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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ea ice is generally accepted as an important factor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earth
climate changes and is the basis of earth system models for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climate changes.
To continuously monitor sea ice changes at kilometer scale, it is demanded to create more accurate grid
data from the current, limited sea ice data. In this paper we described a downscaling method for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 (AMSR2) Sea Ice Concentration (SIC) from 10 km to 1 km resolution
using a weighting scheme of sea ice days ratio derived from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sea ice cover product that has a high correlation with the SIC. In a case study
for Okhotsk Sea, the sea ice areas of both data (before and after downscaling) were identical, and the
monthly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SIC exhibited almost the same values. Also,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analyses showed that three kinds of SIC data (ERA-Interim, original AMSR2,
and downscaled AMSR2) had very similar principal components for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ur
method can apply to downscaling of other continuous variables in the form of ratio such as percentage
and can contribute to monitoring small-scale changes of sea ice by providing finer SIC data.
Key Words : Sea Ice Concentration, Downscaling, AMSR2, MODIS, EOF

요약 : 해빙은 일반적으로 지구기후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지구시스템 모델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인자로 대표되고 있다. 수 km 급의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해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한된 해빙자료로부터 보다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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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극지방을 포함하는 고위도 지역에서 형성되는 해빙

은 표층 해수보다 알베도(albedo)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데(Hong, 2010; Hong and Shin, 2010), 이는 지구의 냉각

에 양의 되먹임 작용(positive feedback)을 함으로써 지구

기후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Ahn et al., 2014;

Grenfell, 1983). 또한 해빙은 지구의 복사평형, 심층수 형

성 등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물리 현상뿐만 아니라

극지방 연안 및 해안 서식지의 기후, 그리고 항로 등 인

간 생활과 관련된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Hong et

al., 2014; Jung and Yang, 2011). 이러한 해빙이 분포하는

고위도 해역은 인간의 직접적인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

문에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관측이 매우 어렵고, 북극권

해빙을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광

학센서(optical sensor),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이용하

는 센서,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시스템 등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SSM/I), Scanning

Multichannel Microwave Radiometer(SMMR),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AMSR)와같은수동마이

크로파 센서는 수 -수십 km의 Instantaneous Field Of

View(IFOV)를 가지며 전지구적으로 해빙과 관련된 30

여 년간의 축적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동마이크로

파 센서는 태양 고도와 대기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 하루에 한 번 이상 북극과 남극 전체를 관측하기

때문에, 극지 표면의 전체적이고 연속적인 자료를 제공

하며 이는 해빙의 영년 변화 및 면적의 증감 등을 연구하

는 데 매우 유용하다(Stroeve et al., 1998). 그러나 수동마

이크로파 센서의 수십 km에 달하는 공간해상도는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해빙의 변화를 탐지하기 어렵다.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AVHRR)과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등의 1 km 급 광학센서는 시간해상도와 분광해상도가

뛰어나고, 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이용해 야간에도 관측

이 가능하며 해빙의 영역, 해빙의 유형, 표면 온도 및 알

베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광학센서는 수동마이

크로파 센서에 비해 공간해상도는 뛰어나지만 가시광

선과 근적외선 대의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 상태

의 변화가 심하고 태양고도가 높은 시기가 많지 않은 극

지를 관측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능동마이크로파

센서에해당하는 SAR 시스템은European Remote-Sensing

Satellite-1/2(ERS-1/2), Radar Satellite-1/2(RADARSAT-1/2),

Environmental Satellite(ENVISAT) 등의 위성에 탑재되어

기상조건과 태양고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수십m의

비교적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SAR 영상을

통해 국지적인 해빙의 이동과 해빙의 계절에 따른 두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지만, 두께가 얇은 해빙과 바다를 구

별하기 어렵고 해빙의 수 km의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다

는단점이있다(Kwok et al., 1998). SAR는주로상업용혹

은 군사용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획득하

여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Jeong and Lim, 2009). 따

라서 수 km 급의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해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동마이크로파 센서로부터

생성된 해빙 데이터의 보다 고해상도 자료로의 상세화

(downscaling)가 요구된다.

