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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ea ice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global climate system is being actively
detected by satellite because it have been distributed to polar and high-latitude region. and the sea ice
detection method using satellite uses reflectance and temperature data. the sea ice detection method of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which is a technique utilizing Ice Surface
Temperature (IST) have been utilized by many studi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imple and effective
method of sea ice detection using the dynamic threshold technique with no IST calculation process. In
order to specify the dynamic threshold, pixels with freezing point of MODIS IST of 273.0 K or less were
extracted. For the extracted pixels,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DIS IST, MODIS 11 µm
channel brightness temperature(T11 µm) and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 T11 µm-T12 µ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values showed a linear characteristic and the
threshold value was designated by using this. In the case of sea ice detection, if T11 µm is below the specified
threshold value, it is detected as sea ice on clear sky. And in order to estim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ea ice detection method, the accuracy was analyzed using MODIS Sea ice extent and then
validation accuracy was higher than 99% in Producer Accuracy (PA).
Key Words : Sea ice, MODIS, Ice Surface Temperature

요약 : 지구 기후시스템의 중요구성인자인 해빙은 극지방과 고위도에 분포하는 특성상 위성을 통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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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빙은 지표의 알베도와 바다의 열에너지 방출에 영

향을 주며, 해양과 대기 사이에서 가스인 수증기 및 CO2

의 교환을 조절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중요

구성인자이다 (Allison et al., 2014; Seo et al., 2016). 또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빙이 최소 면적을 가지는 9월에

약 7.8 × 106 km 2, 최대 면적을 가지는 3월에 약 20.0 ×

106 km 2로 계절에 따라 큰 변동성을 가진다 (Parkinson

et al., 1987). 한편, 해빙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지역이 광

범위하고 접근이 어려우며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해빙을 직접 관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에 반해 위성 자료를 이용한 해빙탐지는 실측보다 시·

공간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위

성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all et al., 2001;

Key et al., 2013; Parkinson, 2014).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 (NASA)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자료를 통해 해빙을 탐지하

며 반사도 채널을 이용한 기법과 온도자료를 이용하는

기법을 이용한다. 이중 온도자료를 이용한 해빙탐지 기

법 은 Key et al.(1997)에 의 해 제 안 된 Ice Surface

Temperature (IST)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

여 해빙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IST 산출을 위한 경험적

계수를 선정해야하고, 각 계수는 대기효과와 습도조건

을 고려한 선형회귀를 통해 산출이 선행되어져야만 가

능하다 (Hall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해빙 유무를 탐

지하기 위하여 IST 대신 계수산출과정 없이 단순하고

효율적인 T11 µm휘도온도의 동적 임계값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또한 MODIS IST·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 T11 µm-T12 µm)·T11 µm의 상호관계 특성

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임계값을 이용한

탐지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제안한 해빙탐지 기법

을 평가하기 위해 MODIS Sea Ice Extent 자료와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자료

1) 영 역

오호츠크 해는 서태평양의 연해로 12월부터 해빙이

나타나 2월에는 오호츠크 해의 70-80%의 영역에 해빙

이 분포한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에서 해빙과 관

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오호츠크 해를 연구 지역으

로 선정하고 있다 (Cavalieri and Parkinson, 1987; Kimura

and Wakatsuchi, 1999; Parkinson et al., 1999). 본 연구는 오

호츠크 해 영역 중, 위도 40-65 ˚N, 경도 130-165 ˚E 지역

을 연구영역으로 선정하였다 (Fig. 1). 그리고 시간적 범

위는 해빙이 존재하는 북반구 겨울기간인 2011-2013년

12-02월의 기간을 선정하였다.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해빙을 탐지하기 위해MODIS의 공간

해상도가 1 km, 시간해상도 5분 자료를 사용하였다.

MODIS는NASA의 Terra 위성에 탑재되어 있으며, 다중

분광 센서로 총 36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지구를 관측하

고 있다. MODIS의 채널 중 적외 채널인 MODIS band

31(10.780-11.280 µm), 32(11.770-12.270 µm)번 자료를 사

용하였고, 해빙이 분포하지 않는 육상과 구름역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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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위성자료를 이용한 해빙탐지기법은 반사도와 휘도온도자료를 이용하며, 많은 연

구에서 휘도온도자료를 통해 산출된 Ice Surface Temperature (IST)를 활용한 기법인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의 해빙탐지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T

산출과정이 생략된 단순하고 효율적인 동적임계값 기법을 활용한 해빙탐지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적임

계값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수의 어는점 이하의 화소를 대상으로 MODIS IST와 MODIS 11 μm 채널의 휘도

온도,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 T11 μm-T12 μm)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수치의 관계가 선형의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임계값을 지정하였다. 청천역에서 지정한 임계값

을 MODIS 11 μm 채널에 적용하여 해빙을 탐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해빙탐지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MODIS Sea ice extent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Producer Accuracy (PA) 99%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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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해Geolocation 자료인MOD03 product의Landsea

mask와 MOD35_L2 product의 MODIS Cloud mask를 이

용하였다. 또한 해빙의 특성 분석 및 본 연구에서 산출한

해빙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MOD29_L2

product를 사용하였다. MOD29_L2 product는 IST와 Sea

ice extent로구성되어있으며, MODIS를통해산출된 IST

는 0.3-2.1 K의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Key et al.,

1997). MODIS의 Sea ice extent는 Gignac et al.(2017) 등 많

은 연구에서 검증 및 비교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결과

구름의 경우, 해빙과 광학적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성을 이용한 해빙탐지의 주요한 오차요인 중 하나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확실한 해빙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기 위해MODIS Cloud mask가 적용된MODIS

