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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compared sea ice concentration(SIC) and sea ice extent(SIE) using EUMETSAT Ocean
and Sea Ice Satellite Application Facilities(OSI SAF) and NASA Team(NT) sea ice algorithm in the
Arctic during 1980-2010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sea ice data applied different algorithms.
SIC and SIE of the two data showed different consistency by season and by sea area. Seasonally, SIC of
OSI SAF was 0.85 % overall, 0.48 % in spring, 0.97 % in summer, 1.38 % in autumn and 0.66 % in winter
higher than NT SIC. By sea area, OSI SAF SIC was 2.7 %, SIE was 198,000 km2 higher than NT in Arctic
Ocean, but in Lincoln Sea, OSI SAF SIC was 2.3 %, SIE was 20,000 km2 lower than NT.
Key Words : Sea ice concentration, Sea ice extent, OSI SAF, NASA Team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산출 방법에 따른 해빙 자료 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1980-2010년 북극 지역

의 EUMETSAT OSI SAF, NASA Team(NT)의 해빙 농도와 해빙 면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자

료의 해빙 농도와 해빙 면적이 계절별, 해역별로 다른 일관성을 보였다. 계절별로는 OSI SAF의 해빙 농도

가 전체적으로 0.85 %, 봄 0.48 %, 여름 0.97 %, 가을 1.38 %, 겨울 0.66 % 높게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북

극해에서 OSI SAF의 해빙 농도가 2.7 %, 해빙 면적이 19.8만 km2 높았으나 링컨해 일부에서는 해빙 농도

가 2.3 %, 해빙 면적이 2만 km2 낮게 나타났다.

–333–

Received April 5, 2017; Revised May 24, 2017; Accepted June 1, 2017.
† Corresponding Author: Kyung-Soo Han (kyung-soo.han@pk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3, 2017, pp.333~338
http://dx.doi.org/10.7780/kjrs.2017.33.3.8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Letter



1. 서 론

해빙의 변화는 북극뿐만 아니라 전지구 기후에 영향

을 끼치므로 기후 변화 예측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한다(Comiso, 2010). 해빙은 계절적 특성을 가지며 특히

가을철 북극 해빙의 감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권에 겨울철 폭설과 이상한파를 야기한다(Honda et al.,

2009). 따라서 해빙의 지속적이고 정확한 관측이 중요하

지만 접근이 어렵고 넓은 범위에 분포해있어 해빙에 관

련된 연구는 주로 인공위성 자료로부터 산출된 해빙 농

도와 해빙 면적을 이용한다(Comiso et al., 2008; Deser and

Teng, 2008; Vancoppenolle et al., 2013). 해빙 농도란 픽셀

내에서 해빙이 차지하는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며, 일반적으로 해빙 농도가 15 % 이상인 곳을 해빙이

덮인(ice covered sea) 지역이라 한다. 해빙 농도는 센서의

종류와 산출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존재하며, 자료

의 선택에 따라 기후 예측 모델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의 특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Uiboupin et al.(2010)은 Ocean and Sea Ice Satellite

Application Facility(OSI SAF),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for the Earth observing system(AMSR-E)와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로부터 산출된 해빙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위성자료 중 해빙 농도 산출에 있어 AMSR-E가 가

장 적합하지만, 연안지역에서는MODIS가 더 적합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선행 연구에서는 각각 다른 센서 자

료에 다른 산출 방법을 적용한 해빙 농도를 비교하였으

며, 기후 예측에 있어 비교적 짧은 기간인 2006년과 2007

년의 1월부터 4월까지의 8개월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선

연구와 같이 다른 센서 간 해빙 농도의 비교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Bjørgo et al., 1997; Comiso and Nishio, 2008;

Uiboupin et al., 2010), 산출 방법에 따른 해빙 농도의 연구

는미비한편이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두자료의장

기간 해빙 농도와 해빙 면적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산출

하고 기후 예측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지를 인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NASA Team(NT) 알

고리즘과OSI SAF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1980-2010년의

해빙 농도의 비교를 통하여 같은 센서로 관측된 자료가

알고리즘의 차이로 인해 해빙 농도와 해빙 면적이 계절,

구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의 범위는 북극지역(90 ˚N ~ 30.98 ˚N, E: 180˚

~ W: -180˚)이며, 1980년에서 2010년까지 총 31년 동안의

NT와 OSI SAF의 해빙 농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두 자

료의 해빙 농도는 Nimbus-7의 SMMR, DMSP의 SSM/I,

SSMIS 센서로부터 관측된 해빙의 밝기온도 자료를 이

용하여 각각NT 알고리즘과OSI SAF에서 재처리한 알

고리즘을 적용해 산출되었다.

NT 알고리즘은 Nimbus-7의 SMMR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Gloersen and Cavalieri, 1986), 이후DMSP의

SSM/I와 SSMIS에 사용하기 위해 수정되었다(Cavalieri et

al., 1991). 또한NT 해빙 농도 자료의 정확도는 겨울철 1-

6 %(Andersen et al., 2006), 여름철 15 %이내이다(Cavalieri

et al., 1992).

OSI SAF는 1997년에 시작된 EUMETSAT의 프로젝

트로써 과거의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 측정된 해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들을 재처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OSI SAF의 해빙 농도 자료 또한 겨울철 1-6 %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EASTWOOD et al., 2014). 두 자

료는 Fig. 1과 같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해빙역으로 간

주하지 않으며, 알고리즘 차이로 인해NT가OSI SAF에

비해 더 넓은 영역에서 해빙을 산출한다.

