음. 대체로 가우시안

분포를 잘 따르고 있으나 서쪽 로스해 폴리냐 지역의 경우 클로로필의 소멸 이전

에 구름에 의한 결측으로 인하여 정확한 가우시안 형태를 나타내지 않고 지수적

증가형태만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해당 지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지수 함수를

이용한 최적화를 수행함. 여기서 a는 초기 농도를 b는 성장률을 의미하며 이는 서

쪽 폴리냐 지역에서만 국한된 시계열적 변동만을 고려하며 타 지역과의 비교는 수

행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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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3. 중앙 로스해 폴리냐 지역에서의 각 여름철 클로로필 성장 곡선 결과

표 4.2.20. 중앙 로스해 폴리냐 지역에서의 클로로필 농도에 대한 가우시안

최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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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4. 서쪽 로스해 폴리냐 지역에서의 각 여름철 클로로필 성장 곡선 결과

표 4.2.21. 서쪽 로스해 폴리냐 지역에서의 클로로필 농도에 대한 가우시안 
최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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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5. 동쪽 로스해 폴리냐 지역에서의 각 여름철 클로로필 성장 곡선 결과

표 4.2.22. 동쪽 로스해 폴리냐 지역에서의 클로로필 농도에 대한 가우시안

최적화 결과

╶ 서쪽과 동쪽 로스해의 클로로필 번성의 경우 이전 연구에서도 활발히 진행된 바

있으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언급을 생략하도록 함.

╶ 동쪽 로스해 폴리냐 지역의 클로로필 번성의 경우 연구 결과, 가장 높았던 시기인

2011-2012년 여름철과 2014-2015년 여름철(그림 4.2.76)에 PAR의 수치가 높게 나

타났으며(그림 4.2.77) 이는 동쪽 로스해 해빙의 융해가 최근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성층화가 발달했고 서쪽 로스해 폴리냐에서의 클로로필 번성 메커니즘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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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으로 인해 diatom이 발달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2.76. 각 여름철의 클로로필 분포와 대기 요인. 벡터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검은색 등고선은 기압을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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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7. 각 해 여름철의 PAR 평균장

╶ Autumn Kidwell의 “Characterization of the Variability of the South Pacific

Convergence Zone Using Satellite and Reanalysis Wind Products“ 을 참조바람.

╶ 요약하자면 남태평양 수렴 영역의 변동성은 1981-2014년 대기 재분석 자료

ERA-Interium와 QuickSCAT 자룔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음. 이러한 자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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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Z의 강도, 면적 및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하였고 ERA-Interium자

료를 통하여 다양한 시간 규모의 SPCZ 변화에 대하여 연구되었음. SPCZ의 강도,

면적 및 중심 위도는 계절 순환이 지배적임. 반대로 SPCZ의 중심 위도는 MJO영

향으로 인해 계절 내부 순환 체계를 갖음. SPCZ에 관련된 지수는 모두 ENSO와

연관이 있는데 강한 엘리뇨가 발생할 때 SPCZ의 강도는 계절 변화에 비하여 약

두배임. SPCZ 강도는 동태평양 엘리뇨보다 중 태평양 엘리뇨일 때 그 강도가 더

세짐. 1999년 경 PCO의 phase shift는 SPCZ의 중심 경도를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중심 위도의 경우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SPCZ의 영역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에 사용한 자료로는 NOAA에서 제공하는 OISST(Optimal Interpolated Sea

Surface Temperature)자료를 사용했으며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이며, 자료의 Resolution은 0.25도 X 0.25도, 유닛은 Kelvin, 경도범위는 180° E에서

180° W까지, 위도 범위는 30° S에서 90° S임.

╶ Data처리 과정으로는 먼저 NOAA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일별자료이기 때문에 먼저

월별로 평균함. 그 이후 Median fiter를 사용하여 1차적으로 noise를 제거한 후 Sea

Surface Temperature Gradient를 구함(그림 4.2.78).

╶ 온도를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 자료의 원래 단위인 Kelvin을 Celsius

로 변환해 주었으며, nosie를 제거한 data에서 main stream을 찾기 위해 3개의 영

역을 추가로 고려하여 제거 함(그림 4.2.78b). Noise를 제거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로 Subtropical Front 북쪽범위는 남극순환류(ACC)의 영역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

문에 제거함(Orsi et al., 1995). 두 번째 남극 연안 지역은 빙하와 해수가 만나

front의 영향이 아닌 빙하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gradient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

분도 제거함. 세 번째 제거한 부분은 Orsi의 SAF(Subantarctic Front)가 위치한 지

역보다 남동태평양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위도가 5도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 Gradient 값은 높게 나타나지만 위도 5도의 차이는 거리로는 500k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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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 때문에 Front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Front 계산에서는 고려

할만한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거함.

╶ 이렇게 3가지 영역을 제거해준 자료에 Gaussian 2차 fitting을 실시함. 2000년 1월

데이터에서 경도 1도에서의 SST Gradient를 뽑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그림

4.2.79의 파란 그래프로 나타남. 그림 4.2.79에서 보이듯이 여러 개의 Peak 지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떤 값을 사용해야 될지 명확하지가 않음. 따라서 전

체적으로 영향이 매우 크다고 고려되는 우세한 두 지점을 찾기 위해 Gaussian 2차

fitting을 사용함.

╶ Gaussian 2차 fitting을 통해 보정한 것이 그림 4.2.79의 빨간 그래프임. 그림 4.2.79

의 빨간 그래프에서 남극과 가까운 곳을 PF(Polar Front)의 흔적, 먼 곳을

SAF(Subantarctic Front)의 흔적이라고 판단했음.

╶ Gaussian 2차 fitting을 통해 찾은 PF(Polar Front)와 SAF(Subantarctic Front)의

흔적이 그림 4.2.80a이며 이 흔적들을 Orsi의 Front와 함께 그린 것이 그림 4.2.80b

임. 이렇게 흩어져 있는 흔적들을 하나의 유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Fourier fitting을

이용함. Fourier fitting 차수가 몇 차일 때 RMSE(Root Mean Square Error)가 가

장 적게 나타나는지 찾기 위해 Fourier fitting을 1차부터 100차까지 실시함. 우선

2000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총 180개의 자료를 각각 Fourier 1차 fitting을

함. 1차 fitting 한 180개의 자료와 Orsi Front와의 RMSE를 각각 계산함. 계산된

180개의 RMSE를 평균해주게 되면 1차 fitting의 RMSE값이 나오게 됨. 이 방법을

1차부터 100차까지 실시함.

╶ Orsi PF와의 1차에서 100차까지의 평균 RMSE를 나타낸 것이며 Fourier 차수가 4

차일 때 RMSE가 가장 낮게 나타남. 결과적으로 Fourier 차수가 5차일 때 RMSE

가 가장 낮게 나타남. Fourier 곡선은 차수가 높을수록 곡선을 좀 더 잘 표현한다

고 생각되어 곡선산출에 Fourier 5차 fitting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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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8. 2000년 1월의 Sea Surface Temperature 구배장. (a), Noise 제거 후의

Sea Surface Temperature 구배장(b).

그림 4.2.79. Gradient Magnitude와 Gaussian 2nd fitt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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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0. 2000년 1월의 PF, SAF 탐지 결과 (a), 탐지 결과와 Orsi(1995)의 PF, SAF의

비교(b)

╶ 본 연구를 통해 찾은 2000년 1월의 PF와 SAF의 흔적들과 그 흔적들을 Fourier 5

차 fitting으로 연결한 선들을 Orsi의 PF와 SAF와 함께 나타낸 것이 그림 4.2.81임.

╶ 그림 4.2.81에서 주황색 점은 PF의 흔적들, 파란색 점은 SAF의 흔적들이며 붉은색

선은 PF의 흔적들을 연결한 것이며 푸른색 선은 SAF의 흔적들을 연결한 선임. 보

라색과 초록색선은 각각 Orsi의 SAF와 PF를 나타낸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찾은 180개월 기간 내의 Front들의 흔적들을 Fourier 5차 fitting을

통해 선으로 연결한 것을 모두 그린 것과 180개의 선들의 평균, 그리고 Orsi의

Front들을 함께 나타낸 것이 그림 4.2.81임.

╶ 그림 4.2.82a에서 푸른색 선은 180개월 기간 내의 PF들의 흔적들을 Fourier 5차

fitting을 통해 선으로 연결한 것을 모두 그린 것이며 붉은색 선은 180개의 선들의

평균, 그리고 Orsi의 PF는 초록색 선으로 표현하였음. 그림 4.2.82b의 푸른색 선은

180개월 기간 내의 SAF들의 흔적들을 Fourier 5차 fitting을 통해 선으로 연결한

것을 모두 그린 것이며 하늘색 선은 180개의 선들의 평균, 그리고 Orsi의 SAF는

보라색 선으로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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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찾은 PF와 Orsi의 Front들을 비교 해보았을 때 PF에서는 전체 경

도상에서 RMSE가 1.75도, SAF에서는 RMSE가 1.72도로 산출되었음. 따라서 시간

적, 공간적으로 큰 범위의 관측을 통하여 산출된 Orsi의 Front와는 달리 본 연구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비교적 적은 오차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간대의 SAF와 PF의

대략적인 위치를 수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됨.

그림 4.2.81. 탐지된 결과와 이전 결과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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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2. Orsi's PF와 평균 PF ine의 RMSE 값(a), Oris's SAF와 평균 SAF line의

RMSE(b)

◯ 남극해 편서풍의 강화

╶ Southern Annular Mode (SAM)은 남반구 편서풍의 남북방향 이동을 나타내는 기

후인자로서 남극해 주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 있음

╶ SAM의 Positive한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은 남극해 편서풍의 중심축이 남극방향

(Poleward)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나타냄 (그림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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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Southern Annular Mode Index (Marshall, 2003)

◯ 남극해 표층수온 증가 경향

╶ 그림 4.3.2는 OISST 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2) 자

료를 이용한 지난 1997년부터 2014년 기간의 남극해 여름철 표층수온 증감 기울기

(Sen’s slope)를 나타냄 (붉은색 영역이 수온 증가)

╶ 남극순환류 주변해역인 대서양 남부와 인도양 극전선 부근 해역을 중심으로 표층

수온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4.3.2. 남반구 여름철 표층수온의 증감 기울기 (1997 – 2014)

◯ 남극해 Heat flux 증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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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our et al. (2016)은 표층수온과 모델자료를 통해 남극해 Heat flux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함 (그림 4.3.3)

╶ 이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극해의 Heat storage가 남위 45도 부근에서 1000 m 수심

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됨

그림 4.3.3. 남극해 위도별 해양의 heat content trends (Armour

et al., 2016)

◯ 남극순환류의 위치 변동

╶ Kim and Orsi (2014)는 해수면높이 (SSH)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 약 20년간 남극

순환류의 위치 변동을 연구함 (그림 4.3.4)

╶ 지난 20년간 남방 대서양과 인도양에서는 남극방향으로 남방 태평양은 적도방향으

로 극전선 이동이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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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지난 20년간 남극순환류 위치 변동 (Kim and Orsi, 2014)을 참고로 한

연구해역 설정 (1~3 해역)

◯ 연구해역 설정

╶ 남극해에서 기후변화, 장기적 변화 방향이 뚜렷한 해역을 우선 파악

╶ 남극순환류 주변해역의 표층수온 증가 해역

╶ Kim and Orsi (2014)를 참고하여 남극순환류 남북방향 (Meridional)의 위치가 장

기・경년 변동이 뚜렷한 해역을 선정 (그림 4.3.4)

