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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lue-ice area is a glacial ice field in ice sheet, ice shelf and glaciers where snow ablation
and sublimation is larger than snowfall. As the blue-ice area has large influences on the meteorite
concentration mechanism and ice mass balance, it is required to quantify the concentration of blue-ice.
We analyzed spectral reflectance characteristics of blue-ice, snow and cloud by using MODIS images
obtained over blue-ice areas in McMurdo Dry Valleys, East Antarctica, from 2007 to 2012. We then
developed Normalized Difference Blue-ice Index (NDBI) algorithm which quantifies the concentration
of blue-ice. Snow and cloud have a high reflectance in visible and near-infrared (NIR) bands. Reflectance
of blue-ice is high in blue band, while that lowers in the NIR band. NDBI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difference of reflectance in the blue and NIR bands by the sum of reflectances in the two bands so that
NDBI = (Blue _ NIR)/(Blue + NIR). NDBI calculated from the MODIS images showed that the blue-ice
areas have values ranging from 0.2 to 0.5, depending on the exposure and concentration of blue-ice. It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hat of snow and cloud that has values less than 0.2 or rocks with negative values.
The change of NDBI values in the blue-ice area has higher correlation with snow depth (R2 = 0.699) than
wind speed (R2 = 0.012) or air temperature (R2 = 0.278), all measured at a meteorological station installed
in McMurdo Dry Valleys. As the snow depth increased, the NDBI value decreased, which suggests that
snow depth can be estimated from NDBI values over blue-ice areas. The NDBI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various polar research fields such as meteorite exploration, analysis of ice
mass balance as well as the snow depth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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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빙상이나 빙하, 빙붕에서 푸른색의 얼음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청빙지대라 한다. 이는 빙

하 표면에 쌓인 눈이 바람에 의해 침식되거나 기온과 일사량에 따른 승화로 인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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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극대륙은 수백만 년 이상의 시간 동안 형성된 얼음

층인 남극 빙상(Antarctic Ice Sheet)으로 덮여 있으며, 빙

상의 약 98%는 70~100 m 두께의 눈으로 피복되어 있다

(Bintanja and van den Broeke, 1995; Scambos et al., 2012).

남극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활강풍(katabatic wind)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적설량보다 더 많은 양의 눈이 제거

되어, 오랜 기간 동안 눈과 얼음이 압착되어 형성된 얼음

층이 지표에 노출된다(van den Broeke and Bintanja, 1995;

Bintanja, 1999; Bintanja, 2000). 이러한 얼음층은 얼음의

밀도가 매우 높아 가시광선 파장대역에서 청색에 대한

반사율이 높으며, 이와 같은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청빙

(blue-ice)이라 불리고 있다.

청빙의 위치, 밀집도, 청빙표면의 적설량은 운석탐사

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구상에서 발견

된 운석의 약 80%가 남극에서 회수되었는데, 대부분 청

빙이 지표에 노출된 영역인 청빙지대(blue-ice area)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남극의 여러 장소에 낙하한 운석들이

얼음층에 포집된 후, 빙하의 흐름에 의해 이동하다가 청

빙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Lee, 2009;

Spaulding et al., 2012).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청빙지대를 중심으로 운석 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

량의 운석을 회수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청

빙지대에서는 적설량보다 승화(sublimation)되는 눈의

양이 많아 남극의 지역적인 질량균형(mass balance)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Bintanja et al., 1997, Bintanja and

Reijmer, 2001; Scambos et al., 2012). 따라서 청빙의 분포

와 밀집도, 청빙지대의 적설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청빙지대의 시간적 변화를 해석하는 것은 다양한 극지

연구의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청빙지대는 대부분 남극 내륙의 고지대 또는 해안 인

근의 산악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청빙의 밀

집도와 적설량을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접근 없이 광범위한 영역의 지표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인공위성 원격탐사가 청

빙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Winther et al. (2001)

은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위 성 의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영상을 이용하여 약 120,000 km2

의 청빙지대가 남극대륙에 분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Brown and Scambos (2004)는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와 Landsat 영상을 이용하여

적설면적이 넓을수록 청빙지대의 면적은 감소함을 밝

혔고, 이로부터 청빙지대의 면적이 남극 기후변화의 지

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몇몇 연

구자들이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청빙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Liston et al., 2000; Orheim and Lucchitta,

1990). 그러나 청빙지대의 분포면적을 분석한 연구가 대

부분이었으며, 청빙의 밀집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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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지대는 운석이 농집되기 쉽고 빙체의 질량균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빙의 노출도 및 밀집

도에 대한 정량적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7~2012년에 동남극 맥머도 드라이벨리

