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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classify the landfast ice in the north of the Greenland, observation data, multi-
frequency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mages and texture images were used. The total four types
of sea ice are first year ice, highly deformed ice, ridge and moderately deformed ice. The texture images
that were processed by K-means algorithm showed higher accuracy than the ones that were processed
by SAR images; however, overall accuracy of maximum likelihood algorithm using texture images did
not show the highest accuracy all the time. It turned out that when using K-means algorithm, the
accuracy of the multi SAR images were higher than the single SAR image. When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algorithm, the results of single and multi SAR images are differ from each other, therefore,
maximum likelihood algorithm method should be us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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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그린란드 북쪽 정착빙 부근 해빙을 분류하기 위하여 현장 자료, 다중 주파수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상, 텍스쳐 상을 사용하 다. 해빙의 유형은 first year ice, highly deformed ice,

ridge, moderately deformed ice 총 4개로분류하 다. K-means 알고리즘을사용하여텍스쳐 상으로

분류한 경우 SAR 상을 사용했을 때 보다 전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알고리즘을사용하 을때텍스쳐 상의전체정확도는때에따라서높게나타났다. 단일 상

및 다중 상을 사용했을 때 결과를 비교하면,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는 다중 상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대 우도법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경우, 단일 상을 사용했을 때와 다

중 상을사용했을때클래스별분류정확도가차이가있어단일 상과다중 상을적절하게사용해야한

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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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극해해빙의종류와두께는급격하게변화하고있

는상태이다. 지난 10년동안여름의해빙면적은점차

감소하는것으로기록되었으며, 광대한지역의다년빙

(multi-year ice, MYI) 두께는 유년빙(younger year ice)만

큼얇아졌다(Comiso et al., 2008).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대부분의 해빙이 2080년경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 으나, 최근 위성 관측은 IPCC

에서 예측한 것 보다 급속도로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

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 9월다년빙(MYI)의면

적이줄어드는속도는 3월의 1년빙(first year ice)에비해

더빠르다(IPCC, 2007).

해빙은알베도가높아빛을반사시켜지구온도조

절을하거나, 해양순환등전지구적으로 향을주기

때문에이를관측할필요가있다. 하지만북극해의지

리적특성상접근하기에어려움이있어위성을이용한

원격탐사가유용하다고볼수있다. 하지만가시광선

을 이용한 광학 원격 탐사를 이용하여 극지방을 관측

한다면, 구름이있는날씨나극지방의겨울철극야현

상이 나타나 해가 뜨지 않으면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SAR(Synthetic

Aperture Radar)는 구름이나 강수 등 기상 조건에 향

을 받지 않아 극지방을 관측하는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SAR 상을이용하여극지방의해빙을분류하는연

구는 이전부터 수행되어졌다. Bogdanov et al.(2005)의

연구에서는SAR 상및광학 상으로신경망분석을

이용하여해빙을분류하 으며, Kwok et al.(1992)의연

구에서는SAR 상으로무감독분류를하여해빙을분

류하 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SAR 상은

해상도가 100 m ~ 200 m로높지않았으며, SAR 상과

광학 상을함께사용하 기때문에SAR 상만사용

하여분류하는연구는이루어지지않았다.

텍스쳐(texture)는표면의변화를보여주는데, 표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면 부드러운 텍스쳐를 가지며, 변화

가많으면텍스쳐가거칠어진다(Gibson et al., 2000). 텍

스쳐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구조적 방법, 신호처리 방

법, 통계적방법이있으며, 표면이불규칙적으로변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주로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한 텍스쳐 상을 사용한다(Mo

and Kim, 2000). Bogdanov et al.(2005), Nystuen and

Garcia(1992), Sun et al.(1992)등의연구에서해빙을분류

할 때 텍스쳐 상을 사용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알수있었다. 해빙은종류에따라표면이부드러

운 부분이나 변화가 많아 표면이 거친 부분등 표면의

변화가다양하게나타나기때문에텍스쳐 상을사용

한다면 표면의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 향상

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해상도 SAR 상을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장 관측

조사를통해서현장자료를수집하여 first year ice(FYI),

highly deformed ice(HDI), moderately deformed ice(MDI),

ridge의 4개의클래스로분류하 다. 분류정확도를향

상시키기위해서먼저SAR 상을이용하여무감독분

류와감독분류의결과를비교하고, 단일 상과다중

상을사용했을경우를비교하여어떤 상을이용해

야 정확도가 높아지는지를 연구하 다. 또한 텍스쳐

상을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 알아

보고, SAR 상과텍스쳐 상을사용하여분류한결

과를비교하 다.