╶ 남대서양 (2번 해역)과 남인도양 (3번 해역)의 남극순환류 남북방향 위치가 십 수

년 사이 남극방향 (Poleward)으로 이동함

╶ 남태평양 부근 (1번 해역)의 남극순환류 남북방향 위치의 경년변동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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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평균 표층엽록소 농도 분포

╶ 여름철 평균 엽록소 농도: 해역별 순서대로 0.21, 0.53, 0.24 mg m-3 (그림 4.3.5)

╶ 남대서양, 인도양 해역에는 사우스조지아 섬,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케르겔렌 제도

가 있어 생산력이 풍부한 해역을 형성함

╶ 남태평양 연구해역은 상대적으로 평균 엽록소 농도가 가장 낮음

그림 4.3.5. 연구해역 및 여름철 평균 엽록소 농도 분포 (1997 – 2014, 17년)

◯ 해역별 엽록소 농도 계절 분포

╶ 평균 최대 엽록소 농도: 해역별 순서대로 0.28, 0.60, 3.1 mg m-3 (그림 4.3.6)

╶ 남태평양은 12월 말, 남대서양은 11월 말, 남인도양은 12월 초에 최대엽록소 농도

를 보임

╶ 남대서양은 최대 엽록소 농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엽록소 농도가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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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해역별 여름철 엽록소 농도 계절 분포

◯ 해역별 장기 엽록소 시・공간 분포

╶ 남태평양 엽록소 농도의 시계열 분포는 0.1 – 0.6 mg m-3 사이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2003/2004, 2008/2009에 높은 엽록소 농도를 보이고 있음 (그림 4.3.7)

╶ 남대서양은 세 개 해역 중 가장 높은 엽록소 농도 분포를 보임 (0.3 – 1.0 mg

m-3), 2008/2009 – 2011/2012에서 가장 높은 엽록소 농도를 나타내고 있음

╶ 남인도양의 엽록소 농도는 대체로 0.1 – 0.4 mg m-3 수준이며, 남태평양과는 달리

엽록소 농도의 큰 변동이 나타나는 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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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해역별 시계열 엽록소 농도 분포 (17년)

╶ 남태평양의 엽록소 이상치 (anomaly)는 장기적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그림

4.3.8)

╶ 남대서양은 2008/2009 – 2011/2012 기간의 높은 엽록소 농도가 나타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2011/2012년도 이후로 엽록소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바뀜

╶ 남인도양은 약하지만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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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해역별 엽록소 농도의 이상치 (검은 점선: 선형관계)

╶ 해역별로 남태평양 해역은 극전선 (Polar Front)을 기준으로 저위도는 감소하는 경

향, 고위도 해역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4.3.9)

╶ 남대서양과, 인도양에서 시계열 분포와 마찬가지로 극전선 주변해역에서 엽록소 농

도의 증가와 감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7년 간 표층엽록소 농도 증감률: 0.31 mg m-3 (남대서양), -0.11 mg m-3 (남

인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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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엽록소 농도 이상치의 Sen’s slope (p<0.05)

◯ 해역별 시・공간 변화도 분석 (EOF)

╶ 모든 해역의 제 1의 Principle component (PC)는 계절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4.3.10, 4.3.11, 4.3.12)

╶ PC1 성분은 계절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유분산 값은 남인도양, 태평양, 대서

양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42.16, 33.3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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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평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역의 제 2 PC는 식물플랑크톤의 이른 번성과 늦은

번성 시기를 잘 나타내고 있음

╶ 남대서양과 인도양 해역은 사우스조지아 섬과 케르겔렌 제도 주변에서 엽록소 농

도 분포가 늦은 여름철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4.3.10. 남태평양 해역의 시・공간 변화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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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 남대서양 해역의 시・공간 변화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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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2. 남인도양 해역의 시・공간 변화도 분석

◯ 표층수온

╶ 여름철 표층수온은 해양의 성층화 (Stratification)와 남극순환류 위치변동 및 해양

의 Heat flux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변수 중 하나임

╶ 표층수온은 NOAA의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2 자료를

활용함

╶ 모든 해역에서 10월부터 표층수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월에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3.13)

╶ 남대서양 해역의 표층수온이 5~9℃ 범위 값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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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평양 해역이 세 해역 중 가장 낮은 표층수온을 나타냄

그림 4.3.13. 해역별 표층수온의 계절 분포

╶ 남극순환류의 위치변동과 남극해의 Heat flux의 변동은 해역별 표층수온 증/감

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전반적으로 남태평양 해역은 표층수온의 경년변동은 나타나지만 장기 경향은 없

었음 (그림 4.3.14)

╶ 남대서양, 인도양 해역의 표층수온 시계열 분포에서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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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냄

그림 4.3.14. 해역별 표층수온 이상치의 시계열 분포 (17년)

╶ 남태평양 해역에서는 공간적으로 표층수온의 뚜렷한 장기 경향성은 파악되지 않

았음 (그림 4.3.15)

╶ 이와 달리, 남대서양과 인도양은 대부분의 해역에서 표층수온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7년 간 표층수온의 증가율은 각각 약 0.05℃ (남대서양), 0.03℃ (남인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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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5. 표층수온 이상치의 Sen’s slope (p<0.05)

◯ 해역별 표층광량 (PAR)

╶ 빛은 식물플랑크톤 광합성 및 일차생산에 필수적 요소

╶ 광량자료는 GlobCoulo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초기 SeaWiFS자료에서

광량 값이 크게 나타나 1997/1998 ~ 2001/2002 기간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함

╶ 그림 4.3.16은 해역별 평균적인 여름철 광량은 순서대로: 33.8 (남태평양), 41.3 (남

대서양), 38.2 einstein m-2 d-1 (남인도양) 수준임

╶ 남태평양과 인도양은 점진적으로 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대서양은

2008/2009에 높은 광량을 보이고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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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6. 해역별 시계열 광량 분포 및 광량 이상치

◯ 해역별 혼합층 깊이

╶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필요한 광량과 영양염 공급 기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혼

합층 깊이를 분석

╶ 겨울철 혼합층 깊이는 저층으로부터 공급되는 표층 영양염 분포에 영향을 줌 (봄,

여름철 식물플랑크톤 성장 시 소비)

╶ 마찬가지로, 여름철 혼합층 깊이는 표층과 저층의 영양염 교환 및 수층의 광 조건

에 영향을 줌

╶ 혼합층 깊이 자료는 NCEP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 (GODAS) 자

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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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층 깊이의 계절 분포는 8~10월 사이에 가장 깊고, 11월부터 얕아지기 시작하여

1~2월에 가장 최소값을 나타냄 (그림 4.3.17)

╶ 겨울철 혼합층 깊이는 남태평양이 200 m 이상으로 가장 깊게 나타났으며, 남대성

양의 혼합층 깊이는 평균 100 m로 가장 얕게 형성됨

그림 4.3.17. 해역별 혼합층 깊이의 계절 분포

╶ 남태평양의 여름철・겨울철 혼합층 깊이는 1997/1998 – 2004/2005 부분에서 재현

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음 (그림 4.3.18, 4.3.19)

╶ 남대서양과 남인도양에서는 여름철・겨울철 혼합층 깊이가 장기적으로 증가/감소

경향이 뚜렷이 보임

╶ 본 자료는 모델자료와 현장자료가 혼합된 재분석 자료로 장기 경향을 확인하기 위

해 실제 혼합층 깊이 자료가 필요하다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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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8. 해역별 겨울철 혼합층 깊이.

그림 4.3.19. 해역별 여름철 혼합층 깊이

╶ 해역별로 Argo 자료의 수온과 염분 프로파일 자료를 활용하여 밀도를 계산하였고

Dong et al., (2008)을 참고하여 여름철 혼합층 깊이를 계산함 (그림 4.3.20)

╶ 남태평양은 극전선을 기준으로 저위도와 고위도 해역을 구분함, 엽록소 농도가 감



- 140 -

소하는 저위도에서 혼합층 깊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남대서양과 인도양에서는 엽록소 농도가 증/감하는 부분에서 혼합층 깊이를 분석하

였음, 남대서양에서는 혼합층 깊이가 점진적으로 깊어지고 있으며 인도양에서는 다

소 감소하고 있음

그림 4.3.20. 해역별 Argo 자료를 활용한 혼합층 깊이 (녹색 막대그래프: 데이터 수)

◯ 해역별 엽록소 농도와 물리적 요인 관계 분석

가. 남태평양 해역:

╶ 시계열 엽록소 농도는 장기 경향을 보이지 않음

╶ 남태평양의 부분의 GODAS자료는 혼합층 깊이를 재대로 구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나 Argo 자료를 보면 극전선 윗부분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엽록소 농도

가 감소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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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대서양 해역

╶ 엽록소 농도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겨울철 혼합층 깊이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연구기간 후반부에 많은 양의 영양염 공

급 됨

╶ 여름철 혼합층 깊이의 증가가 식물플랑크톤 번성기간 표층으로의 영양염 확산에

도움을 줌

╶ 표층수온은 증가하지만 성층화의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여름철 혼합층 깊

이는 오히려 증가함

다. 남인도양 해역

╶ 엽록소 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겨울철・여름철 혼합층 깊이의 감소로 영양염 공급이 상대적으로 연구기간 후반부

에 줄어 듬

╶ 표층수온의 증가로 인한 표층의 성층화가 강하게 나타나 표층 아래의 영양염 공급

이 제한됨 (표층수온과 여름철 혼합층 깊이의 음의 상관관계)

그림 4.3.21. 엽록소 농도와 물리적 요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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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 표층수온과 기타 물리적 요인 간 상관관계

◯ SOM 알고리즘 개발 및 순군집생산력 시간변화 재현(논문 연내 투고완료 예정)

╶ Self organizing map 기법(Kohonen, 2001)에 근거하여 수온, 엽록소, 광량, 혼합층

깊이를 입력변수로 하는 순군집생산력 추정 알고리즘 개발

╶ 2011년 1월, 2012년 2월의 관측 값의 공간적 분포를 대체로 잘 재현함(그림 4.3.23).

╶ 이를 토대로 아문젠해의 순군집생산력의 평균값의 시계열 추정(그림 4.3.24). 기존

문헌의 관측 값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

╶ 2011, 2012 하계 전 기간 동안 주간단위 NCP를 추정 (그림 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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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3. 2011 (좌), 2012 (우)의 아문젠 폴리냐에서의 NCP현장 관측

자료(상단)와 SOM을 이용한 추정NCP (하단) 의 비료그림

그림 4.3.24. 추정된 아문젠 폴리냐의 평균 순군집생산력의 시간적 변동 (2011년 초록색, 2012년

주황색) 및 현장관측 값과의 비교 (점 및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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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5. SOM을 이용한 아문젠 폴리냐에서의 2011년 (a), 과 2012년 (b)의 순군집생산력의 분

포도

◯ DMS분석법 개발 및 현장관측

╶ DMS 분석을 위한 박막주입식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현장관측 (그림 4.2.26)

╶ 2015/2016 아라온 2항차 구간의 표층 DMS 분포 관측 결과 (그림 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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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6. 아라온 현장관측 DMS의 농도분포도

그림 4.3.27. 아라온 현장관측 DMS의 농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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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가. 연구개발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남극해 환경 변화 이해를 위해

╶ 남극해의 물리적 경계 및 대양수와의 에너지 교환 역할을 하는 남극해 극전선의 특성 이해

가 필요함.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해수온 자료를 이용하여 남극순환류의 과거 30년 특성을

이해하고, 수치 모델로부터 그 메커니즘 과 해빙변동과의 상호 연관성을 찾고자 함.