를 촬영한 MODIS 영상을 이용하여 청빙과 눈, 구름의 분광반사특성을 분석하고, 청빙의 노출도 및 밀집도

를 정량화 할 수 있는 정규청빙지수(Normalized Difference Blue-ice Index, NDBI) 알고리즘을 고안하였

다. 눈과 구름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 매우 높은 반사율을 나타낸다. 청빙은 청색 파장대역에

서 높은 반사율을 보이는 반면에,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 낮은 반사율을 보인다. NDBI 알고리즘은 청색과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반사율 차이를 두 반사율의 합으로 나누는 것으로 표현된다[NDBI = (Blue _

NIR)/(Blue + NIR)]. 청빙의 NDBI는 노출도와 밀집도에 따라 0.2~0.5의 값을 가지며, 0.2 이하의 값을 가

지는 눈과 구름이나 음수의 값을 나타내는 암석으로부터 명확히 구분되었다. 청빙의 NDBI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은 맥머도 드라이벨리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풍속(R2 = 0.012)이나 기온(R2 = 0.278) 보다

는 적설두께와 가장 높은 상관성(R2 = 0.699)을 나타냈다. 적설두께가 증가할수록 NDBI 값은 감소하였는

데, 이는 청빙지대의 NDBI 값으로부터 적설량의 추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NDBI 알

고리즘은 운석탐사, 빙체의 질량균형 분석, 적설량 추정 등 다양한 극지연구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례는 없다. 또한 시간에 따른 청빙의 노출도 및 밀집도

변화를 관찰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남극 맥머도 드라이벨리(McMurdo

Dry Valleys)의 청빙지대에 대해MODIS 영상을 획득하

여 청빙의 분광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빙

의 분포와 밀집도 및 노출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정규청

빙지수(Normalized Difference Blue-ice Index, NDBI)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청빙지대에서 실측된 다양

한 기상자료와 정규청빙지수 사이의 상관성을 해석하

여 정규청빙지수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연구자료

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기상관측 자료의 획득이 용이한 동남극

맥머도 드라이벨리로 설정하였다(Fig. 1). 맥머도 만

(McMurdo Sound)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맥머도 드라

이벨리는 -18도의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며(Fountain et

al., 2010), 평균 3~4 m/s, 최대 40 m/s의 강한 활강풍이 부

는 지역이다(Doran et al., 2002). 이에 따라 얼음표면의

침식과 승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광

범위한 청빙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Fig. 1(a)는 2011년 1

월 16일에 촬영된 Terra MODIS 영상으로, 맥머도 드라

이벨리에서 청색을 띄는 청빙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2) 연구자료

청빙의분광특성을분석하고정규청빙지수알고리즘

을 개발하기 위해 Terra와 Aqua 위성의 MODIS 영상을

이용하였다. MODIS는 36개의분광대역에서 250~1000

m의 공간해상도로 지표를 관측하고 있으며, 영상의 후

처리를 통해 지표면의 반사율, 정규식생지수, 수증기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시

광선, 근적외선, 중적외선영역에대해대기및방사보정

이 수행된 분광 반사율 정보를 제공하는 Terra/Aqua

MODIS 지표 반사율(Surface Reflectance) product (MOD09,

MYD09) (Vermote et al., 2002; Vermote and Kotchenova,

2008)를 사용하였다. MODIS 자료는 2007년부터 2012

년까지 남극의 여름철인 12월~3월에 촬영된 영상을 획

득하였다. 이는 흑야가 지속되는 남극의 겨울철에는 광

량이 부족하여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 고품질의 관측정

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

다. 획득된MODIS 자료 중에서 구름에 의해 연구지역

의 청빙지대가 관찰되지 않는 영상과 산악지형의 그림

자가 청빙지대에 포함되는 영상을 제외하고, 총 95개의

영상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청빙의 노출도 및 밀집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

상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맥머도 드라이벨리의 Taylor 빙

하에 설치된 기상관측소(Fig. 1a의 삼각형 표식)에서 측

정된 풍속, 기온, 얼음표면의 고도변화 자료를 이용하였

다(www.mcmlter.org). Taylor 빙하의 기상관측소는 다양

한 기상요소를 30초마다 측정하고 있으며(풍속은 4초),

모든 측정항목에 대해 15분 평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얼음표면의 고도변화는 최초 관측시점인 2004년 1월 23

일 23시부터 초음파 거리센서(ultrasonic distance sensor)

로 측정된 누적 변화량이다.