2. 자료및방법

1) 연구 지역

연구 지역은 그린란드 북쪽에 있는 정착빙 부근이

며, 현장관측을하기위해아이스캠프를설치하 다

(83°38.622’N, 32°14.245’W). 아이스캠프는정착빙주변

의 FYI, MYI, ridge 등여러종류의해빙이있는곳이다.

연구지역은 Fig. 1(a)과같고, 현장자료는남쪽에서북

쪽으로약 2 km정도되는 Fig. 1(b)의붉은선이있는구

간에서측정되었다.

2) 연구 자료

(1) 현장관측자료

현장 관측은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

되었다. 현장관측자료로눈과해빙의두께를측정하

으며, 측정된구간은1.7 km로써5 m간격으로측정되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9, No.1, 2013

–2–



었다. 눈두께(snow depth)는 1 m까지측정할수있는탐

침으로 측정하 다. 해빙의 두께는 해빙에 구멍을 뚫

어서 두께를 측정하는 드릴 홀(drill hole) 방식으로

EM31(EM31, Geonics EM31-SH)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최대2 m까지측정가능하다.

해빙의 종류는 WMO(1970) 자료와 현장 자료를 참

고하여 분류하 다. FYI는 얼음이 형성되는 기간이 1

년을넘지않고얼음의두께가일반적으로 0.3~2.0 m정

도인얼음을말한다. MYI는얼음이최소 3 m이상의두

께를가지며, 형성기간이1년이상으로최소여름을두

번지난얼음을말한다. MYI의한종류인 deformed ice

는얼음이계속압축되었다떨어진얼음이며, 본연구

에서는 deformed ice가위치에따라다른특성을보여서

HDI와MDI 두개로분류하 다. HDI가좀더압축되고

단단하게 형성되었다면, MDI는 눈이 쌓여있고 좀 더

평평한 MYI라고볼수있다. ridge는해빙조각이주위

의압력에의해산능선처럼형성되었으며, 대개부빙

(ice floe)이나 다른 종류의 얼음이 만나는 가장자리에

생성된다.

평균눈두께및해빙의두께는Table 1과같고, Fig. 2

는 SAR 상과각해빙종류별현장사진이다. Fig. 2(e)

의왼쪽아래짙은부분은 FYI이다. FYI는 MYI에비해

염분의 양이 많아서 투과율이 좋지 않아 어둡게 나타

난다(Jackson and Apel, 2004). Fig. 2(a)는 FYI의표면사

진이며, Fig. 2(b)는 FYI에있는작은 ridge이다. 관측결

과 FYI의평균눈두께는 5.6 cm이며, 평균해빙의두께

는 2.1 m이다. SAR 상에서밝은부분은 MYI와 ridge

로볼수있다. MYI는일반적으로염분이낮고, 얼음에

공기방울같은빈공간이많이존재한다. 빈공간에서

마이크로파가관통하여후방산란이발생하기때문에

MYI가 있는 부분은 밝게 나타난다(Jackson and Apel,

2004). HDI는 Fig. 2(c)의사진에서볼수있으며, 평평한

FYI와달리눈이쌓여있는것을볼수있다. HDI는남

쪽과 북쪽 두 군데 관측되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눈두께는평균23.1 cm에서41.3 cm로변화하

다. 이렇게눈두께가고르지못한이유는현장관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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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in the north of the Greenland. SAR images were used inside of rectangular box in zoomed area, and the red line
is validation line.