상세화 기법은 대순환모델(General Circ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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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자료를 생산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AMSR2)

의 월간 해빙면적비(Sea Ice Concentration: SIC) 자료와 상관성이 높은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기반의 월간 해빙일수비율(sea ice days ratio)를 지점별 가중치로 이용하는

상세화 기법을 고안하여 10 km 공간해상도의 SIC 자료를 1 km 공간해상도로 상세화하였다. 오호츠크 해역

의 분석 결과, 기존의 공간해상도 10 km 자료와 상세화한 1 km 자료에서 해빙면적은 동일하였으며, 월별

SIC 평균과 표준편차 역시 거의 동일한 값의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EOF 분석을 통해 기후모델의 SIC 재분

석자료 및 AMSR2 상세화 전후 자료에서 공간적, 시간적 변동성의 주성분이 매우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세화 기법은 다른 백분율 등으로 표현되는 연속형 비율자료의 상세화

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세밀한 해상도의 SIC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해

빙변화 감시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GCM)에서 주로 사용되며 크게 역학적 상세화(dynamical

downscaling)와통계적상세화(statistical downscaling)로구

분된다. 역학적 상세화는 GCM 결과를 지역기후모델

(Regional Climate Model: RCM)의 경계 자료로 사용하여

고해상도의 결과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Giorgi, 1990),

GCM의오차가그대로반영되고, 영역의크기와해상도

에 따라 제한된 시나리오만 적용이 가능하며, 계산시간

이 길어질 수 있어 역학적 상세화를 위한 전용장비가 따

로 필요하다(Kim and Lee, 2011). 통계적 상세화는 전지

구 또는 지역기후모델의 현재기후 모의 자료와 관측 자

료와의 통계적 관계를 미래 예측자료에 적용하는 방법

으로, 역학적 상세화 기법에 비해 경제적이지만, 과거부

터 현재까지의 통계적 상관성을 미래로 연장한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세화 기법을 통해 해빙 열역

학 모델의 상세화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Budgell, 2005;

Chen and Li, 2004; Omstedt and Chen, 2001), 위성 산출

물에있어서강우(Cho et al., 2013; Duan and Bastiaanssen,

2013), 토양수분(Chauhan et al., 2003; Choi and Hur, 2012;

Srivastava et al., 2013; Wagner et al., 2008), 증발산(Garcia

et al., 2013), 표면온도(Stathopoulou and Cartalis, 2009;

Zakšek and Oštir, 2012) 등을 대상으로 상세화 연구가 수

행되었지만, 해빙면적비(Sea Ice Concentration: SIC)를상

세화한 연구는 아직 소개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해상도 10 km의AMSR2 월간 SIC

자료를 공간해상도 1 km로 상세화함으로써 위성산출물

의 상세화 연구를 해빙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보다 고해

상도 해빙자료를 생산하여 그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가능

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 km 해상도의

MODIS 해빙피복(sea ice cover) 산출물과의 통계적 상관

성을 분석하여 월별 및 화소별 가중치를 도출하여 상세

화에 적용하였다. 연구지역은 우리나라 해수 및 기후변

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동해와 해수교환이 일어나

는 오호츠크해 부근으로, 해빙형성이 뚜렷한 1월-6월

AMSR2의 SIC 자료 상세화를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론

1) 연구지역

Fig. 1의 연구지역은 넓이 약 350만 km2 에 달하는 곳

으로 오호츠크해와 동해, 태평양 일부를 포함한다. 오호

츠크해는 북반구에서 해빙이 형성되는 남쪽 한계선으

로, 해빙의 계절적인 변화가 잘 나타나며(Katsuki et al.,

2010), 태평양에서 두 번째로 큰 연해로서 넓이 약 150만

km2의 반폐쇄해(semi-closed sea)에 해당한다(Wang et al.,

2007). 오호츠크해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사

할린 섬(Sakhalin Island)과 경계를 이루고 동쪽의 캄차카

반도(Kamchatka Peninsula) 및 남동쪽의 쿠릴열도(Kurile

Downscaling of AMSR2 Sea Ice Concentration Using a Weighting Scheme Derived from MODIS Sea Ice Cover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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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qual-Area Scalable Earth Grid (EASE-Grid) north azimuthal equal area map (left) and Sea of Okhotsk (right). The Arctic
regions include (a) Sea of Okhotsk; (b) Bering Sea; (c) Arctic Ocean; (d) Kara-Barents Seas; (e) Canadian Archipelago; (f)
Hudson Bay; (g) Gulf of St. Lawrence; (h) Baffin Bay/Davis Strait/Labrador Sea; (i) Greenland Sea.