╶ 남극해의 물리적 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해빙 변동 특성을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마이크로웨

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이해하고, 수치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게 함.

╶ 남극 순환류와 해빙의 진퇴가 이산화탄소 저장고로서의 남극해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생태계

(표층/해양 일차 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 변화 추적)를 해색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비교

함.

╶ 해색인공위성자료의 정밀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관측 치를 이용한 새로운 알고리

듬을 개발하여 남극해에 적용함으로써 남극순환류의 변동과 해빙 진퇴 사이의 상관성을 이

해하고, 아울러 이러한 물리적 변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구성함.



- 147 -

그림 4.1.1. 이론적 배경: 남극해 환경 특성. (a) 남극전선은 대양과 에너지 교환역할을

하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b) 과거 30년간 남극해 표

층 엽록소 농도 분포 변화. 남극해 순환류 (극지선)의 변동은 대양과의 에너지

교환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의한 남극해 환경 변화가 발생함

그림 4.2.2. 원격탐사 기반 극지기후연구-연구개발 추진 체계

가. 학연 협력 체계

╶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극지연구소 주도의 연구수행은 남극해 순환류-해빙의 진퇴-해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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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사이의 상호 관계 파악에 집중함

╶ 해빙의 특성 중, 폴리냐 및 연안 고착빙 등 해빙 진퇴 관련 부분은 위탁 연구를 통해 수

행함

╶ 해색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이해의 범의 확장을 위해 남극해 해색특성 이해 및

생물과학 특성 이해를 통한 해색알고리듬의 정밀도향상을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서 수행

함

╶ 원격탐사의 다양한 분야 간 융합 연구를 위해 전문가 풀(전문가 워크숍)을 구성하고, 다

양한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남극 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수행함

╶ 원격탐사활용분야 개발을 위해 다학제 간 연구를 수행함: 소내 타 분야와 공동 연구 수

행

그림 4.2.3. 원격탐사기반 극지기후연구-학연협력체계. 극지연구소내 다학제간 융합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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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연구목표
추 진 실 적 및 계 획 연구비

(천원)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14년)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서남극해 ACC 변동성 특성

분석

╶ 해빙에 의한 남극해 변동

수치모델 구현을 위한 기반

설계

180,000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폴리냐 변동 분석

324,000

3.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서남극해 RS 알고리듬 분석

216,000

2차년도

(’15년)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서남극해 ACC 변동성 연구

╶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현

200,000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 해빙/빙하 특성 연구

╶ 폴리냐 시공간 변동 분석

359,000

3.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 서남극해 RS 알고리듬 분석

240,000

3차년도

(’16년)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서남극해 ACC 연간 변동성

연구

╶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현

194,000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빙권의 변동 특성 분석

╶ 폴리냐 시공간 변동 분석

349,000

3.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232,000

가. 연도별 주요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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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층해양생태계의 시공간

분포 이해

╶ DMS 분포관측

╶ 해색자료 활용을 위한 중장

기 변동성 연구

위탁과제명
연구 참여자 연구기간 당해 연도

연구비

(백만원)

비고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명) 총기간 당해 연도

1
다중위성자료를 활용한 서

남극해 해빙/빙하 특성 분석
임정호 6

2014.02.01

~

2016.12.31

2016.01.01

~

2016.12.31

40

2

Ross Sea Polynya를 변화

시키는 대기-해양-빙권의 물

리적인 관계 연구

조영헌 7

2014.02.01

~

2016.12.31

2016.01.01

~

2016.12.31

40

3

서남극 빙하/해빙의 알베

도가 지표 에너지 수지의 장

기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경수 5

2014.02.01

~

2016.12.31

2016.01.01

~

2016.12.31

40

4

Bio-optical Properties in
the Southern Ocean in
Support of Ocean Color
Remote Sensing

E u r i c o

D’Sa
3

2014.02.01

~

2016.12.31

2016.01.01

~

2016.12.31

40

※ 파란색 : 계획 / 붉은색 : 실적

가. 위탁연구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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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명 당해 연도 목표
목표달성도

(%)

본 과제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

및 활용 내용

1

다중위성자료를

활용한 서남극해

해빙/빙하 특성 분

석

◯ 서남극 아문센 해 주변

특정 빙하의 시공간적 질

량변화와 기저용융 규명

및 해빙의 변동성 연구

90%

◯ 서남극 아문센 해의 특정 빙

하의 질량 변화량의 정량적

인 규명 및 해빙의 변동성과

의 연관성 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서남극 빙권의 변화에

대한 본 과제 최종 목표와

밀접하게 관계

2

Ross Sea

Polynya를 변화 시

키는 대기-해양-빙

권의 물리적인 관

계 연구

◯ 폴리냐와 기후 변화와의

상관성과 폴리냐 내외부

해수 순환 특성 분석

85%

◯ 본 과제 목표달성에 폴리냐

와 기후 변화와의 상관성 분

석은 필수, 본 위탁연구는

국내 최초 폴리냐의 물리적

변화 특성 이해를 시도한 경

험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와

의 연관성 분석 및 내외부

해수 순환 특성 분석

3

서남극 빙하/해

빙의 알베도가 지

표 에너지 수지의

장기변화에 미치는

영향

◯ 서남극 지역의 에너지 수

지의 변화 탐지와 빙하/

해빙 알베도와의 상관분

석을 통한 서남극 지역의

환경변화 연구

90%

◯ 원격탐사 기반의 장기간 자

료를 이용하여 남극 전역의

에너지 변화 경향을 파악하

고, 1-2차 연도 연구 결과인

빙하, 해빙의 알베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여 서남극해

지역의 기후 변화를 파악

4

Bio-optical

Properties in the

Southern Ocean in

Support of Ocean

Color Remote

Sensing

◯ 남극해 생물광학 특성 조

사

◯ 서남극해 RS알고리듬 분

석

80%

◯ 남극해 생물-광학 특성을 이

해하기 위해 아라온호를 이

용한 현장관측을 수행하여

획득된 자료 (CDOM 등)를

분석함 본 과제의 해색자료

해석에 활용

나. 위탁과제 목표달성도 및 본 과제에 대한 기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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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내 연차별 목표 대비 달성율(%)

구분
연차별 달성내용 연차별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B

)(%)
세부연구목표 연구내용

가중
치

(A)
달성실적

1년차
(2014

)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1-1. 서남극해 ACC 변동
성 연구

0.25

◯ AMSR-E SST를 이용한 
ACC Front 정의 알고리듬 
개발

100
1-2.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
현

◯ 수치모델 구축을 위한 시스템 
기반설계

◯ 수치모델 안정화
100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2-1.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0.45

◯ 과거 30년 해빙위성자료 수집 
및 분석

◯ 극지 SAR 자료 이용 
핵심기술 연구 수행

◯ 국제공동연구기반 마련 

100

2-2. 폴리냐 변동 분석 ◯ AMSR-E자료를 이용한 
폴리냐 변화 추정 100

3. 표층해양생태계
(일차생산력) 특
성 이해

3-1. 과거 자료를 이용한 
남극해 해색 
공간분포 특성 분석

0.3

◯ 남극해 해색위성자료 수집 
분석 (SeaWiFS, MODIS) 및 
식물플랑크톤분포 시계열 
분석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 기후 인덱스와 비교 분석

100

3-2. 서남극해 RS 
알고리듬 분석

◯ 아라온호 관측 수행 
(생물-광학 특성 측정)

◯ 서남극해 해색 RS에 대한 
CDOM의 특성 분석

◯ 서남극해 이산화탄소 및 
순군집생산 자료의 
해색인공위성자료-인공신경
망실험기법 개발 완료

◯ 순군집생산 시간 변화 재현을 
위한 최적화 작업 진행

100

계 1.0 100
2년차
(2015

)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1-1. 서남극해 ACC 변동
성 관측 0.25

◯ AMSR-E SST를 활용한 
ACC PF 변동성 관측

◯ Araon 운항중 XCTD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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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ACC 구조관측  
1-2.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
현

◯ 1°×1° 전 지구 해양수치모델 
구현 및 결과 생산 및 분석

◯ 0.25°×0.25° Hindcasting 전 
지구 해양수치모델 시스템 구
축

100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2-1.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0.45

◯ 과거 30년 해빙변동성으로부
터 표층 해양순환 산출

◯ 남극 연안 해류의 변동성 파
악

◯ 극지 SAR 자료 이용 핵심기
술연구 수행

◯ 빙하이동속도 추출기술연구수
행

◯ 해빙 알베도,극지동 시계열 
분석 및 상관성, 주기성 분석

◯ Pine Island 빙하의 시계열적 
기저 응용 변화 연구

◯ 서남극해 고착빙 모니터링 연
구

◯ 국제공동연구기반 마련

100

2-2. 폴리냐 변동 분석
◯ 폴리냐의 시공간적 특성 분석
◯ 폴리냐 내의 물리-생물 상호 

작용 분석
100

3. 표층해양생태계
(일차생산력) 특
성 이해

3-1. 해색의 시공간 분포 
분석

0.30

◯ 다중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역별 장기 클로로필 농도 
분석

◯ 해색자료 위성영상 비교 분석

100

3-2. 중장기 해색자료 활
용을 위한 SeaWiFS와 
MODIS 해색자료 비교 검
증

◯ SOM 알고리즘 개발
◯ 순군집생산력 시간변화 재현
◯ DMS분석법 개발

100

계 1.0 100

3년차
(2016

)

1.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1-1. 서남극해 ACC 변동
성 연구

0.25

◯ 인공위성관측 SSH를 활용한 
과거 23년 (1993 - 2015) 
동안 ACC PF변동성 관측  

80

1-2. 수치모델 이용 ACC 
frontal 구현 및 변동성 재
현

◯ 과거 35년 동안 남극전선의 
시공간 변동성 파악 90

2. 해빙변동 특성 
이해

2-1. 해빙/빙권의 변동 특
성 분석 0.45

◯ 해빙의 계절변동과 남극 연안 
해류와 관계 규명 

◯ 아리랑 5호 기반 정밀 해빙탐
지 수행

◯ 다중편광레이더 긴밀도 평가 

90



- 154 -

분석
◯ 남극지역의 Net Radiation 변

화 경향 산출
◯ Net Radiation과 에너지 수지

와 연관성이 깊은 기온, 지표
온도의 시계열 분석

◯ 서남극해 Crosson 빙붕 질량
변화 관측

◯ 고착빙과 비 고착빙 지역 분
류 모델 개발 및 서남극 해역
별 고착빙 탐지

2-2. 폴리냐 변동 분석

◯ 폴리냐의 물리, 생태학적 특
성과 기후변화 반응 연구

◯ 기후 신호가 폴리냐로 전달되
는 구조 규명

◯ 남극순환류 변동이 폴리냐 형
성에 미치는 영향 규명

85

3. 표층해양생태계
(일차생산력) 특
성 이해

3-1. 극전선 중장기 변화
에 따른 해색의 시・공간 
변동 분석

0.3

◯ 다중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역별 장기 클로로필 농도 
분석

◯ 해색자료를 이용한 극전선 
주변해역 연구 분석

90

3-2. 서남극해 화학인자 
RS 알고리듬 개발

◯ 기후인자와의 엽록소 변동성 
관계 추출

◯ DMS 관측 및 순군집 생산력
의 시공간 변화 추정 기법 개
발

80

계 1.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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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 1. 고해상도 SAR 영상 사용 승인을 통한 국제 공동 연구 수행