Table 1.  Summary of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now depth and ice thickness

Smooth FYI HDI(South) Ridge MDI HDI(North)

Snow depth (cm)
Mean 5.6 23.1 46.4 28.2 41.3

S.D. 4.5 14.6 23.9 26.4 23.2

Ice thickness (m)
Mean -2.1 -3.0 n/a -2.9 -3.4

S.D. 0.2 0.9 n/a 1.0 1.1

Smooth FYI HDI(South) Ridge MDI HDI(North)



샘플 수가 제한적일수도 있지만, HDI 주변의 큰 아이

스 블록이 벽처럼 만들어져 눈이 흩날리는 것을 막아

눈을 쌓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HDI의 해빙 두께는

남쪽에서평균 3.0 m이고, 북쪽에서는평균 3.4 m이다.

ridge는 남쪽에 위치한 HDI의 끝부분에서 발견되었다

(Fig. 2d). 해수면에서약 4~6 m 높이이며, 해빙의 두께

는 3~5 m이었다. 평균눈두께는 46.4 cm로가장두껍게

나타났다. 해빙의두께는EM31의측정치인2 m를넘어

서두께를측정하지못했다. Fig. 2(e)의 HDI 사이에있

는회색부분은 MDI이다. 평균눈두께는 28.2 cm이며,

해빙의두께는평균2.9 m 이다.

(2) SAR 상자료

SAR 상 자료는 아이스 캠프가 있는 지역을 중심

으로현장관측이진행된시기를고려하여 2009년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촬 된 5장의 상을사용하

다(Table 2).

3) SAR 상 전처리 방법 및 텍스쳐 상 제작

SAR 상을프로그램에서사용할수있는포맷으로

변환하기위하여전처리과정을수행하 다. 전처리는

Array Systems Computing사에서 만들어진 Next ESA

SAR Toolbox 프로그램으로 하 다. SAR 상에는 스

펙클노이즈(speckle noise)라는후추를뿌린듯한작은

반점이발생하는데, 이것은 상의화질을감소시키기

때문에 상처리를하기전먼저 3×3 mean 필터로스

펙클 노이즈를 제거하 다. 다음 단계는 같은 센서에

서 받은 상이라 하더라도 각 상별로 데이터 값이

다르게나타날수도있으며, 각기다른센서를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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ÏFig. 2.  SAR images with the field photography description of (a) surface snow, (b) small ridges in south of FYI, (c) rubble MYI field
and (d) big ridges. Red line is the validation line.

Table 2.  Summary of satellite images data used in this study

Date (yy/mm/dd) Sensor Wavelength Polarization Spatial resolution Incident angle

09/04/21 PALSAR(ScanSAR) L-band(1270 MHz) HH 100m 27˚

09/04/28
Radarsat-2(Standard) C-band(5.41 GHz)

HH 25m 33.6˚ ~ 39.8˚

09/04/30 VV 25m 41.2˚ ~ 46.5˚

09/05/10 ASAR (IMM)
C-band(5.3 GHz)

HH 150m 25˚

09/05/13 ASAR (WSM) HH 150m 36˚

Date (yy/mm/dd) Sensor Wavelength Polarization Spatial resolution Incident angle



때에도 데이터 값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같게만들기위해방사보정을하 다. 방사보정

이 끝난 뒤에는 기하학적 왜곡을 제거하고 좌표계로

변환하기위한기하보정을수행하 다.

전처리가 끝난 SAR 상을 GLCM(Grey Level Co-

occurance Matrix)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텍스쳐 상으
로 생성하 다. 텍스쳐 상은 공간의 형태로 나타난

지표면의특징을통계적기법을이용하여정량적으로

나타내는것이다. Haralick et al.(1973)은 GLCM의통계
모델을제안하 는데, 이것은이웃화소간밝기를계

산하고통계량을커널내중심화소의새로운밝기값
으로나타내는방법이다(Lee et al., 2005; Haralick et al.,

1973).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GLCM을 계산하는 방

법으로는 평균(mean), 분산(variance), 상관관계
(correlation)를구하는세가지방법이있는데, 이중에서

커널사이즈가3×3인평균텍스쳐 상을만들었다.