Island)와 접해있다. 오호츠크해에서는 이러한 해협들을

통하여 많은 해수교환이 발생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좁고 수심이 얕은 타타르 해협(Tatar Strait)과 소야 해협

(Soya Strait)을 통해 동해와 해수가 교환되므로(Kim et

al., 2011), 오호츠크해의 해빙 연구는 우리나라 해수 및

기후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겨울철

오호츠크해에서 해빙은 북위 약 43°까지 확장되는데, 이

는 겨울철의 강한 계절풍과 함께 아무르강(Amur River)

에서 유입된 많은 양의 담수가 해수의 대류작용을 제한

하는 성층화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해수의 냉각을 촉

진시키기 때문이다(Mustapha and Saitoh, 2008; Ogi and

Tachibana, 2006). 만약아무르강으로부터온난한담수가

유입된다면 표층해수의 온도를 상승시켜 겨울철 해빙

의 형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겨울철 해빙의

형성은 11월에 나타나기 시작한 후 확장하여 2월 말 혹

은 3월에 그 면적이 최대를 이루고 5월에 이르러 대부분

사라진다(Ohshima et al., 2005). 상대적으로 고온의 북태

평양 해수가 오호츠크해로 유입되면서 캄차카 연안의

남쪽 지역은 일 년 내내 해빙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Talley, 1991). 본 연구는 일 년 중 해빙의 형성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1월에서 6월의 오호츠크해 지역에서의

해빙 형성 및 확장을 관측하였다.

2) AMSR2 해빙면적비 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동마이크로파 센서인

SMMR과 SSM/I(해상도 25 km)와 AMSR-E(해상도 12.5

km)에 비해서, 보다 고해상도 자료인 AMSR2(해상도

10km)의 월별 주간(daytime) SIC자료를 대상으로 하였

다. AMSR2는 전 지구의 기후변화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Global Change Observation Mission 1st -

Water(GCOM-W1) 위성에 탑재되어 2012년 5월 발사되

었으며,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에서

2012년 7월부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https://gcom-

w1.jaxa.jp). AMSR2는 AMSR-E로부터 개선된 센서로서

2중 편파 채널로 총 7개의 주파수(6.925, 7.3, 10.65, 18.7,

23.8, 36.5, 89.0 GHz)로 구성되어 있으며, AMSR-E에 포

함되지 않았던 7.3GHz 채널을 통한 측정을 추가로 수행

하기 때문에 Radio Frequency Interference(RFI)에 대한 영

향이 완화된 측정값을 획득할 수 있다(Imaoka et al.,

2010).

SIC는 한 개의 화소 내에서 해빙이 차지하는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얼음이 전혀 얼지 않았을 때를

0%, 얼음이 모두 얼어 있을 때를 100%로 나타냄으로써

(http://gcom-w1.jaxa.jp/products.html) 해빙의 부분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해빙의 확장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Yang and Na, 2009). 해빙과 바다의 방출률

(emissivity)의 차이를 이용하여 SIC를 계산하는 방법으

로는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의Team Algorithm(NT),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수평편파

채널에서 발생하는 민감도 문제를 보완한NASA Team 2

Algorithm(NT2)이 있다. AMSR2의 경우, Bootstrap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SIC를 산출하는데, Bootstrap 알고리즘

은 18.7, 36.5, 22 GHz의 주파수대를 사용하며 다음 식에

의해 SIC(CI)가 계산된다(Comiso and Cho, 2013).

                                CI =                                  (1)

여기에서 TI는 100% 얼음일 때의 밝기온도를 나타내

고, TO는 100% 개빙구역(open water)의 밝기온도를 나타

낸다. TB는 AMSR2로부터 측정된 밝기온도를 나타내며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TB = TI CI + T0C0                             (2)

                                 CI + C0 = 1                                  (3)

여기에서 CI와 C0는 시야범위 내 해빙면적비와 개

빙구역 부분을 각각 나타내며, 관측 영역은 얼음과 물

로만 덮여있다고 가정한다. AMSR2 데이터는 Polar

Stereographic 투영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람베르트 정

적방위도법(Lambert Azimuthal Equal-Area)으로 제공되

는MODIS 데이터와의 공간일치를 수행한 후 대상영역

에 맞춰 189×189 화소로 구성하였다.