성과내용

◯ 고해상도 SAR 위성 영상 사용 승인

- 독일항공우주국 (DLR)으로부터 TerraSAR-X SAR영상 사용 승인

- 이용가능 수량 약 60정 (약 300 백만 원 규모)

성과우수성
◯ 위성원격탐사 선진국과 국제 공동연구 수행

- 고가의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선도 기술 추격 계기 마련

증빙자료 ◯ 사용승인서

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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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 2. 해빙 아라온호와 위성 동시 관측

성과내용
◯ 한국 최초로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와 인공위성 아리랑3호를 이용하여 해빙

동시 관측 수행

성과우수성

◯ 현장과 우주에서 극지 해빙의 3차원 관측 수행

- 고해상 ( PAN 0.7m 급)영상을 이용하여 해빙 위의 melting pond 정밀

관측 기반 마련

- 위성자료로부터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melting pond의 개/폐 유무 식별

가능

증빙자료
◯ 2014년 9월 22일 보도자료(경기신문, 경인일보,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 투

데이)



- 157 -

우수성과 -3. 인공위성을 이용한 다학제간 융합 연구

성과내용
◯ 고해상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세종기지 주변 바톤반도의 식생지도 세계최

초 작성

성과우수성

◯ 인공위성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다학제간 융합연구 사례 제시

- 위성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극지역 식생 변동을 장기 관측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한 위성원격탐사활용 사례 제시

그림 132 연구영역 및 위성 관측 식생 분포

증빙자료 ◯ Polar Biology 2014, 37, 1579-1588 (11월 1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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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 1. 남극전선 시공간 변동성 파악 및 원인파악을 위한 수치모델 구축

성과

내용

◯ 남극전선의 시공간 변동성 파악

- 2002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AMSR-E관측 SST자료를 확보하여 월

평균 남극전선의 변동성 파악

- 남극전선의 변동성은 수온의 변동성이 큰 서남극해에서 크게 나타났다.

- 서남극해에서 남극전선은 계산 기간 동안 북쪽으로 확장되었다. 반면, 동

남극해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서남극해와 동남극해서의 표층수

온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 남극전선 시공간변동성 원인파악을 위한 수치모델 구축

- ACC PF의 시공간적 변동성과 외부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수치모델

MOM (Modular Ocean Model)을 사용 1980년부터 2014년까지 ACC PF

재현

- 수치모델로 부터 35년간 남극해 주변 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해수순환

그리고 해빙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ACC PF의 장기변동성을 파악 관측결

과와 비교 검토함.

성과의

우수성

◯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남극전선 알고리즘 확립

◯ 남극전선의 시공간 변동성 파악

◯ 남극전선 변동성 원인 파악을 위한 수치모델 구축 및 Spin up을 통한 모

델 안정화

증빙자료 ◯ 대한원격탐사학회 (2015년 10월 15-16일, (일시, 장소, 추계학술대회)

나.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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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 2. Ross Sea Polynya의 장기적 변동성 파악

성과

내용

◯ Ross Sea Polynya의 장기적인 비선형적 경향성 분석에서 2002-2003년 남반

구 여름철을 기점으로 phase shift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

성과의

우수성

◯ Ross Sea Polynya의 장기적인 변동성을 파악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대

부분 원래의 시계열 자료 및 선형적인 분석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으

나 비선형적 방법을 이용하여 phase shift 현상을 발견한 것은 본 연구가 최

초임.

증빙자료

◯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Ross Sea Polynya using

Multi-Satellite Observations (2015-04-22, Taiwan, International

Symposium of Remote Sensing)

◯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Ross Sea Polynya using

Multi-Satellite Observations (2015-05-19, KOPRI,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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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 3. Neural network를 이용한 위성기반 잠열 에너지 추정방법 획득

성과

내용

◯ Neural network를 이용한 위성기반 잠열 에너지 추정방법 획득

◯ 위성기반 지표 변수들을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을 경우 Neural network를

이용한 잠열 추정이 높은 정확도를 나타냄을 증명

◯ 정규화 식생지수, 정규화 수분 지수, 기온, 일사량, 지표면 온도가 지표면 에

너지 수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를 도출

성과의

우수성

◯ 위성 기반으로 추출된 지면 에너지 정보의 정확도가 기후 연구에 적용하기

에 충분함을 제시

◯ SCI 원격탐사 분야 상위 40% 학술지 게제

◯ 향후 남극 지방에서의 지표면 에너지 수지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증빙자료
◯ Evapotranspiration in Korea estimated by application of a neural network

to satellite images (Remote Sensing Letters, 01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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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 1.
서남극 Pine Island 빙하 빙붕의 최근 15년간 속도변화 규명 (상위 4% SCI

논문게재)

성과

내용

◯ 인공위성 광학영상정합 기술 개발

╶ Landsat 인공위성 다중분광영상의 정합 및 통계적 오정합 필터링 기법을 개

발

╶ 기존 영상정합 기술에 비해 35% 더 넓은 영역에서 빙붕 속도 추출 가능

◯ Pine Isnald 빙하 빙붕의 15년간 속도 변화 규명

╶ 2000~2010년 사이에 빙붕의 매우 큰 가속화(최대 55%) 관측

╶ 2010~2012년 사이에 빙붕의 흐름속도 감소 관측(최대 10%)

╶ 빙붕 흐름속도는 2012년 이후 약 5% 증가하였으나, 2010년 최대 속도에 비

해 빠르지 않음을 규명

성과의

우수성

◯ 인공위성 광학영상으로부터 빙하 흐름속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함

◯ Pine Island 빙하 빙붕의 연간 속도변화를 정량적으로 규명함.

Pine Island 빙하 빙붕의 2010년 흐름속도(좌)와 2014년 흐름속도(우) 비교

증빙자료

◯ Variations in ice velocities of Pine Island Glacier Ice Shelf evaluated

using multispectral image matching of Landsat time series data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5 September. 2016)

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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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 2.
해빙분포와 바람의 계절변동 남극 연안 해류의 관계 규명 (상위 30% SCI

논문게재)

성과

내용

◯ 장기계류를 통해 남극연안 해류관측

╶ 남극 아문젠해 Dotson Ice Shelf 전면에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 동안 수직 수온, 염분 및 유속관측

╶ 계류자료 분석으로부터 남극연안해류의 계절변동을 확인

◯ 남극연안 해빙유동과, 바람 자료 분석

╶ 서남극해 해빙유동과 바람 자료로부터 대기에서 해양으로 전달되는 응력 계

산

╶ 바람응력의 공간적 차이로 인한 Ekman pumping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재현

╶ Ekman pumping의 시공간적 변동이 남극연안 해류의 계절변동에 미치는 영

향 파악

성과의

우수성

◯ 서남극해 연안 해류의 존재와 계절변동을 장기계류 관측 자료로 확인함.

◯ 남극 연안 해류의 변동성과 해빙분포 및 바람의 관계를 규명함.

서남극 아문젠해역 Sea-ice concentration, wind stress 와 ocean stress 의 
계절변화. a)남반구 여름, b)가을, c)겨울, d)봄.

증빙자료
◯ Variability of the Antarctic Coastal Current in the Amundsen Sea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5 Nov.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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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 3.
혼합분석을 통한 해빙농도의 계절적 특징 파악과 예측 (상위 50% SIC 논문

게재)

성과

내용

◯ 남극에 존재하는 해빙의 계절적 특징 파악

╶ 과거 36년간 획득된 해빙농도 영상을 이용하여 계절적 특징을 지닌 해빙의

신호 값 분석

╶ 낮은 해상도(25km)로 인해 혼합된 해빙의 신호 값 정량화

╶ 계절적 특징을 보이는 해빙농도 신호의 공간적 분포 맵핑

╶ 혼합분석결과를 이용한 지역별 해빙의 증감 요인 분석

◯ 혼합분석 결과와 통계모델을 이용한 남극 해빙농도의 예측

╶ 1979~2013년 해빙농도 영상의 혼합분석 결과와 AR(1) model을 이용하여

2014년 혼합분석 인자값 예측

╶ 혼합분석 결과와 대표 해빙농도 신호 값의 역계산 방법을 통해 통계학적 데

이터기반의 2014년 해빙농도 영상을 재현

╶ 실제 해빙농도 영상과의 정량적, 정성적 검증을 통한 예측 결과의 활용 가

능성 제시

성과의

우수성

◯ 기존 연구의 경험적, 주관적인 방법과 달리 신호처리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

으로 계절적 특징을 보이는 해빙농도 신호 값 선택 방법을 제시

◯ 외부 관측자료 없이 통계모델과 위성 관측 자료만을 이용하여 해빙농도 및

면적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제시

◯ 변화 탐지 및 예측 등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연구 영역 개발

계절적 특징을 보이는 대표적인 해
빙농도 종류의 신호 값

2014년 선택된 날짜(DOY: 30, 120, 210)에서의 (a) 수동
마이크로웨이브 센서에서 획득된, (b) 혼합분석을 이용해 
계산, 재현된, (c) 1979~2013년 혼합분석 결과와 AR(1) 
model을 통해 예측, 재현된 해빙농도 및 면적(붉은 실선).계절적 특징을 가진 해빙농도 신호 값들

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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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Machine learning-based temporal mixture analysis of hypertemporal

Antarctic sea ice data, Remote Sensing Letters, 7(2) 190-199, 2016

◯ A fully data-driven method for predicting Antarctic sea ice

concentrations using temporal mixture analysis and an autoregressive

model, Remote Sensing Letters, 8(2) 106-115, 2017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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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중*
목표(건)

(A)

세부 비중

(B)

달성(건)

(C)

달성도(%)

(D=C/A) (BXD)

논문 1.0

SCI 논문

(1저자/공동)
- -

1

(1/0)
- -

기타(SCI-E 포함)

(1저자/공동)
- - - - -

학술발표 4 1 22 5.5 5.5

소계 - 1.0 - - 5.5

특허

출원
0

국내 - - - - -

국외 0 - 0 - -

소계 - - - - -

합 계 1.0 - - - - - 550%

가. 2014년도 목표 대비 달성도

주」합계 = 20점 X [(논문 비중 0.9 X 논문 달성도 소계 86.5 = 77.85%) + (특허출원 비

중 0.1 X 특허출원 달성도 100.0 = 10.00%)] = 17.57

* 붉은색 : 고정 값, 파란색 : 자율설정, 검은색 : 목표 및 실적 작성

◯ 당초 계획서상 SCI급 논문 계획이 없었으나 아래와 같은 논문 제출 실적이 초과

달성됨

╶ Shin et al., 2014, “Vegetation abundance on the Barton Peninsula, Antarctica:

estimation from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s”, 37,1579-1588

◯ 학술발표 22 건

◯ 국제협력 교류 성과

╶ 고해상도 SAR 위성 영상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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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항공우주국(DLR)으로부터 TerraSAR-X SAR 영상 사용 승인

* 이용가능 수량: 60장 (약 300 백만 원 규모)

╶ 고해상도 SAR 위성 영상 사용 승인 신청 심사 중 (2건)

* 독일우주항공국(DLR)의 TerraSAR-X/TanDEM-X 영상

: Evaluation of TanDEM-X observations to extract high sensitive

topography of glacier and sea ice in polar regions

: Evaluation of TanDEM-X quadruple observations to monitor sea ice

condition around polynya in polar regions

╶ 캐나다항공우주국(CSA)및 MDA의 Radarsat-2 영상사용을 위하여 Canada Center

for Mapping and Earth Observation 과 협력 및 공동연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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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야 성과유형 성과지표 가중치(A) 목표(B) 달성(C)
달성도 (%)