4) 연구 방법

해빙을분류하기위해무감독분류를수행하 는데,

무감독분류는트레이닝데이터를사용하지않아현장

관측자료가없어도분류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무

감독분류의 K-means 알고리즘은최단거리를이용하
여 평균값이 가장 가까운 군집에 해당되는 곳에 분류

한다. 군집의평균은새롭게계산된평균과함께반복
되어 다시 계산되며, 픽셀은 재분류된다(Tou and

Gonzalez, 1974). 분류 클래스는 현장 관측과 동일하게

FYI, HDI, MDI, ridge 네종류로하 다. 해상도나파장
대가 다른 상을 함께 사용한다면 정확도에 향을

줄수있는지알아보기위해서단일 상외에도여러

가지센서조합을이용한다중 상을이용하 다.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은 감독 분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트
레이닝데이터가정규분포임을가정한뒤, 각픽셀이

클래스에 소속될 확률을 계산해 확률이 높은 곳에 클

래스를 분류하는 방법이다(Richards and Jia, 1999;

Gibson et al., 2000). 해빙의종류와최대우도법에사용

된트레이닝데이터와테스트데이터는Table 3과같다.

클래스개수는현장관측과 K-means에서사용된것과

동일하게 4개로 하 으며,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최대한 비슷한 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만들어비교하 다.

3. 결과및고찰

1) 무감독 분류를 이용한 해빙 분류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AR 상과 텍스쳐

상을사용하여분류했을때전체정확도는Table 4와

같다. 먼저 SAR 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ASAR와

PALSAR의 상을 함께 사용했을 경우 정확도가

70.7%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Radarsat-2

와 PALSAR 상조합의경우, 전체정확도는 66.0%이

었다. 단일 상을 사용했을 때 Radarsat-2의 결과는

51.1%, ASAR의결과는 42.4%로단일 상을사용했을

때보다Radarsat-2, ASAR, PALSAR 상을함께사용했

을때정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텍스

쳐 상의 결과를 보면, Radarsat-2와 PALSAR 텍스쳐

상을조합했을경우정확도는 75.0%로K-means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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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verall accuracy of K-means with various combinations

SAR Sensor(s)
Overall Accuracy(%)

SAR image(s) Texture image(s)

ASAR, PALSAR 70.7 73.6

Radarsat-2, PALSASR 66.0 75.0

Radarsat-2, ASAR, PALSAR 59.0 65.1

Radarsat-2, ASAR 56.7 63.9

Radarsat-2 51.1 57.4

ASAR 42.4 45.2

SAR Sensor(s)
Overall Accuracy(%)

SAR image(s) Texture image(s)

Table 3.  The description of sea ice type and the number of training vectors and the test vectors for each class

Sea ice type Description Training vectors Test vectors

FYI Not more than one winter’s growth from young ice 59 52

HDI Non-uniform melting of multi-year ice 51 43

Ridge Rectilinear conglomeration of ice fragments by strong pressure 10 11

MDI With snow cover, bottom of rough surface becomes smooth 57 59

Sea ice type Description Training vectors Test vectors



리즘을사용한결과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ASAR와 PALSAR의 텍스쳐 상을 사용했

을때는전체정확도가 73.6%로 SAR 상을사용했을

때보다더높게나타났다. 다른조합과비교했을때도

텍스쳐 상을 사용했을 때 전체 정확도가 2.8%에서

최대9% 높게나타났다.

단일 상의 정확도는 SAR 상을 사용했을 때와

텍스쳐 상을 사용했을 때 모두 다중 상을 사용했

을때보다낮게나타났다. 따라서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했을때단일 상보다는다중 상의텍스쳐

상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

을알수있다. K-means 알고리즘을사용하여분류한결

과는 Fig. 3과같으며, 현장관측장소부근을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FYI, 초록색은 MDI, 파란색은 HDI, 노

란색은 ridge를보여주고있다.