3) MODIS 해빙피복 자료

MODIS는 1999년과 2002년에 각각 발사된 Terra와

Aqua 위성에 탑재된 센서로서 매일 2회씩 데이터를 제

공하고 있다. Aqua 위성은 여섯 개의 센서를 탑재한 극

궤도, 태양동기(sun-synchronous) 위성으로 대기, 해양

및 지구표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한 Terra 지구관측위성의 후속위성이다. 위성의 고

도는 705km이며 98°의 경사각, 99분의 궤도 주기를 가

진다(Parkinson, 2003). Aqua 위성의 해빙피복 산출물

TB _ TO
TI _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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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29)에는 일자 별로 관측영역의 1 km 화소들이 해

수 또는 해빙으로 구분되어 있다.

MODIS 해빙탐지알고리즘에서는 3단계의테스트를

통과하면 해빙으로 간주하는데 , 1단계 Normalized

Difference Snow/Ice Index(NDSI), 2단계 가시영역 또는

근적외반사도, 3단계얼음표면온도테스트이다(Riggs et

al., 2006). MODIS는 해빙 탐지를 위해 0.645, 0.865,

0.555, 1.640, 11.03, 12.02 µm밴드와 구름 마스크, 태양

천정각, 위성보기각등의데이터를사용하며, 보조데이

터로는 land/water 마스크를 사용하다. 1단계에서 눈과

얼음은 가시영역 및 근적외 밴드에서 반사도가 높고, 단

파적외 밴드에서 반사도가 낮은 분광특성을 가지므로

다음 식에 의해NDSI가 계산된다.

           NDSI = (RVNIR _ RSWIR)/(RVNIR + RSWIR)             (4)

여기에서 RVNIR은 가시영역 및 근적외 밴드의 반사도

를 나타내고 RSWIR은 단파적외 밴드의 반사도를 나타낸

다. MODIS는 NDSI를 계산하기 위해 가시영역 0.555

µm밴드와 단파적외 영역의 1.64 µm밴드를 사용하며

NDSI > 0.4의 임계치를 설정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가

시영역 또는 근적외 밴드의 반사도를 테스트하는데,

MODIS는 가시영역 0.555 µm밴드의 반사도가 0.11 이

상이어야 한다. 3단계에서 얼음표면온도(Ice Surface

Temperature: IST)는 11.03 µm의밴드와 12.02 µm밴드의

밝기온도와 센서 스캔각을 이용하여 구해지며 다음 식

에 의해 계산된다.

IST = a + bT11 + c(T11 _ T12) + d[(T11 _ T12)(sec (q) _ 1)]  (5)

여기에서T11과T12는 각각 11.03 µm밴드와 12.02 µm
밴드의 밝기온도를 나타내고 q는 센서 스캔각을 나타낸

다. 계수 a, b, c, d는 조견표를 참조할 수 있는데, MODIS

의 조견표는 남극과 북극의 기온 및 습도 프로파일과 눈

의 방출률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한 11.03 µm의 밴드와

12.02 µm밴드의복사휘도로부터구성되었다. 야간에는

가시영역 반사도가 가용하지 않아 3단계 얼음표면온도

만으로 해빙 탐지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MODIS 해빙피복 자료로부터

화소별 월간 해빙일수비율(Sea Ice Days Ratio: SIDR)을

구하여 AMSR2의 SIC 상세화를 위한 가중치로 사용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태양천정각 85˚이하의 주간 자

료만을 집계하였는데, 이는 주간 자료가 야간 자료에 비

해 보다 더 엄밀한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이다. AMSR2

의 10 km×10 km 화소를 1 km×1 km 크기의 100개 화

소로 나누는 데 있어서, 각 1 km 화소가 한 달 동안 며칠

간 얼음에 덮여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월간 해빙일수를

구함으로써, 10 km 단위의 SIC 값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4) 상세화 방법

Aqua 위성의MODIS 해빙피복자료로부터월간해빙

일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Fig. 2와 같다. 알고리즘은

1 km 화소마다 적용되었는데, 위성의 관측 폭(swath

width)을 벗어나거나 알 수 없는 값이 채워져 있는 화소

(unknown)가 80%(월 24-25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빙

일수 산출이 불가능한 화소로 간주하였다. 그 이외의 경

우를 대상으로 청천일 중에서 해빙이 나타난 일수의 비

율(sea ice days / clear sky days)을 계산하여 월간 해빙일수

비율을 구하였다. AMSR2의 1개 화소에 대하여 월간 해

빙일수비율은 최대 100개(10×10)의 값이 대응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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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culation of monthly Sea Ice Days Ratio (SIDR).