3. 연구 결과

Fig. 2는 북극 전역의 OSI SAF와 NT의 평균 해빙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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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sea ice concentration(1980-2010) from (a) OSI
SAF and (b) NASA Team.



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전체적으로 OSI SAF의 해빙

농도가 평균 0.85 %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빙 농도는

매년 변동성은 있으나 OSI SAF가 평균 0.05 %/년, NT

가 평균 0.04%/년 하락하는 추세이다. Fig. 3는 OSI SAF

의 해빙 농도와 NT의 해빙 농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며, 그린란드 북쪽에 위치한 링컨해(a) 일부에서 NT의

해빙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Fig. 4는 해빙 농도가 15 %이상인 구역에서OSI SAF

와NT의 해빙 면적 차이를 나타낸 것이며, 해빙 면적 또

한 OSI SAF가 평균 42.5만 km2 높았다. 특히 Fig. 4에서

급격하게NT의 해빙 면적이 더 크게 나타난 1986년 5월

21-23일, 1989년 1월 14일, 1994년 7월 21일은 OSI SAF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가 결측되어 OSI SAF의 해빙 면

적이 작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자료는 해역별로 다른 계절적 차이가 나타난다

(Fig. 5). 전체적으로 OSI SAF의 해빙 농도가 봄 0.48 %,

여름 0.97 %, 가을 1.38 %, 겨울 0.66 %높았으나, 그린란

드 북쪽에 위치한 링컨해(Lincoln Sea, Fig. 5(5))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1.66 %낮게 나타났다.

Fig. 6과 Fig. 7은 각각 해빙 농도와 해빙 면적의 차이

를 나타낸 것이며, (a)는 북극해, (b)는 링컨해, (c)는 오호

츠크해이다. 북극해(Arctic Ocean, Fig. 5(1))는 전체적으

로 OSI SAF가 평균 2.7 %높았다. 반면 해빙 면적이 최

대인 1-2월과 해빙이 녹기 시작하는 6-7월에는NT가 평

균 0.6 %높았으며 해빙 농도가 낮은 여름에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해빙 면적은 7-10월에 OSI SAF가 평균

19.8만 km2 높았으며 1-6, 10-12월은 NT가 평균 10.2만

km2 높았다. 링컨해는 4계절 내내 해빙 농도가 70 %이

상 분포하는 구역이며 12월에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

다. 해빙 농도와 해빙 면적은 각각 NT가 평균 2.3 %, 2

만 km2 높고, 8-10월에는OSI SAF가 평균 2.9 %, 1만 km2

높았다. 반면, 오호츠크해(Okhotsk Sea, Fig. 5(2))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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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 of sea ice concentration from OSI SAF(red) and NT(blue).

Fig. 4. Time series of differences between OSI SAF sea ice extent and NT sea ice extent (1980-2010).

Fig. 3. Map of differences between OSI SAF sea ice
concentration and NT sea ice concentration (1980-
2010). (a) Lincoln Sea.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3, 2017

–336–

Fig. 5.  Sea ice concentra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each season(OSI SAF-NT). (a)
spring, (b) summer, (c) autumn, (d) winter, (1) Arctic Ocean, (2) Okhotsk Sea, (3)
Bering Sea, (4) Hudson Bay and (5) Lincoln Sea.

Fig. 6. Time series of sea ice concentration differences between OSI SAF and
NT in (a) Arctic Ocean, (b) Lincoln Sea and (c) Okhotsk Sea.



철에 해빙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 구역이며, 해빙 농도

와 해빙 면적은 전체적으로 OSI SAF가 각각 2.6 %, 1.6

만 km2 높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같은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밝기온

도에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출된 해빙 농도와 이

를 바탕으로 산출한 해빙 면적을 계절별, 구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빙 농도와 해빙 면적에서 OSI

SAF가 각각 평균 0.85 %, 42.5만 km2 높게 산출되었다.

기후 모델링에 사용되는 해빙 자료의 차이가 기온 예측

에미치는영향을제시한C. Lüpkes et al. (2008), Parkinson

et al. (2001)과 가을철 해빙 면적이 겨울철 기온과 적설량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Jiping Liu et al. (2012)의 연

구에 의하면, 이 연구에서 분석된 OSI SAF와 NT 해빙

자료 간의 차이(해빙 농도 0.85 %, 해빙 면적 42.5만 km2,

가을철 해빙 면적 28.5만 km2)는 다음의 기후 예측의 차

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북극의 기온 예측에서 2.98 K (C. Lüpkes et al., 2008)

- 전지구 기온 예측에서 0.02 K (Parkinson et al., 2001)

- 겨울철 기온과 적설량 예측에서 각각 0.57~0.86 K,

0.86 ~ 3.42 % (Jiping Liu et al., 2012)

이처럼 같은 센서로 관측된 자료가 알고리즘에 따라

해빙 농도가 다르게 산출되며, 이러한 차이가 기후 예

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용 자료의 특성을 사

전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OSI

SAF와 NT의 해빙 농도 자료에 있어 장기적인 비교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고해상도 위성과 비

교를 통해 어떤 자료가 시/공간적으로 유용한 지에 대

한 연구와 알고리즘의 차이 외에 다양한 공간 자료의 분

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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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series of differences between OSI SAF sea ice extent and NT sea ice
extent in (a) Arctic Ocean, (b) Lincoln Sea and (c) Okhotsk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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