(D=C/B) (A×D)

과학적

성과

1. 논문

논문

(SCI(E))

질적

평가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0.05 50 % 69.4% 1.39(초과) 0.05

제1저자, 교신저자 비중 0.1 50 % 60.0% 1.20(초과) 0.1

양적

평가

1억 원당 논문 건수 0.05 0.5 0.63(건) 1.26(초과) 0.05

논문건수 0.2 5 5 1 0.2

기타

논문

질적

평가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 -

제1저자, 교신저자 비중 0.05 50 % 0 0 0

양적

평가

1억 원당 논문 건수 - -

논문건수 0.05 2 0 0 0

1. 자원

물질
극지자료

양적

성과
극지영상자료 수집실적 0.2 20건

3,014,287건

69.5TB
1(초과달성) 0.2

계 0.7 - 0.6

사회적

성과

1. 과학

대중화
홍보

언론홍보 건수 0.05 2건 0 0

행사 규모 및 참여자 수 0.1 200명 규모
원탐학회특

별세션
1 0.1

2. 국제

협력
국제협력

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 0.05 1 7 1(초과달성) 0.05

해외센터 등 해외 거점 확보 - -

계 0.2 - 0.15

인프라

성과

1.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시설장비

계획대비 공정률 - -

시설장비 공동 활용률 - -

시설장비 가동률 - -

전용시설

장비

계획대비 공정률 0.05 100% 100 1 0.05

시설장비 공동 활용률 - -

시설장비 가동률 - -

계 0.05 - 0.05

기타

성과

2. 기타

성과

현장관측

수행

서남극해표층이산화탄소분압

및 순군집생산력 측정
0.05 20일 이상

30이상

15‘1-2월

15/16‘ 12-1월

1(초과달성) 0.05

계 0.05 - 0.05

합 계 1.0 - 90%

나. 2015년도 목표 대비 달성도

주」 달성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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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SCI(E)) 실적

임정호 (교신저자) 외, “Landfast sea ice monitoring using multisensor fusion in the

Antarctic,” GIScience and Remote Sensing, 게재 (vol. 52, no. 2)

한경수 (교신저자) 외, “Evapotranspiration in Korea estimated by application of a

neural network to satellite images,” Remote Sensing Letters, 게재 (vol. 6, no. 6)

홍상훈 (주저자) 외, “Evaluation of polarimetric SAR decomposition for classifying

wetland vegetation types,” Remote Sensing, 게재 (vol. 7)

홍상훈 (교신저자) 외, “Evaluation of RADARSAT-2 Acquisition Modes for Wetland

Monitoring Applications,” Canadian Journal of Remote Sensing, 게재승인 (8/18)

박기홍 (주/교신저자) 외, “Variation of Atmospheric CO, δ13C and δ18O at High

Northern Latitude During 2004-2009: Observations and Model Simulation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게재승인 (9/29)

◯ 국제학회 발표 실적

김현철, Satellite Remote Sensing on West Antarctic Ocean Research (STAR), th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 (ISPS), May 19-20, 2015, Korea

Eurico D’Sa 외, Unraveling Optical Variability of Dissolved and Particulate Matter in

the New Zealand sector of the South Ocean during and Austral summer using

field and Satellite Observation, th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

(ISPS), May 19-20, 2015, Korea

조영헌 외,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Ross Sea Polynya using

Multi-satellite Observations, th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

(ISPS), May 19-20, 2015, Korea

박정원 외, Surface Melting of Sea Ice and Melt Pond Observed by Spaceborne

High-resolution Imaging Data, th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

(ISPS), May 19-20, 2015, Korea

박기홍 외, Estimation of Net Community Production in the Amundsen Sea Polynya:

Self-Organizing Map Analysis Approach, th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 (ISPS), May 19-20, 2015,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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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욱 외, Penguin Counting using UAV Imaging and Object Based Image Analysis,

th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 (ISPS), May 19-20, 2015, Korea

서민지 외, Long-term, Variability Observation of Albedo and Its Relationship with

Surface Temperature over Antarctica, th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ar

Science (ISPS), May 19-20, 2015, Korea

◯ 기타 실적

해외공동연구 및 공동연구 연구계획서 승인을 통한 독일 TerraSAR-X 영상 및 일본

ALOS 영상 등 600여장 획득

◯ 자료등록 건수

╶ MODIS L1A 174,540 건 19.1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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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S L2 2,837,502 건 45.8 TB

╶ KOMPSAT-3/5 531건 250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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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INEL-1A 1,714건 4.3 TB

◯ 해외우수연구자 유치 건수

1. Pablo Clemente-Colon: 18-22 May

U. S. National/Naval Ice Center (NIC),

pablo.clemente-colon@noaa.gov

2. Falk Amelung: 18-22 May

University of Miami,

famelung@rsmas.miami.edu

3. B. Greg Mitchell 18-21 Ma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gmitchell@ucsd.edu

4. Mati Kahru 18-22 Ma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mkahru@ucsd.edu

5. Mark Serreze : 18-22 May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serreze@nsi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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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lude Duguay 18-22 May

University of Waterloo

crduguay@uwaterloo.ca

7. Kevin Kang 18-22 May

University of Waterloo

kyungkuk@gmail.com

kev.kang@uwaterlo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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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야 성과유형 성과지표
가중치

(A)

목표

(B)

달성

(C)

달성도(%)

(D=C/B) (A×D)

과학적

성과

1. 논문

논문

(SCI/E)

질적

평가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0.05 50% 69.37% 1.38 (초과) 0.07

제1저자, 교신저자 비중 0.1 60% 100% 1.67(초과) 0.17

양적

평가

1억 원당 논문 건수 0.05 0.5 0.65 1.3(초과) 0.065

최소논문건수 0.2 5 5 1 0.2

논문

(KCI)

질적

평가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 -

제1저자, 교신저자 비중 0.05 50% 0 0 0

양적

평가

1억 원당 논문 건수 - -

최소논문건수 0.05 2 0 0 0

2. 자원

물질
극지자료

양적

성과

극지영상자료

수집실적
0.2 20건

3,014,287건

60TB
1(초과달성) 0.2

계 0.7 0.7

기술적

성과

2. 지식

재산
특허

최소특허 등록건수 - -

3극 특허 건수 - -

계 - -

경제적

성과

3. 직접

성과
기술료

기술료(정액) - -

기술이전 건수 - -

1억 원당 기술이전 건수 - -

계 -

사회적

성과

4. 과학

대중화
홍보

언론홍보 건수 0.05 2건 2건 1 0.05

행사 규모 및 참여자 수 0.1
200명

규모

300명 규모

국제원격탐사학

회(ISRS)

특별세션 개최

1 0.1

5. 국제

협력
국제협력

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 0.05 1 7 7(초과달성) 0.35

해외센터 등 해외 거점 확보 - -

계 0.2 0.5

인프라

성과

6.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시설장비

계획대비 공정률 - -

시설장비 공동 활용률 - -

시설장비 가동률 - -

전용시설

장비

계획대비 공정률 0.05 100% 100% 1 0.05

시설장비 공동 활용률 - -

시설장비 가동률 - -

계 0.05 0.05

기타

성과

7. 기타

성과

현장관측

수행

서남극해 표층이산화탄소 분압

및 순군집생산력 측정
0.05

20일

이상

30이상

16‘ 1-2월
1.5(초과달성) 0.075

계 0.05 0.075

합 계 1.0 초과달성 1.0

다. 2016년도 목표 대비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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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름1) 메타데이터 ID2) 메타데이터 제목3) 원시데이터 등록여부4)

2014년 남극

,북극해의

MODIS/Terra

해색위성자료

KPDC_MRIS_T

ERRA_2014

2014년 남극, 북극해의

MODIS/Terra

해색위성자료

등록

원시데이터 등록률5) 100 %

데이터 이름1) 메타데이터 ID2) 메타데이터 제목3) 원시데이터 등록여부4)

2012년 한반도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KPDC_MRIS_MO

DIS_AQUA_KOR

EA_2012

2012년 한반도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등록중

2013년 한반도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KPDC_MRIS_MO

DIS_AQUA_KOR

EA_2013

2013년 한반도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등록중

2012년 북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KPDC_MRIS_MO

DIS_AQUA_ARC

TIC_2012

2012년 북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등록중

2013년 북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KPDC_MRIS_MO

DIS_AQUA_ARC

TIC_2013

2013년 북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등록중

2012년 남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KPDC_MRIS_MO

DIS_AQUA_ANT

ARCTIC_2012

2012년 남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등록중

2013년 남극의

MODIS/AQUA

KPDC_MRIS_MO

DIS_AQUA_ANT

2013년 남극의

MODIS/AQUA
등록중

가. 2014년도

1) 과제계획서 제출시 첨부되는 데이터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데이터 이름

2), 3) KPDC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ID 및 제목

4) KPDC에 등록된 메타데이터의 원시데이터 등록여부

5) 메타데이터 등록 건수 대비 원시데이터 등록비율

나. 20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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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위성자료 ARCTIC_2013 해색위성자료

2014년 남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KPDC_MRIS_MO

DIS_AQUA_ANT

ARCTIC_2014

2014년 남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등록중

수직 수온염분
KPDC_XCTD_AN

TARCTIC_2015

XCTD data to observe

the ACC polar front in

the Southern Ocean in

2015

등록중

식물플랑크톤생리

변수

KPDC_PPD_Antar

ctic_2015

2015년도 남극 이동항해중

식물플랑크톤 생리변수

자료

등록중

원시데이터 등록률5) 100 %

데이터 이름1) 메타데이터 ID2)
메타데이터

제목3)
원시데이터 등록여부4)

2014년 북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KPDC_MRIS_MODIS_AQ

UA_ARCTIC_2014

2014년 북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등록중

2015년 북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KPDC_MRIS_MODIS_AQ

UA_ARCTIC_2015

2015년 북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등록중

2015년 남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KPDC_MRIS_MODIS_AQ

UA_ANTARCTIC_2015

2015년 남극의

MODIS/AQUA

해색위성자료

등록중

원시데이터 등록률5) 100 %

1) 과제계획서 제출시 첨부되는 데이터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데이터 이름

2), 3) KPDC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ID 및 제목

4) KPDC에 등록된 메타데이터의 원시데이터 등록여부

5) 메타데이터 등록 건수 대비 원시데이터 등록비율

다. 2016년도

1) 과제계획서 제출시 첨부되는 데이터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데이터 이름

2), 3) KPDC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ID 및 제목

4) KPDC에 등록된 메타데이터의 원시데이터 등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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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4 2 1 1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5) 메타데이터 등록 건수 대비 원시데이터 등록비율

가. 인력활용/양성 성과

□ 인력지원 성과

◯ 달성실적 상세내용(의의, 기대효과 등)

╶ 극지원격탐사 관련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함

╶ 향후 지속적인 인력지원을 통해 우수한 극지원격탐사 인력 양성에 노력

╶ 연수연구원 김창신 박사는 현재 남극전선 재현 및 변동 특성 파악을 위해 수치모

델을 구축 실험 중에 있으며, 영구성과는 2016년 국제학회지에 투고 예정

╶ 연수생 양희원 학생은 남극연안 해양순환 및 열수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박사

졸업 학위논문에 연구결과를 포함할 예정

□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 달성실적 상세내용(의의, 기대효과 등)