3. 연구방법

1) NDBI 알고리즘

Fig. 1(b)는 Fig. 1(a)에 대해 중적외선(band 7, 2105~

2155 nm), 근적외선(band 2, 841~876 nm), 청색(band 3,

459~479 nm) 파장대역을 사용하여 생성한RGB 조합 영

상이다. Fig. 1(b)에서 구름은 적색, 눈은 청록색, 청빙은

진청색으로 구분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Fig. 1(a)에

비해 구름과 눈, 청빙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다와 노출된 암반도 Fig. 1(b)에

서 구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Fig. 1(b)와 같은 RGB 조

합으로는 청빙 분포의 가시적 분석만이 가능하며, 청빙

의 분포나 밀집도를 정량화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Fig. 2는 Fig. 1의MODIS 지표 반사율 영상에서 추출

한 눈, 구름, 청빙의 분광반사율을 나타낸 것이다. 눈, 구

름, 청빙의 분광반사율은 각 항목에 대해 대표성을 나타

내는영역에서추출되었다. 청빙과눈, 구름은모두청색

파장대역에서 매우 높은 반사율을 보인다. 구름과 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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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A Terra MODIS true-color image over McMurdo Dry Valleys in East Antarctica (small box on the upper left image) obtained
on 16 January 2011. (b) A false-color image of the same area using an RGB composite of middle-infrared (band 7), near-
infrared (band 2) and blue band (band 3).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 반사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청빙은 파장이 길어질수록 반사율이

작아지고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 구름 및 눈과 뚜렷하

게 구분되는 반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색과 근

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분광반사율 차이를 이용하면

구름과 눈으로부터 청빙을 구분할 수 있으며, 청빙의 분

포량과 상대적 밀집도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Fig. 2로부터 분석된 구름과 눈, 청

빙의 분광반사특성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정규청빙

지수(NDBI)를 고안하였다.

                        NDBI =                           (1)

식 (1)에서 Blue와 NIR은 각각 청색과 근적외선 파장

대역에서의 반사율이다. NDBI는 청색과 근적외선 파장

대역에서의 반사율 차이를 두 파장대역에서의 반사율

합으로 나눈 것으로, 산림연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규식생지수의 산출 방법과 유사한 수식으로 계

산된다. NDBI는단위가없으며, -1에서 1의범위를가진

다. 눈과 구름은 청색과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반사

율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Fig. 2) 0에 가까운NDBI를

나타내며 암석의 경우 대부분 음수를 가진다. 해수는 근

적외선 파장대역에서 매우 낮은 반사율을 보이므로 1에

가까운NDBI 값을 가진다. 반면에 청빙은 청색 파장대

역에서의 반사율이 근적외선 대역에서의 반사율보다

높기 때문에 양의NDBI 값을 가지게 된다.

청빙에 대한 NDBI 값은 지표에 노출된 청빙의 밀집

도가 높을수록 큰 값을 가지지만, 0.5 이상의 값을 나타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지표에 완전히 노출된 청빙

의 경우 청색 파장대역에서 최대 0.9, 근적외선 파장대

역에서 최소 0.3의 반사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Warren

et al., 1993). 이 연구에서는 식(1)을 맥머도 드라이벨리

가 촬영된MODIS 영상에 적용하고, 청빙의 분포와 상

대적 밀집도를 정량화하기 위한NDBI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청빙지대에서 산출된

NDBI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 적설두께 추정

청빙지대의 표면은 강설에 의해 눈이 쌓이거나, 바람

과 기온에 의해 침식과 승화작용이 일어나면 물리적 특

성이 변화하며(Liston et al., 2000; van den Broeke and

Bintanja, 1995; Bintanja, 1999; Bintanja, 2001), 이로 인해

분광반사특성이 변화된다. 따라서 풍속, 기온, 적설량과

같은 기상요소를 통해 청빙지대의NDBI 변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측 기상자료가 획득된 Taylor 빙

Blue _NIR
Blue + NIR

Development of Normalized Difference Blue-ice Index (NDBI) of Glaciers and Analysis of Its Variational Factors by using MODIS Images

–485–

Fig. 2. Spectral reflectance characteristics of blue-ice, snow and cloud.



하의 기상관측소에서는 적설량이나 적설두께를 측정하

지 않는다. 청빙지대의 표면고도는 침식과 승화작용에

의해 낮아지는데, 강설이 있는 경우에는 표면고도가 상

승하게 된다. 따라서 얼음표면의 고도변화를 이용하면

적설두께의 추정이 가능하다.