2) 감독 분류를 이용한 해빙 분류

감독분류를수행하기위해서트레이닝데이터를제

작하 으며, SAR 상에서현장관측장소주변의트

레이닝데이터와테스트데이터위치는 Fig. 4와같다.

빨간색선은현장관측장소를보여주고있으며, 트레

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색깔은 Fig. 3에 사용

된색과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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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ining vectors are shown solid rectangle and test vectors
are shown rectangle line. Red line is the validation line.
Red indicates first year ice, blue indicates highly deformed
ice, yellow indicates ridge and green indicates moderately
deformed ice.

Fig. 3.  Classification image of using K-means algorithm with (a) ASAR and PALSAR images, (b) Radarsat-2 and PALSAR images,
(c) Radarsat-2, ASAR and PALSAR images, (d) ASAR and PALSAR texture images, (e) Radarsat-2 and PALSAR texture
images, (f) Radarsat-2, ASAR and PALSAR texture images.

First year ice     Ridge     Moderately deformed ice    Highly deformed ice
(a) (b) (c) (d) (f)(e)



최대 우도법 알고리즘으로 분류한 전체 정확도는

Table 5와같다. Radarsat-2와ASAR 상을이용했을때

전체 정확도는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adarsat-2 상을사용했을때전체정확도는 86.2%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Radarsat-2 상을사용하여분류

했을때전체정확도가높은것을볼수있었다.

텍스쳐 상을 사용했을때 결과를보면, Radarsat-2

와 ASAR 상의조합결과가 83.4%로가장높게나타

났으며, Radarsat-2 상 분류 결과 83.0%로 두 번째로

높게나타났다. 하지만텍스쳐 상을사용했을때전

체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몇몇 결

과에서만SAR 상보다전체정확도가높게나타났다.

Radarsat-2, ASAR, PALSAR 조합, ASAR 상, ASAR와

PALSAR의조합만텍스쳐 상을사용했을때전체정

확도가높았다.

Fig. 5는분류결과이미지를보여주고있다. 각클래

스별 색깔은 Fig. 3과 동일하게 나타내었다. Radarsat-2

의경우, 단일 상의결과및Radarsat-2를포함한다중

상의결과가다른 상에비해높은것으로보여자

세한결과를알아보기위해오차행렬(confusion matrix)

를계산하 다. 오차행렬은지상정보와실제분류결

과를 비교함으로써 분류의 정확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전체 정확

도가 가장 높았던 Radarsat-2와 ASAR의 결과 상,

Radarsat-2 결과 상으로 계산된 오차 행렬은 각각

Table 6과 Table 7과 같다. 두 결과를 비교해보면 FYI,

HDI, MDI의결과차이는 5% 미만으로큰차이가나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ridge의 분류 결과이다. ridge는 Radarsat-2인 단일 상

을 이용했을 때 84.35%가 ridge로 분류되었지만, 다중

상인 Radarsat-2와 ASAR를사용했을때 34.46%로분

류되었다. 다중 상을 이용했을 때 절반 이상인

65.54%가 HDI로분류된것으로나타나다중 상에서

는 ridge를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에는

나타나지않았지만텍스쳐이미지의경우도마찬가지

로단일 상을사용했을때 ridge의분류가잘되었는

데, Radarsat-2 텍스쳐 이미지를 사용했을 경우 ridg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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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assification image of using maximum likelihood algorithm with (a) Radarsat-2 and ASAR images, (b) Radarsat-2 image,
(c) Radarsat-2, ASAR and PALSAR images, (d) Radarsat-2 and ASAR texture images, (e) Radarsat-2 texture image,
(f) Radarsat-2, ASAR and PALSAR texture images.