╶ 원격탐사연구실 현창욱 박사는 미국 메인 대학에서 실시된 해색원격탐사 분야 해

양광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 (메인대학에서 체재비 및 교육비 지원의 장학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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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력 파트너 수행형태 연구협력 내용(목표) 수행 결과 및 우수성

National Ice Center,

USA

University of

Washington, USA

US Pacific Gyre

Inc., USA

AWI, Germany

JAMSTEC, Japan

Environment

Canada, Canada

CLS, France

공동 국제

연구협력을

위한 국제

워크숍

◯ 극지 해양 원격탐사 분야

국제 공동 협력 추진

◯ National Ice Center 등

기관과 공동으로 남북극

ice buoy program annual

meeting 을

극지연구소에서 개최하고,

자료 공동 활용 논의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공동 국제

연구협력을

위한 미팅

개최

◯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NSIDC)

방문을 통한 아리랑위성

활용 기술정보 수집 및

국제협력 추진

◯ 아리랑위성 극지 활용

세미나

◯ 아리랑위성 기반 빙권

분야 산출물 개발을 위한

기술정보 수집

◯ 극지원격탐사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추진

미국 마이애미 대학

및 캐나다 원격탐사

센터

공동연구
◯ 영상레이더 원격탐사 핵심

기술개발 연구

◯ 영상레이더 연구를 이용한

빙하/해빙 특성 연구 및

신호처리 시스템 변수에

대한 검증 연구

미국 미시간 대학교 공동연구
◯ 영상레이더 원격탐사 핵심

기술개발 연구

◯ 다중편파 영상레이더 연구에

중요한 산란 특성 추출

캐나다 TerraVista

Earth Imaging, R&D
공동연구

◯ 영상레이더 원격탐사 핵심

기술개발 연구

◯ 다중편파 영상레이더 연구에

중요한 산란 특성 추출

여)

╶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색원격탐사 부분의 해양 광학에 대해 세계 최고 석

학들이 직접 강의하는 해양광학 교육 프로그램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참석하여,

해색원격탐사 자료 검보정 및 현장 자료 검보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함

나. 국제화/협력 성과

□ 국내․외 공동 연구협력 실적(위탁연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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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

(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

(월)
파견국 학위 전공

0.15
미국

(8명)
박사

해양학

/원격탐사

0.15
독일

(1명)
박사 해양학

0.15
일본

(1명)
박사 해양학

0.15
캐나다

(3명)

박사

/학사

원격탐사

/해양학

0.15
프랑스

(1명)
박사 해양학

0.1
영국

(1명)
박사 원격탐사

□ 인력교류 성과

◯ 달성실적 상세내용(의의, 기대효과 등)

╶ 미국, 독일 등의 해양 및 원격탐사 전문가들과 국제 부이프로그램 기반의 협력 추

진

╶ US National Ice Center, Washington 대학, AWI, JAMSTEC, Waterloo 대학,

SCRIPPS 연구소, South Florida 등과 국제 공동 연구 추진 및 인력 교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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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기술 분야
규 모

개최장소
지원 금액

(백만 원)참가국 인원 기간(일)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2016

원격탐사 10 300 3 제주 3

대한원격탐사학

회 추계학술대회

2016

원격탐사 1 250 2 충주 3

대한원격탐사학

회2015
원격탐사 1 300 2 광주 3

대한원격탐사학

회2014
원격탐사 1 200 2 제주 3

KJWOC

2014
원격탐사 5 100 3 (12월11-13일)

극지연구

소
3

□ 학술회의 개최 성과

◯ 달성실적 상세내용(의의, 기대효과 등)

╶ 극지연구소 원격탐사 연구 수행에 따른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특별 세션 개최

╶ 국내 첫 공식 위성기반 극지 연구를 수행한 극지연구소의 주요과제 홍보를 통한

국내 극지분야 원격탐사 활성화에 기여 및 극지 분야 연구의 초석을 마련

╶ 대한 원격탐사학회로부터 극지원격탐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 수여(2016

년 추계 대한 원격탐사학회)

╶ 극지원격탐사 관련 국내외 연구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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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건) 과제도출(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 원)

미국
NSIDC (체결서 수정

중)

캐나다 ,

미국 등

일본
북해도대학 북극연구

센터(체결서 수정중)

한국 KISTI

□ 국제협력 기반

◯ 달성실적 상세내용(의의, 기대효과 등)

╶ 극지원격탐사의 선도 그룹인 미국의 NSIDC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와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위성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초석 마련

╶ 일본 북해도 대학의 북극연구센터와 극지원격탐사 분야 및 관련 연구 분야 공동연

구 추진 기회 마련, 상호 인력 교관을 통한 연구 분야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기타 성과

╶ IABP/IPAB (International Arctic Buoy Program/International Program for

Antarctic Bouy)에 극지연구소가 한국대표로 참여하게 됨

╶ IABP/IPAB는 극지해에서 부이를 이용한 빙권의 변화 추적 및 극지해양 환경이해

를 위한 국제기구로, 관측된 자료 공동 사용 및 극지 해역이 변동이해를 위한 국제

공동 관측을 수행함

╶ 본 연구 과제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 신규 출연금 사업 “북극해빙위성

종합 관측망 구축 및 분석 기술 개발”로 5년간 170억 규모(2017년 30억)예산 확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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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자체

종합

평가의견

◯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AMSR-E SST를 활용한 남극전선 정의 및 시공간적

변동성을 관측하였으며, 1993년부터 2015년까지 23년 동안 AVISO SSH를

활용한 남극전선의 변동성 파악함.

╶ 고해상도 (남극연안 약 10 km, Drake Passage 약 20 km) 수치모델 MOM을

활용 남극전선의 변동성을 재현함.

╶ 인공위성 관측자료 및 수치모델연구로부터 서남극해 남극전선의 변동성과 MEI

(Multivariate ENSO Index)의 관계규명.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1980년부터 2011년까지 30년 이상동안의 인공위성관측 해빙유동과 분포자료와

재분석 표층바람자료를 활용하여 해빙의 시공간 분포를 분석함.

╶ 이를 활용 남극 연안 해류의 변동성을 파악하였으며, 과거 30년 동안 서남극해

연안 해류의 지속적인 강화를 확인함.

╶ 서남극 아문젠해 빙붕 전면의 장기계류자료로부터 남극 연안 해류의 계절변화를

확인하였으며, 해빙 및 표층 바람의 변동성과 역학적 관계 규명하여 관련 논문

게재함.

╶ 남극 빙권의 장기간 기후 변화를 관측하였으며, 핵심 기후 변수 중 하나인

알베도를 중심으로 남극 대륙/해양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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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다양한 기후 요소의 동일한 시공간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남극 빙권 연구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빙권역 적용을 위한 다양한 영상레이더 자료처리 분석 및 연구 수행

╶ 아리랑 5호 영상레이더 자료를 활용하여 고해상도 해빙탐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빙권 특성연구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영상레이더 자료를 처리 분석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영상레이더 자료는 빙하이동속도, 해빙 특성 추출 등 매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원격탐사 자료임을 확인함

╶ 개발된 자료처리 수행절차 및 알고리즘은 향후 다양한 빙권 정보 추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남극해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리적 요인의 변동과 식물플랑크톤 엽록소

농도의 지역적 장기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엽록소 농도와 물리적 요인간의

관계성을 확인함

1차년

(2014년)

성과 및

의의

◯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AMSR-E SST를 활용한 남극전선 정의 알고리듬 개발

및 남극전선 정의. 남극전선의 위치는 주로 Topography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서남극 아문젠해역의 북쪽에서는 수온기울기에 의해서 남극전선의 위치가

변화함.

╶ 남극전선의 시공간적 변동성과 외부요인들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치모델 MOM (Modular Ocean Model)을 사용 수평해상도 1°x 1°, 연직 50개

층으로 수치모델 구축. 수치모델을 통해 남극대륙인근해역 빙하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유빙 위치를 재현함.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해빙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 분석을 위해 과거 30년 이상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인공위성관측 해빙유동 및 분포 자료와 재분석 바람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함.

╶ 1979년부터 2011년 까지 남극해 주변 해빙유동, 해상풍, 이들의 상관관계,

감쇠계수, 회전각, 표층해류 공간분포를 산출함.

╶ 남극 대륙에서의 장기간 알베도 변화를 분석하였고, 실측자료와의 상관성을

분석함.



- 183 -

구분 주요 내용

╶ 동/서 남극에서 서로 다른 알베도 변화 경향이 관측된 것과 동일하게

실측기온도 상이한 변화 경향 관측

╶ 서남극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알베도와 온도의 변화 트렌드가 급격하게 관측

◯ 다중 위성자료를 활용한 남극해 주변 고착빙 분포 분석 및 지도화와 서남극해

주변 얼음 종류 분석

╶ 고착빙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은 서남극해를 포함하여 전 남극해 지역을

다양한 위성 자료를 융합하여 고착빙 탐지를 수행하고 시공간적인 고착빙 분포

변화를 분석함.

╶ 다중편파분석 기법을 통해 산란 특성 변수를 추출하고 객체 기반의 얼음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 및 모델 검증을 수행함.

◯ 빙권역 적용을 위한 다양한 영상레이더 자료처리 분석 및 연구 수행

╶ 국제공동협력연구의 일환으로 독일항공우주국으로부터 다량의 연구용 영상 제안

승인받음

╶ 아리랑 위성영상과 비슷한 X-밴드 대역을 갖는 독일 TerraSAR-X의 자료처리

및 분석을 통해 극지 활용 가능성 연구를 수행함

╶ 파장이 짧아 관측시간차이에 다소 제약이 따르지만 X-밴드 영상도 충분히

극지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남극해 대서양 해역을 중심으로 엽록소 농도가 최근 십 수 년 기간에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인도양 해역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함

╶ 기후인자 SAM과 엽록소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함

2차년

(2015년)

성과 및

의의

◯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2002년부터 9년 동안 AMSR-E SST자료로부터 남극 전선의 시공간적 변동성

파악함 (90°W~120°W: 0.15°/year로 북쪽으로 확장, 90°E~120°E: 0.06°/year로

남쪽으로 수렴). 2015년 남극전선의 수직구조를 관측하기 위한 28개 정점에서

XCTD 현장관측 실시.

╶ 남극전선 구현을 위한 고해상도 남극순환모델을 구축 (남극연안 약 10 km,

Drake Passage 약 20 km). 과거 36년간 남극해 주변 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해수순환 그리고 해빙 결과를 산출.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 서남극해 연안 해류의 장기 변동성 파악함. 서남극해 남극연안 해류 (서향류)는

1980년대 (0.39 cm/s)이후 1990년대 (0.60 cm/s), 2000년대 (0.77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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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함.

╶ 해빙 알베도와 해빙 농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두 요소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힘.