AMSR2의 1개 화소 내에서 월간 해빙일수비율의 합이 1

이되도록표준화하면, 상세화를위해각 1 km 화소가가

지는 가중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한 상세화

가중치가 합리적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AMSR2 개별 화

소의 월간 SIC와MODIS로부터 계산한 월간 해빙일수

비율(10×10 화소 평균)의 상관관계를 구하면 Table 1과

같다. 연구지역에 있어 상관계수는 평균 0.95를 나타내

었고, 이를 통해 월간 해빙일수비율은 AMSR2 상세화

를 위한 가중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산출된 월간 해빙일수비율을 화소별 가중치로 사용

하여AMSR2 10 km 자료를공간해상도 1 km의월간 SIC

로 상세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Fig. 3과 같다. MODIS

가 unknown 화소이거나 해상도 차이로 인해 해안선 부

근의 가중치를 구할 수 없는 화소의 경우에는 AMSR2의

SIC 값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또한 AMSR2의 SIC가 1의

값을 가지는 것은 화소 내 영역이 모두 해빙으로 덮여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세화 화소의 값도 1로 할당하

였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각 1 km 화소에 해당하는

AMSR2의 SIC 값에 월간 해빙일수비율의 표준화값과

영역내 유효화소 개수를 곱하여 상세화 SIC 값을 구하

였다. 이때 유효화소는 10×10 영역내에서 unknown 화

소를 제외한 화소이다. 드문 경우이나, AMSR2의 SIC 값

과 SIDR 가중치가 공히 높을 때에는 상세화 결과값이 1

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그 초과분은 영역내 다른 화소들

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일정 영역에 있어 상세화 전후의

SIC 물리량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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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MSR2 Sea Ice Concentration (SIC) downscaling algorithm.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ea Ice Days Ratio (SIDR) and AMSR2 Sea Ice Concentration (SIC) from Jan 2013 to Jun 2013
Month Jan Feb Mar Apr May Jun Average
R 0.94 0.95 0.97 0.92 0.95 0.95 0.95

(p-value < 0.01 for all cases)



5) 검증 방법

실제 관측치와의 비교 검증이 불가능한 자료 특성상,

상세화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세화 전후 자료와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에서 제공하는 ERA-Interim의 SIC 재분석자

료(공간해상도 0.125˚)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공간해

상도의 차이로 인하여 화소 간 직접 비교가 아니라, 세가

지 자료(AMSR2 상세화 전/후 및 ERA-Interim) 각각에

대하여 경험직교함수(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EOF 분

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이

라고 불리기도 하며, 자료의 시공간 변동성을 효과적으

로요약제시하는기법이다(Björnsson and Venegas, 1997).

이는 자료의 선형변환을 통해 원래의 변수를 서로 독립

인 몇 개의 변수로 줄여 원래의 변수들 사이의 선형관계

를 파악함과 동시에 원래의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대부

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EOF의 각 고유벡터(eigenvector)

가 가지는 물리적 의미를 그대로 규명할 수는 없지만 단

지 몇 개의 고유함수만으로 관측치를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가진다(Lee, 2002). 따라서EOF 분석을통해 SIC

의 공간적, 시간적 변동성의 주된 특징을 압축적으로 비

교할 수 있다. 지점 x1, x2, …, xp에서 t1, t2, …, xn이라는 시

간에 측정된 값들은 Fig. 4와 같이 행렬M에 p개의 지점

을 칼럼(column)으로 하여 n개의 맵으로 로우(row)를 구

성할수있으며, 이행렬을이용하여EOF 분석을수행하

는 과정은 Table 2와 같다.