Fig. 3은Taylor 빙하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얼음표

면 고도변화의 예시로, 2010년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의 관측값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 2월 6일 0시에 측정

된 얼음표면의 고도변화 값은 -121.6 cm인데, 이는 최초

관측 시점인 2004년 1월 23일 이후로 표면고도가 121.6

cm 낮아진것을의미한다. Fig. 3에서얼음표면의고도는

2월 16일 23시까지지속적으로낮아졌으며, -122.6 cm의

값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월 17일부터 강설에 의한 영

향으로 얼음표면의 고도가 높아졌고, 2월 26일 12시 이

후에 -122.6 cm보다 낮아졌다. 이는 2월 17일부터 2월 26

일 사이에 청빙지대의 표면에 적설이 있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121.0 cm의 고도변화 값을 기록한 2월 21일

17시에 해당하는 적설두께는 1.6 cm로 추정할 수 있다

(Fig. 3).

이 연구에서는 Taylor 빙하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풍속, 기온, 얼음표면의 고도변화로부터 추정된 적설두

께를 이용하여 맥머도 드라이벨리의 청빙지대에 대한

NDBI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토의

1) NDBI를 이용한 청빙지대 추출

Fig. 4(a)는 Fig. 1의MODIS 영상에대한NDBI 영상으

로, NDBI의 표현 범위는 [-1, 1]이다. 청빙지대는 노출된

청빙의 밀집도에 따라 0.2~0.5의 NDBI 값을 나타냈다.

청빙에 대한 NDBI는 청빙의 청색 및 근적외선 파장대

역에서의 반사율 특성상 0.5 이상의 값을 나타내지 않았

다. 해수에 대한 NDBI는 1에 가까운 값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노출된 암반지역은 청색보다 근적외선 파장대

역에서의 반사율이 높아 음의NDBI 값을 보이고 있다.

눈으로 피복된 지역과 두꺼운 구름이 덮인 지역은 청색

과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반사율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0에 가까운NDBI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에 따

라 최대 0.2의NDBI를 보였다. 산악지역의 그림자 영역

에서는 0.7 이상의NDBI가 산출되었는데, 이는 그림자

영역에서 근적외선 파장대역의 반사율이 청색 파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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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xample of the estimation of snow depth from the ice surface change measured at Taylor Glacier meteorological station.



역에서의 반사율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청빙의 NDBI 값이 0.2 이상, 0.5 이하로 표현되므로,

Fig. 4(a)로부터 [0.2, 0.5]의 범위를 가지는NDBI만을 추

출하여 청빙에 대한 분별력을 높였다(Fig. 4b). 이를 통해

0.2 이하의NDBI를 가지는 눈과 두꺼운 구름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0.7 이상의NDBI 값을 나타내는 그림자 영

역도제거할수있었다. 그러나일부산악지역과 Fig. 1(a)

에서 어둡게 관찰되는 구름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는 산

악지역과 어두운 구름에 대한 청색 및 근적외선 파장대

역의 반사율이 청빙과는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만,

식 (1)에 의해 계산된 값은 청빙의NDBI 범주에 포함되

기때문이다. MODIS 지표반사율영상으로부터분석된

산악지역의 반사율은 청색 파장대역에서 ~0.3 이하로

매우 작았으며, 어두운 구름의 경우 청색 파장대역에서

최대 0.7의 반사율을 나타냈다. 이는 청빙에 대한 청색

파장대역의 반사율에 비해 현저히 작은 값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색 파장대역에서 0.7 이하의 반사율을 나타내

는 영역을 제거하면, 청빙과 같은 범위의NDBI 값을 보

이는 산악지역과 어두운 구름을 마스킹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색 파장대역에서 0.7 이하의 반사율을 나

타내는 영역을 Fig. 4(b)로부터 제거하였고, 이를 통해

Fig. 4(c)와 같이 청빙이 노출된 지역에 대한 NDBI만을

표현할 수 있었다. Fig. 4(c)는 청빙의 분포위치를 Fig. 1

의 RGB 조합 영상보다 더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으며,

노출된 청빙의 상대적 밀집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주

고 있다.

Fig. 5는맥머도드라이벨리의청빙지대에대한NDBI

영상의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노출된 청빙의 분포면적

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청빙이 지속적으로 노

출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영상마다 NDBI 값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NDBI 값의

변화는 청빙지대 표면의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청빙지대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풍속, 기온, 적설

두께를 이용하여NDBI의 변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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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dure of generating MODIS NDBI image on blue-ice field. (a) is the NDBI image with the value range of [-1, 1] while (b)
and (c) is [0.2, 0.5]. (c) was generated by removing the pixels at which reflectance in the blue band is less than 0.7.