╶ 공간적/시계열적으로 모두 높은 관계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알베도가 해빙의

특성을 나타내는 해빙 농도와의 연관성으로 추후 기후 분석에서 해빙의

영향력도 반영 가능함을 시사

◯ 빙권역 적용을 위한 다양한 영상레이더 자료처리 분석 및 연구 수행

╶ 해빙/빙하 이동속도 감시를 위한 영상레이더 자료처리 기반 기술연구를 수행함

╶ 해빙/빙하 이동 감시에 매우 효과적인 스펙클 추적 기법을 적용 후 이동속도를

계산하였으며 시계열 분석을 위한 가능성을 평가함

╶ Small Temporal Baseline Subset (STBAS) 기법을 적용하여 빙하의 연간

이동속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였으며 향후 자료가 얻어지는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함

╶ 장기적 시계열 분석을 통해 해당 빙하지역의 연 변화 추세 등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평가됨

◯ Pine Island 빙하의 시계열적 기저용융 변화 연구

╶ 인공위성 광학영상 기반의 빙하 흐름속도 매핑

╶ 다중 위성자료를 활용한 시공간적 고해상도의 빙하 기저용융 분석

◯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엽록소 농도의 증/감 경향이 나타나는 곳이 주로 남극순환류 위치가

남극방향으로 이동하는 해역임을 파악하였으며 이 해역에서 엽록소 농도와

표층수온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함

3차년

(2016년)

성과 및

의의

◯ 서남극해 순환류 변동 특성 이해

╶ 199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평균 SSH를 활용하여, SSH가 –0.61 dyn

m 인 지역을 남극전선으로 정의함 (Kim and Orsi, 2014). 남극전선의 변동성은

서남극해 120°W와 동남극해 120°E에서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남

극해에서의 변동성은 MEI (Multivariate ENSO Index)의 변화패턴과 반대 방향

으로 유사함.

╶ 고해상도 수치모델결과, 남극전선의 계절적 변동 폭이 관측 값에 비해 크게 나타

남. 그러나 지역별 남극전선 변화 경향은 관측 값과 유사하여, 서남극해를 제외

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남극전선은 남쪽으로 수렴하며, 서남극해에서는 MEI

(Multivariate ENSO Index)와 반대방향의 변동패턴을 보임.

◯ 해빙의 시공간 분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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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극 빙붕 전면에서 장기간 관측된 표층해류로부터 계절변동을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해빙유동과 바람 자료로부터 대기에서 해양으로 전달되는

응력 계산함.

╶ 바람응력의 공간적 차이로부터 계산된 Ekman pumping은 해빙분포의 계절변동

영향으로 시공간적 변화를 보여 남극연안 해류의 계절변동에 영향을 미침.

╶ 에너지 수지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인 Net Radiation을 중심으로 장기간 시계열

분석 수행하였으며, Bellingshausen Amundsen sea에서 증가 경향이 나타남을

밝힘.

╶ Net Radiation이 감소하는 영역에서 Net radiation과 온도 자료와 상관성이 크게

관측됨.

◯ 빙권역 적용을 위한 다양한 영상레이더 자료처리 분석 및 연구 수행

╶ 다중편광 영상레이더 자료 분석을 통해 수직편광이 수평편광보다 극지방 활용에

유용함을 밝힘

╶ 특수 기하를 이용하여 관측된 TanDEM-X 자료를 이용한 정밀지형고도 추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빙보다는 빙하지역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줌

╶ 향후 국제 공동 연구 노력을 바탕으로 보다 최적화된 영상 관측을 통해 해빙

고도 추출 연구를 수행할 예정

◯ 서남극 빙하의 시계열적 기저용융 변화 연구

╶ 기존 서남극해 아문센 해에 대한 표면이동속도 및 질량변화에 대한 연구가

2013년 이 후에는 특정 큰 규모의 빙하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이 시기 이 후의 경향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

◯ 서남극해 고착빙 탐지 연구

╶ 남극의 고착빙 탐지 연구는 거의 동남극해 지역에 수행되어 왔지만 본 연구를

통해 서남극 고착빙 탐지를 최초로 시도됨.

╶ 서남극의 대표 해역들의 고착빙 기준 지역에 대해서 고착빙 탐지 모델을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해역의 고착빙 지역에 대해서 고착빙 탐지 모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 사용된 입력 자료를 다양한 조합을 통해 고착빙 탐지 모델을 개발하고 고착빙

탐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를 확인하여 정확한 고착빙 탐지를 수행함.

╶ 탐지된 고착빙 맵은 향후 다른 고착빙 연구의 기준 자료로써 활용 가능함.

◯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 엽록소 농도의 장기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을 광량, 수온, 혼합층 깊이 등 기타

물리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성을 규명함 (논문화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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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

방향

◯ 남극전선의 변동성과 남극연안 해양환경 및 해빙분포와의 관계 규명

╶ 기후인자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서남극해 남극전선 변동이 해양환경 및

해빙분포의 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련논문 작성

◯ 차기 주요사업에의 연구 연속성

╶ 본 과제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자료처리기술 알고리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기 주요연구 사업에 연속성을 부여할 예정임

╶ 또한 다양한 국제공동연구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속적인 극지원격탐사

분야 발전 연구를 수행할 예정

╶ 본 과제가 갖는 실험적인 다학제적 원격탐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사업에서는 원격탐사에 보다 집중하여 극지방연구를 수행할 예정

◯ 서남극 빙하의 시계열적 기저용융 변화 연구

╶ 연구 지역을 확장하여, 빙하 질량변화의 공간적 연속성 획득

╶ 광학영상보다 더 높은 공간 해상도의 자료를 제공하는 SAR 영상의 InSAR

방법을 이용 가능 지역 판단 후, 가능할 경우 복합 적용 계획

◯ 서남극해 고착빙 탐지 및 변화 연구

╶ 전 서남극 지역으로 고착빙 탐지를 확장하여 서남극 해역별 고착빙 면적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 고착빙 종류에 따른 서남극해 고착빙 종류의 상세 분류

╶ 기존 연구에서 고착빙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수심자료와 빙산, 그리고

지역적 특색이 있는(곶 등) 지역에서 서남극 고착빙의 형성, 발달 및 소멸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 서남극에서의 빙하 알베도 변화 분석 및 해빙변화와의 연관성 연구

╶ Net Radiation만이 아닌 에너지 수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잠열과 현열

계산

╶ 다양한 위성기반 잠열 에너지 추정 방식 중 빙권으로 구성된 남극 지역의

최적화된 알고리즘 탐색 및 적용

╶ 알고리즘 적용 후 실제 남극에서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측

╶ 지역적으로 상이한 변화경향이 존재하는 남극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에너지가

잠열/현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분석

╶ 에너지 균형과 다양한 기후변수와의 상관성 분석

제 6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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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연구

╶ 표층 엽록소 농도의 장기 경향의 원인인 물리적 요인과 기후인자와의 관계성

파악을 통해 향후 해양생태계 일차생산력의 변화방향 추적

성과

활용

계획

◯ 남극전선 정의를 목적으로 구축된 전 지구 고해상도 해양수치모델결과 활용

╶ 남극전선변동에 의한 극방향의 열 수송 변화가 남극해 해수순환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활용

╶ 수치모델 결과 분석을 통해 남극 대륙으로 유입되는 남극순환심층수의

시공간변동성과 연안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에 활용.

◯ 극지 해빙 위성 종합 관측 및 분석기술 개발을 위한 원격탐사 자료처리 기반

기술 활용

╶ 국내/국제 자료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하여 극지

위성정보 관측 효율화에 활용할 계획

╶ 개발된 다양한 원격탐사 자료처리기술 및 자료수집 능력을 통해 향후

주요사업의 기반기술로 활용할 예정

◯ 서남극 빙하의 시계열적 기저용융 변화 연구

╶ 기존 연구와 결합하여, 서남극해 빙하의 질량변화 경향 파악에 활용

╶ 빙하 질량변화를 통해 지구 온난화 경향 파악

◯ 서남극해 고착빙 탐지 연구

╶ 향후 서남극해 고착빙 연구의 기준자료로 활용

╶ 다년생 고착빙 지역과 빙하와의 상관관계 연구에 활용

╶ 해양 담수 저장소로써 고착빙의 변화에 따른 해양 담수 수지 변화에 대한

연구에 활용

◯ 서남극에서의 빙하 알베도 변화 분석 및 해빙변화와의 연관성 연구

╶ 남극 지역의 에너지 균형 분석을 통해 남극 기후 변화 연구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

╶ 선행 연구와의 연계점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극지방 변화의 paradox 연구에

활용

╶ 위성기반의 장기간 기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향후 기후 모델 등의 연구에서

활용

◯ 표층해양생태계(일차생산력) 특성 이해 연구

╶ 남극해 기후변화에 의한 남극순환류 주변해역 표층 엽록소 농도의 중/장기

변동성 연구 논문화 및 향후 연구의 기초결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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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Polar

Biology,

37(11),

1579-1588

14.11.01 　 　 O 　 　 　 　 　
Shin,

J.I.
극지연

Kim,

H.C.
극지

Kim,

S.I.,

Hong,

S.G.

극지연 O 　

2 2014 PE14040　

Characterization of the

Variability of the South

Pacific Convergence

Zone Using Satellite and

Reanalysis Wind

Products

Journal of

Climate,

29(5),

1717-1732

16,02,24 O

A u t u

m n

Kidwe

ll

Unive

r s i t y

o f

Delaw

are

X iao-

H a i

Yan

Unive

r s i t y

o f

Delaw

are

조영헌 부산대 O

3 2015 PE15040　
Landfast sea ice

monitoring using

GIScience

and Remote
15.03.31　 　 　 O 　 　 　 　

M.

Kim

UNIS

T
J. Im

UNIS

T

H. Han

J. Kim

S. Lee

UNIS

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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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ensor fusion in

the Antarctic

Sensing,

52(2),

239-256

M.

Shin

H.

Kim

KOPRI

4 2015 PE15040　

Evapotranspiration in

Korea estimated by

application of a neural

network to satellite

images

Remote

Sensing

Letters,

6(6), 429-438

15.05.01 　 　 O 　 　 　 　 　
J.

Yeom
KARI

K.

Han
부경대

C. Lee

S.

Park

J. Ryu

J. Kim

H.

Kim

부경대

NIMR

NMSC

부경대

KOPRI

　 O

5 2015 PE15040　

Evaluation of

polarimetric SAR

decomposition for

classifying wetland

vegetation types

Remote

Sensing,

7(7),

8563-8585

15.07.07 　 　 　 O 　 　 　 　
S.

Hong
KOPRI

H.

Kim
KARI

S.

Wdowi

nski,

E.

Felicia

no

Univ.

of

Miami

　 O

6 2015 PE15040　

Variation of

Atmospheric CO, δ13C,

and δ18O at High

Northern Latitude

During 2004-2009:

Observations and

Model Simulation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20,

11024-11036

15.10.23 　 O 　 　 　 　 　 　
K.

Park
KOPRI

K.

Park
KOPRI

Z.

Wang

L.

Emmo

ns

J. Mak

Stony

Brook

Univ.

O 　

7 2015 PE15040　

Machine learning based

temporal mixture

analysis of

hypertemporal

Antarctic sea ice data

Remote

Sensing

Letters, 7(2),

190-199

16.02.01 　 　 O 　 　 　 　 　 지준화 극지연 김현철 극지연 강성호 극지연 O 　



- 198 -

8 2015 PE15040　

Evaluation of

RADARSAT-2

Acquisition Modes for

Wetland Monitoring

Applications

Canadian

Journal of

Remote

Sensing, 41,

431-439

16.02.08 　 　 　 O 　 　 　 　
Brian

Brisco
CCRS

S.