Sea ice extent와 RGB 영상을 이용해 Training Scene을 선

정하였다. 이어서 해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된

Scene을 대상으로MODIS IST·T11 µm·BTD의 상호관

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MODIS IST는 Hall et al.(2001)의

기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MODIS IST가

해수의 어는점인 273.0 K 이하인 화소에 대해 MODIS

band 31, 32번 채널자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채널자료

는 각 채널의 Scale factor와 offset을 이용해 Radiance로

변환 후 각 채널의 밝기온도인 T11 µm, T12 µm로 변환하였

다. 또한 해빙탐지 시 하나의 오차요인인 수증기 효과

를 감안하기 위해 BTD를 함께 분석하였다. 세 수치

(MODIS IST·T11 µm·BTD)의 상호관계 분석 결과 ,

MODIS IST에 따라 T11 µm와 BTD의 관계는 선형의 특징

을 보였으며MODIS IST에 따른 T11 µm와 BTD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MODIS IST 값을 4.0 K 간격

인 245.0 K 이하, 245.0-249.0 K, 249.0-253.0 K, 253.0-257.0

K, 257.0-261.0 K, 261.0-265.0 K, 265.0-269.0 K, 269.0-273.0

K 범위별로 분류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 분

석수행 결과, 분류한 MODIS IST 구간에 따른 T11 µm와

BTD의 관계 또한 선형의 특징을 보였다(Fig. 2). 분석 결

과를 통해MODIS IST가 구간별 최대값을 가지는 선을

기준선으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기준선을 임계값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해빙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간별 기준선 중, IST 범위 상단

(269.0-273.0 K)에 해당하는 Fig. 2의 실선의 임계값을 이

용하여 해빙탐지를 수행하였다. 지정된 임계값은 IST0

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IST0 = a × (BTD) + b                          (1)

식 (1)에서 계수 a는 -2.056, 계수 b는 273.1이며, 각 계

수와 BTD를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IST0는 MODIS

IST가 273.0 K가 되는 T11 µm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T11 µm가 IST0 이하의 값을 가질 때 해빙으로 탐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해빙탐지 기법을 통한 해빙자

료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MODIS Sea ice extent와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Table 1은 본 연구에서 탐지

한 해빙을 MODIS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

행한 결과이다. Table 1의 Producer Accuracy (PA)는 실

제 위성 영상에서 특정 범주에 속하는 화소 중 특정 범

주로 분류한 화소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통계치로

omission error를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User Accuracy

(UA)는 특정 범주로 분류한 화소 중 정확하게 분류된

화소의 백분율을 나타내며 commission error를 측정한

다. Comparison Index (CI)는 PA와 UA의 곱의 제곱근으

로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하여 전체적인 정확도를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과 MODIS 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결과, PA는 전체적으로 99% 이상의 일치

율을 보이고, 전체 정확도를 나타내는 CI 또한 99% 이

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RGB 영상과의

추가적인 정성적 검증 결과, Fig. 3 (b)의 IST가 높은 지

역인 초록색 박스는 RGB상 해빙이 아닌 바다로 사료되

Determination of dynamic threshold for sea-ice detection through relationship between 11 μm brightness temperature and 11-12 μm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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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of this study (Sea of Okho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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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ODIS 자료와 본 연구 모두 해빙으로 오탐지하였

다. 그리고 Fig. 3 (a), (b)의 보라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 또

한 RGB상 구름역으로 판단되나, MODIS 자료와 본 연

구 모두 해빙으로 오탐지하였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천역에 한해 MODIS 11 µm, 12 µm
채널 자료를 이용하여 IST 산출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임계값을 통한 해빙탐지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

시된 해빙탐지 기법은 먼저 임계값을 지정하기 위하여

산출한MODIS IST 중 273.0 K 이하인 화소를 대상으로

4.0 K 간격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구간에 따라 T11

µm와 BTD가 선형관계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적용하

여 임계값인 IST0를 지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청천역에

서 T11 µm가 IST0 이하일 때 해빙으로 탐지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MODIS Sea ice extent를 검증 자료로

사용한 Su et al.(2015)은 해빙탐지 정확도가 87.17% 결과

를 보였고, 본 연구의 검증 결과,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하지만 간접검증을 위해 사용한MODIS Sea ice

extent와 본 연구에서 산출한 해빙자료를 RGB 영상과

비교 시 , 두 자료 모두 구름을 오탐지하는 지역과

MODIS IST값이 높은 지역에서 해빙이 아닌 바다를 오

탐지하는 지역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오호츠크 해가 포함

된 영역에 대해서만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추후 오

호츠크 해 이외의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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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tter plo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11 µm Brightness Temperature (BT) and BTD(T11 µm-T12 µm) according to IST 273.0K
or less.

Table 1.  Validation results (Producer accuracy and User
accuracy) of MODIS sea ice extent and sea ice
detection data using IST0 test

Scanning of sea ice detection

20120214
.0155

20130112
.0125

20130113
.0210

Producer accuracy (%) 100.0000 99.9958 99.5299
User accuracy (%) 99.9996 99.5780 99.8993
Comparison Index (%) 99.9998 99.7866 99.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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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MODIS Sea ice product and detected sea ice with IST0, MODIS Ice Surface Temperature and MODIS RGB
Image. (a) Jan., 12, 2013, (b) Jan., 13, 201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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