EOF 분석은 수문학, 기상학, 해양학, 지질학 등 다양

한 환경과학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Singarayer

and Bamber(2003)는 각기 다른 세 가지 30년간의 SIC 자

료를 분석하여 화소 간 직접 비교 시에 포착되지 않았던

SIC 변동의 시계열 패턴상 공통점을 EOF 분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3. 결과 및 고찰

MODIS 해빙피복 자료로부터 월간 해빙일수비율을

도출하고 이를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1

km 해상도의 AMSR2 상세화 자료가 원 자료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두 자료의 해빙면

적(Sea Ice Area: SIA)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해빙면적은

일정영역안에서해빙이실제로차지하는면적으로, [화

소 면적 × SIC]로 계산할 수 있는데, 기존의 공간해상도

10 km 자료와 상세화된 1 km 자료에서의 해빙면적은 동

일한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Table 3은 두 자료의 월별 평

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것으로, 상세화한 자료가 기존

Downscaling of AMSR2 Sea Ice Concentration Using a Weighting Scheme Derived from MODIS Sea Ice Cover Product

–693–

Fig. 4. Input matrix for EOF analysis.

Table 2. Input matrix for EOF analysis

(1) 행렬M의하나의로우(row)에는한장의맵에해당하는데이터를넣고, 각칼럼(column) 방향으로는각지점의시계열을구성

(2) 개별 값에서 시계열 평균을 감산하여 트렌드가 제거된 행렬 F를 구함
F = detrend(M, 0)

(3) 공분산 행렬R을 구함
R = F’×F

(4) Eigen 분석을 통해 공분산 행렬의 고유벡터C와 고유값 L을 도출
[C, L] = eigen(R)

(5) F와C로부터 i번째 주성분을 구함
PCi = F × C( :, i)

(6) 고유값 대각요소의 비율이 i번째 주성분의 설명력을 나타냄
diag(L)/trace(L)



의 자료와 거의 동일한 값의 분포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세화 전후의 자료 특성을 공간적으로 비교하기 위

하여 Fig. 5와 Fig. 6에 2013년 1월-6월의 SIC를 도시하였

다. (a)와 (c)는 기존의 공간해상도 10 km의 AMSR2 월간

SIC와 1 km로 상세화한 월간 SIC를 각각 나타내는데,

SIC 값의 크기에 따라 파란색(SIC=0)에서 흰색(SIC=1)

의 점진적인 색채배열로 표시하였으며, 육지는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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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original and downscaled AMSR2 sea ice concentration (Jan 2013 to Jun 2013)
Month Jan Feb Mar Apr May Jun

Mean
10 km 0.219 0.322 0.355 0.172 0.085 0.025
1 km 0.219 0.322 0.355 0.172 0.085 0.025

Standard
deviation

10 km 0.345 0.404 0.392 0.310 0.241 0.129
1 km 0.348 0.406 0.396 0.313 0.243 0.131

Fig. 5. Map of distribution for the three sea-ice datasets from Jan to Mar 2013. (a) Original AMSR2 sea ice concentration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0 km x 10 km; (b) Calculated sea ice days ratio from MODIS sea ice cover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 km x 1
km; (c) Downscaled AMSR2 sea ice concentration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 km x 1 km.



으로 나타내었다. (b)는 MODIS 해빙피복 자료로부터

구한 월간 해빙일수비율 가중치를 나타내며, unknown

화소는 회색으로 표현하였다. 2013년 오호츠크 해역에

서는 겨울철에 해빙이 형성 및 확장되어 3월에 그 면적

이 최대를 이루고 6월에 이르러 대부분 사라지고 있으

며, 캄차카 연안의 남쪽 지역은 해빙이 없는 상태로 유지

되는것을알수있다. Fig. 7은 2013년 3월동해와의해수

교환이 일어나는 소야 해협 부근(1번 지점)을 포함한 4

개의 지점을 확대한 것으로 (a)와 (b)는 기존의 공간해상

도 10 km의AMSR2 SIC와 1 km로상세화한AMSR2 SIC

를각각나타낸다. 상세화한자료를통해기존의AMSR2

가 관측하지 못한 곳곳의 SIC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상세화한 SIC 값이 공간적으로 연속적인 분

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MODIS 자료와의

해상도 차이로 인해 육지부근의 화소는 상세화가 적용

되지 않았고, 간혹 10 km 화소의 경계상에서 화소들 간

의 불연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는 가중이동

평균과 같은 평활화 기법을 적용하는 등 향후 위성자료

의 상세화 기법의 정교화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해빙면적비 자료는 현장 관측치와의 비교 검증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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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p of distribution for the three sea-ice datasets from Apr to Jun 2013. (a) Original AMSR2 sea ice concentration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0 km × 10 km; (b) Calculated sea ice days ratio from MODIS sea ice cover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 km × 1
km; (c) Downscaled AMSR2 sea ice concentration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 km × 1 km.