Hong
KOPRI 　 　 　 O

9 2015 PE15040

Arctic sea ice thickness

estimation from

CryoSat-2 satellite data

using machine

learning-based lead

detection

Remote

Sensing, 8,

698

16.08.24 　 　 O 　 　 　 　 　 이상균
울산과

기원
임정호

울산과

학기술

원

김진우

김미애

신민소

김현철

Lindi

Quack

enbush

LIG

Nex1

울산과

기원(2

)

극지연

SUNY

ESF　

O 　

10 2015 PE15040　

Variability of the

Antarctic Coastal

Current in the

Amundsen Sea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181,

123-133

16.11.05　 　 　 O 　 　 　 　 　 김창신 극지연 김태완 극지연 김현철 극지연 O 　

11 2016 PE16040

The evident role of

clouds on

phytoplankton

abundance in Antarctic

coastal polynyas

Terrestrial,

Atmospheric

& Oceanic

Sciences,

27(2),

293-301

16.04.01 　 　 O 　 　 　 　 　 나형술 극지연 박기홍 극지연 　 　 O 　

12 2016 PE16040
Experiments on a

ground-based

Remote

Sensing, 8,
16.08.18 　 　 O 　 　 　 　 　 이훈열 강원대 한향선 극지연 지영훈 강원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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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graphic synthetic

aperture radar
667

13 2016 PE16040

Variations in ice

velocities of Pine Island

Glacier Ice Shelf

evaluated using

multispectral image

matching of Landsat

time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86, 358-371

16.12.01 　 O 　 　 　 　 　 　 한향선

울산과

기원

극지연

임정호

울산과

학기술

원

김현철 극지연 O 　

14 2016 PE16040

A fully data driven

method for predicting

Antarctic sea ice

concentrations using

temporal mixture

analysis and an

autoregressive model

Remote

Sensing

Letters, 8(2),

106-115

17.02.01

(온라인:

16.09.29)

　 　 O 　 　 　 　 　 지준화 극지연 지준화 극지연 김현철 극지연 O 　

15 2016 PE16040

Radar backscattering

changes in Arctic sea

ice from late summer

to early autumn

observed by

space-borne X-band

HH-polarization SAR

Remote

Sensing

Letters, 7(6),

551-560

16.04.06 O 박정원 극지연 김현철 극지연

홍상훈

강성호

H.C.

Graber

B.

Hwan

g

C.M.

극지연

극지연

Univ.

Miami

Scottis

h

Marine

Institu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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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Univ.

Washi

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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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해당년도 제 목 회의명 발표자 발표일자 국가명

1 2014 Skin-Bulk Difference in Pacific using Transits of Ice Breaker
2014 Ocean Sciences Meeting

(OSM)
Kim, H.M. and Kim, H.C. 2014.02.26 미국

2 2014
북극 Kongsfjorden 내 해빙에 따른 자외선 흡수 물질 및

유기물 변화에 대한 연구
2014 해양학회 춘계학술대회

하선용, 민준오, 김상일, 박세영,

박미옥, 신경훈, 김현철
2014.05.23 한국

3 2014

Satellite-derived Optical Absorption Properties in the New

Zealand Sector of the Southern Ocean During Austral

Summer of 2014

The

20thInternationalSymposiumonPolarS

ciences

D’sa, E. and Kim, H.C. 2014.05.27 한국

4 2014
Evaluation of Spectral Indices for Differentiating Melt Pond

from Sea Ice
the 34th EARSeL Symposium 2014

Hyun, C.U., Park, H.L., Lee, S.H. and

Kim, H.C.
2014.06.17 폴란드

5 2014
A MODEL FOR COHERENT BACKSCATTER FROM

DIFFUSE TARGETS
IGARSS 2014

Don Atwood, Benjamin Matthiss,

Shimon Wdowinski, Sang-Hoon

Hong

2014.07.14 미국

6 2014
INSAR FOR WATER LEVEL MONITORING IN THE

EVERGLADES WETLANDS, SOUTH FLORIDA
IGARSS 2014

Shimon Wdowinski, Sang-Hoon

Hong, Brian Brisco
2014.07.15 미국

7 2014 남극해 주변 해빙운동의 변동성 연구 2014 추계 원격탐사 학회 김창신, 김태완, 양희원, 김현철 2014.10.16 한국

8 2104
SeaWiFS/MODIS 해색자료를 활용한 남극해 클로로필 중장기

변동 연구
2014 추계 원격탐사 학회 고은호, 박지수, 김현철 2014.10.16 한국

9 2014
인공위성 관측 자료와 SOM 기법을 이용한 아문잰해에서의

순군집 생산량 추정방법
2014 추계 원격탐사 학회

박기홍, 함도식, 이동근, 이태식,

김현철
2014.10.16 한국

10 2014 서남극 지역의 알베도 장기 변화 분석 2014 추계 원격탐사 학회
서민지, 한경수, 이창석, 김현지,

이경상, 최성원,김현철
2014.10.16 한국

11 2014 다중위성자료를활용한서남극해의연안해빙분석 2014 추계 원격탐사 학회 임정호, 김미애, 신민소, 김진우, 2014.10.16 한국

2. 학술발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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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김현철

12 2014
복합 위성 자료를 이용한 ROSS SEA POLYNYA의 시공간적인

변동성에 관한 연구
2014 추계 원격탐사 학회 조영헌, 박진수, 이대혁, 김현철 2014.10.16 한국

13 2014 극지방에서의 다중 편광에 따른 긴밀도 변화 연구 2014 추계 원격탐사 학회 홍상훈, Shimon Wdowinski, 김현철 2014.10.16 한국

14 2014 서남극해 원격탐사 연구 2014 추계 원격탐사 학회
김현철, 박지수, 홍상훈, 함도식,

김태완,조영헌,한경수, 임정호, D’Sa
2014.10.16 한국

15 2014
Coherence estimation of quadruple SAR observation over polar

regions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홍상훈, Shimon Wdowinski, 현창욱,

박정원, 김상일, 박세영, 박홍련
2014.10.16 한국

16 2014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western Arctic sea-ice using

high-resolution remote sensing imagery
한국지리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정원, 김현철, 홍상훈, 현창욱,

김상일, 박세영, 박홍련
2014.10.31 한국

17 2014
Vegetation abundance on the Barton Peninsula, Antarctica

using high-resolution remote sensing data
한국지리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신정일, 김현철, 김상일, 홍순규 2014.10.31 한국

18 2014 The variability of sea ice motion in Antarctic Agu 2014 Fall meeting 김창신, 김태완, 김현철, 이상훈 2014.12.15 미국

19 2014
Phytoplankton bloom in iron limitation environment of the

Anumdsen polynya, Southern Ocean
2014 AGU Fall Meeting

박지수, Maxim Y Gorbunov, 하선용,

김현철, 이상훈
2014.12.15 미국

20 2014
Estimation of austral summer net community production in the

Amundsen Sea: self-organizing map analysis approach
2014 AGU Fall Meeting

박기홍, 함도식, 이동근, 이태식,

김현철
2014.12.15 미국

21 2015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Ross Sea Polynya using

Multi-Satellite Observations

International Symposium of Remote

Sensing
박진구 외 2015.04.22~24 대만

22 2015
Satellite Remote Sensing on West Antarctic Ocean Research

(STAR)

The

21stInternationalSymposiumonPolarS

cience(ISPS)

김현철 2015.05.19~20 한국

23 2015

Unraveling Optical Variability of Dissolved and Particulate

Matter in the New Zealand sector of the South Ocean

during and Austral summer using field and Satellite

The

21stInternationalSymposiumonPolarS

cience(ISPS)

Eurico D’Sa 외 2015.05.19~2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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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24 2015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Ross Sea Polynya using

Multi-satellite Observations

The

21stInternationalSymposiumonPolarS

cience(ISPS)

조영헌 외 2015.05.19~20 한국

25 2015
Characteristic ocean current around the Ross Sea based on

Lagrangian flow field

The

21stInternationalSymposiumonPolarS

cience(ISPS)

최장근 외 2015.05.19~20 한국

26 2015
Surface Melting of Sea Ice and Melt Pond Observed by

Spaceborne High-resolution Imaging Data

The

21stInternationalSymposiumonPolarS

cience(ISPS)

박정원 외 2015.05.19~20 한국

27 2015
Estimation of Net Community Production in the Amundsen

Sea Polynya: Self-Organizing Map Analysis Approach

The

21stInternationalSymposiumonPolarS

cience(ISPS)

박기홍 외 2015.05.19~20 한국

28 2015
Penguin Counting using UAV Imaging and Object Based

Image Analysis,

The

21stInternationalSymposiumonPolarS

cience(ISPS)

현창욱 외 2015.05.19~20 한국

29 2015
Long-term, Variability Observation of Albedo and Its

Relationship with Surface Temperature over Antarctica

The

21stInternationalSymposiumonPolarS

cience(ISPS)

서민지 외 2015.05.19~20 한국

30 2015
Velocity variations in Pine Island Glacier derived from image

matching of time series Landsat multi-spectral data

IEEE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한향선 외 2015.07.26~31 이탈리아

31 2015
Monitoring of landfast sea ice in West Antarctica using

multisensor data and machine learning approaches
SPIE Remote Sensing 김미애 외 2015.09.21~24 프랑스

32 2015 Long-term variability of albedo over Antarctic glaciers
2015 EUMETSAT Meteorological

Satellite Conference
서민지 외 2015.09.21~25 프랑스

33 2015 기계학습을이용한남극시계열해빙자료의시간혼합분석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준화 외 2015.10.15~16 한국

34 2015 STBAS 기법을 이용한 빙하이동속도의 시계열 관측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홍상훈 외 2015.10.15~16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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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5 기계학습을이용한남극시계열해빙자료의시간혼합분석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준화 외 2015.10.15~16 한국

36 2015 다중위성자료를 이용한 Pine Island 빙하의 질량변화 분석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한향선 외 2015.10.15~16 한국

37 2015

Variability of the physical forcing in the Ross Sea Polynya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Western Antarcticbased on

Satellite Observations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조영헌 외 2015.10.15~16 한국

38 2015 남극해 지역에서의 장기간 해빙 알베도 변화의 분석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서민지 외 2015.10.15~16 한국

39 2015
다중 위성 자료와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서남극해 고착빙

모니터링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김미애 외 2015.10.15~16 한국

40 2015 남극순환류 주변해역의 장기 클로로필 변동성 연구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고은호 외 2015.10.15~16 한국

41 2015
원격 탐사를 이용한 남극 Ross Sea Polynya에서의 물리-생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진구 외 2015.10.15~16 한국

42 2015
아문젠해의 여름철 순군집 생산의 변화: SOM 분석을 통한

접근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박기홍 외 2015.10.15~16 한국

43 2015
AMSR-E 표층수온자료를 활용한 남극전선의 시공간 변동에

관한 연구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김태완 외 2015.10.15~16 한국

44 2015
Temporal mixture analysis of hypertemporal Antarctic sea ice

data in the sense of machine learning
AGU fall meeting 지준화 외 2015.12.14~18 미국

45 2016 ALOS PALSAR 자료를 이용한 서남극해 고착빙 매핑 대한조선학회 극지기술연구회 김미애 2016.02.18~19 한국

46 2016 CryoSat-2를 이용한 북극 freeboard와 해빙 두께 추정 대한조선학회 극지기술연구회 이상균 2016.02.18~19 한국

47 2016
Antarctic landfast sea ice mapping using ALOS PALSAR data

and object correlation image analysis

ISRS(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김미애 2016.04.20~22 한국

48 2016
Forecasting Antarctic sea ice concentrations using results of

temporal mixture analysis
ISPRS 지준화 외 2016.07.12~19 체코

49 2016
Analysis on long-term variability of sea ice albedo and its

relationship with sea ice concentration over Antarctica
SPIE Remote Sensing Minji Seo 2016.09.28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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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16 Detection of landfast sea ice using ALOS PALSAR data 추계 원격탐사학회 김미애 2016.11.03~0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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