2) NDBI의 변화 해석

청빙지대의 NDBI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맥머도 드

라이벨리에서 청빙이 균일하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영

역(Fig. 5b의 청빙지대)을 설정하였고, 이 영역에 대한 평

균NDBI를각각의NDBI 영상으로부터구하여풍속, 기

온, 적설두께와 비교하였다(Fig. 6). 이때 사용된 NDBI

영상은 Fig. 4(a)와 같이 모든NDBI 값을 포함하는 영상

인데, 이는 청빙지대 표면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따른

NDBI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NDBI의 공간적 평

균을 산출하기 위해 설정한 영역에 구름 및 그림자에 의

한 영향이 포함된 영상은 없었다. 풍속은 측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시기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70개의NDBI 영

상과 비교되었다. 적설두께는 얼음표면의 고도변화로

부터 추정되었는데, 42개의 NDBI 영상에 대해서만 청

빙지대 표면에 적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설

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 시각의 NDBI 영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Fig. 6(a)와 6(b)는 각각 풍속과 NDBI, 기온과 NDBI

의 상관도로써, 세로축은NDBI, 가로축은 풍속과 기온

이다. 풍속과 NDBI는 0.012의 매우 작은 R2을 보여, 서

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a). Fig. 6(b)에

서는 기온이 증가하면 NDBI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확

인되었으나, 상관관계는매우약한것으로분석되었다(R2

= 0.278).

Fig. 6(c)는 적설두께와 NDBI 사이의 상관도를 도시

한 것으로, 0.699의 가장 높은 R2 값을 보이고 있다. 적설

두께가 증가할수록NDBI 값이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청빙지대 표면의 눈이 두꺼울수록 근

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반사율이 증가하여 작은 정규

청빙지수가 산출되기 때문이다. 적설두께가 0.1 cm 이

하로 매우 작을 경우, NDBI 값은 0.13~0.32 사이에서 다

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NDBI 값의 분포는 매우 작은

적설량으로 인해MODIS로 관측된 지표 반사율에 눈과

청빙의 분광특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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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amples of changes in MODIS NDBI over McMurdo Dry Vall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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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rrelation between NDBI of blue-ice area in McMurdo Dry Valleys with (a) wind speed, (b) air temperature and (c) snow depth.

(a)

(b)

(c)



할 수 있다. 특히MODIS의 한 화소(pixel) 내에서 부분적

인 적설이 있을 경우, 청빙의 노출도가 감소하여 작은

NDBI 값이 산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적 적설에 의

한 영향은 적설두께가 클 때보다 작을 때 더욱 크게 나타

날 수 있으며, 이는 0.1 cm 이하의 적설두께에서 매우 작

은NDBI 값이 산출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c)를 통해서 적설량은 청빙지대의 형성뿐만 아

니라 청빙의 노출도 변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빙지대의NDBI 값이 적설두께

를 지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NDBI 값을 통해

적설량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5. 결 론

청빙의 상대적인 노출도와 밀집도에 대한 정량적 지

표를 개발하기 위해 동남극 맥머도 드라이벨리가 촬영

된MODIS 영상으로부터 청빙과 눈, 구름에 대한 분광

반사특성을 분석하였다. 눈과 구름은 모두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 매우 높은 반사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빙은 청색 파장대역에서만 매우 높은 반사율

을보였으며, 근적외선에서의반사율은매우낮아눈, 구

름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이러한 분광반사특성에 기초

하여, 청색과 근적외선에서의 반사율 차이를 두 파장대

역에서의 반사율 합으로 나눈 것으로 표현되는 NDBI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청빙지대는 청빙의 노출도와

밀집도에 따라 0.2~0.5 사이의 NDBI 값을 나타냈으며,

0.2 이하의NDBI 값을 가지는 눈, 구름과 뚜렷하게 구분

되었다. 청빙지대에서 산출된 NDBI 값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향인자를 분석하고자 풍속,

기온, 적설두께를 청빙지대의 NDBI와 비교하였다.

NDBI는 적설두께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R2 =

0.699), 적설두께가 증가할수록NDBI 값이 작아지는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NDBI는 풍속 및 기온

과 각각 0.012, 0.278의R2을 보여 상관성이 매우 약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NDBI 알고리즘은 가시광선 및

중적외선 영역의 영상을 이용한 가시적 분석기법에 비

해 청빙지대의 분포위치를 더욱 명확히 지시하므로, 새

로운 청빙지대의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NDBI

는 노출된 청빙의 밀집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며, 적설

두께에 대한 지표 역할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석탐

사, 빙체의 질량균형 분석, 극지의 적설량 추정 및 기후

특성 분석 등 다양한 극지연구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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