가능하므로, 상세화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AMSR2 상

세화 전후 및 ERA-Interim 자료의 EOF를 비교분석하였

다. 이를 위하여 20개월간(2012년 7월~2014년 2월)의

시계열을 사용하였으며, Fig. 8은 연구지역 내 EOF 분석

을 수행한 영역을 나타낸다. A와 B 영역은 사할린 섬의

동쪽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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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nlarged images showing the distribution of sea ice concentration including near the Soya Strait (Site #1) in Mar 2013. (a)
Original AMSR2 data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0 km × 10 km; (b) Downscaled AMSR2 data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
km × 1 km.



C 영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특

징을 가지므로 EOF 분석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Fig. 9은 세 가지 SIC 자료 각각의 EOF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 PC) 1의 공간 분포를 나타내고,

Fig. 10은 EOF 주성분 1의 시계열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SIC 변동의 주성분은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12월-4

월)에 약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세 자료 모두에

서 공간적 분포와 시계열변화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세화 기법은 SIC의 시간적, 공간적

변동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세화

를 통해 원본 저해상도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국소적

인 변화 패턴의 탐지도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다른

PC의 공간 분포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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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arget area for EOF analysis. Site A and B: cold current
(part of Sakhalin Current) flows southward along the
east of Sakhalin Island. Site C: sea surface temperature
is lower than other regions.

Fig. 9. Distribution of 1st EOF for the three sea ice datasets from Jul 2012 to Feb 2014. (a) Climate reanalysis data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0.125° × 0.125° provided by ECMWF; (b) Original AMSR2 product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0 km × 10 km; (c)
Downscaled AMSR2 data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 km × 1 km using MODIS-derived weighting scheme.



4. 요약 및 결론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강우, 토양수분, 증발산, 표면온

도 등의 위성산출물에 대한 상세화가 수행되었으나, 해

빙면적비에 대한 상세화는 본 연구를 통해 처음 시도되

었다. 10 km 해상도의 AMSR2 월간 SIC를 1 km 해상도

로 상세화하기 위해서는 한 화소의 값을 100개 화소

(10 × 10)로 배분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한데, 1 km 해상

도인MODIS 일자별 해빙피복 자료를 통해 각 1 km 영

역이 한달 중 몇 일간 해빙 상태였는지 집계할 수 있으므

로, 이를월간해빙일수비율로나타냄으로써 10 × 10 화

소들 각각이 가지는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오호츠크 해

역의 상세화 결과, 기존의 공간해상도 10 km 자료와 상

세화한 1 km 자료에서 해빙면적은 동일하였으며, 월별

SIC 평균과 표준편차 역시 거의 동일한 값의 분포를 나

타냈다. 또한 실제 관측치와의 비교 검증이 불가능한 본

자료의 특성상 SIC의 공간적, 시간적 변동성의 주된 특

징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EOF 분석을 활용하여

ERA-Interim의 SIC 재분석자료와 상세화 전후 자료의

주성분을 비교한 결과, 3가지 자료의 공간적, 시간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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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C1 time series for the three sea ice datasets from Jul 2012 to Feb 2014. (a) Climate reanalysis data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0.125° × 0.125° provided by ECMWF; (b) Original AMSR2 product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0 km × 10 km; (c) Downscaled
AMSR2 data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1 km × 1 km using MODIS-derived weighting scheme.



동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상세화한 자료는

AMSR2가 관측하지 못한 곳곳의 SIC 값을 제시하기는

하나, MODIS 자료와의해상도차이로인해육지부근의

화소는 상세화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향후 상세화

기법의 정교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수

산출물의 앙상블을 이용하거나 가중이동평균 등의 평

활화 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상세화를 수행하

거나, 공간분포의 이질성을 고려한 새로운 상세화 기법

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세화 기

법은 다른 백분율 등으로 표현되는 연속형 비율자료의

상세화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세밀한 해

상도의 SIC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해빙변화 감시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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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kšek, K. and K. Oštir, 2012. Downscaling land
surface temperature for urban heat island diurnal
cycle analysis,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17: 114-124.

Downscaling of AMSR2 Sea Ice Concentration Using a Weighting Scheme Derived from MODIS Sea Ice Cover Product

–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