First year ice     Ridge     Moderately deformed ice    Highly deformed ice
(a) (b) (c) (d) (f)(e)

Table 5.  Overall accuracy of maximum likelihood algorithm
with various combinations

SAR Sensor(s)
Overall Accuracy(%)

SAR image(s) Texture image(s)

Radarsat-2, ASAR 86.3 83.4

Radarsat-2 86.2 83.0

Radarsat-2, ASAR, PALSAR 74.9 76.3

Radarsat-2, PALSAR 69.2 67.3

ASAR 66.8 67.9

ASAR, PALSAR 58.9 63.7

SAR Sensor(s)
Overall Accuracy(%)

SAR image(s) Texture image(s)



97.2%로분류되어단일 상을사용했을때정확도가

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장 자료를 참고하면 ridge는 다른 해빙 유형에 비

해 적게 관측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관측된

ridge의 크기가 일부 SAR 상의 해상도보다 작아서

ridge를분류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단일

상중에서도해상도가좋은Radarsat-2 상을이용했을

때 ridge의정확도가높아지는것으로판단된다. FYI도

단일 SAR 상이나텍스쳐 상을사용했을때잘분

류되었는데, FYI는 SAR 상에서어둡게나타나며표

면이고르게나타나는단일 역으로볼수있기때문

에 다중 상보다 단일 상을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중 상을 이용

했을때HDI와MDI는잘분류되었다. HDI와MDI는표

면이 불규칙하고,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얼음

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상을 이용하면 혼합

역에대해많은정보를알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

른 상의결과를비교해보았을때, 단일 SAR 상이

나텍스쳐 상을이용했을때FYI와 ridge가잘분류되

었으며, 다중 SAR 상과텍스쳐 상을이용했을때

HDI와MDI가잘분류되었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현장관측자료를이용하여그린란드

북쪽의 해빙을 분류하 으며,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다양한해상도를가지는SAR 상과SAR 상

으로 만들어진 텍스쳐 상을 만들어 비교하 다. 또

한 단일 상과 다중 상의 결과도 비교해 정확도에

어떤 향을미치는지알아보았다. 먼저현장조사결

과, 조사 지역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해빙의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났으며, 이를 FYI, HDI, ridge,

MDI로나누어분류하 다. HDI는남쪽과북쪽두군데

있었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눈과 해빙이 점점 두꺼워

지는것을알수있었다.

SAR 상의 분류에서는 무감독 분류 방법 중 하나

인K-means 알고리즘과감독분류방법중하나인최대

우도법 알고리즘으로 분류를 하 다. 두 알고리즘을

비교해보면, 현장 관측 자료가 포함된 최대 우도법의

전체정확도가높게나타났다. 또한텍스쳐 상을함

께 사용하여 SAR 상과 전체 정확도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텍스쳐 상을 사용하는 것은 전체 정확도

향상에도움을주었다. 각클래스별결과를본다면, 단

일 SAR 상으로분류했을때는 1년빙과 ridge의분류

가 잘 되었으며, 다중 SAR 상으로 분류했을 때는

MYI의혼합 역인HDI와MDI가잘분류되었다. 따라

서 단일 상과 다중 상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다

양한클래스의해빙을분류하는데정확도를향상시킬

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 ridge는단일 상과다중

상을 이용했을 때 정확도 결과 차이가 많이 발생했

지만, ridge의 역이다른클래스에비해작았을뿐만

아니라Radarsat-2의해상도로구별하기에는한계가있

는 것으로 추측되 이에 TerraSAR-X 상을 이용한 보

완을한다면정확도가더높게나올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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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fusion matrix for Radarsat-2 image

Class FYI HDI Ridge MDI Total

FYI 64.03 0 0 0 3.01

HDI 0 82.21 15.65 5.98 43.88

Ridge 0 16.72 84.35 0 13.84

MDI 35.97 1.07 0 94.02 39.27

Total 100 100 100 100 100

Class FYI HDI Ridge MDI Total

Table 6.  Confusion matrix for Radarsat-2 and ASAR images

Class FYI HDI Ridge MDI Total

FYI 60.49 0.01 0 0.09 3.31

HDI 0.01 84.94 65.54 5.60 53.88

Ridge 0 3.22 34.46 0.09 2.28

MDI 39.5 11.83 0 94.22 40.53

Total 100 100 100 100 100

Class FYI HDI Ridge MDI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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