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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rctic Circle’s huge amounts of fossil fuels and mineral resources are being developed and 

subjected to active construction projects. Global efforts are continuing to a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but the dependence on fossil fuels remains high. This study reports a preliminary survey 

conducted in Alberta, Canada, where oil sand resources are actively developed. A land cover map was 

prepared using satellite imagery to reduce the cost and time of surveying a wide area. Results likely 

useful to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ground surface temperature and snow cover 

distribution were derived by using the obtained image classification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e present research and analysis will be used to establish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and operation of projects to develop resources in the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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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북극권은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과 건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천연자원의 의존도는 매

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권 국가 중 비전통(오일샌드) 에너지 ‧ 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캐나다

(앨버타주)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조사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

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토지피복도를 작성하였다. 토지피복도의 픽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오일샌드 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계절별 건설환경(지표 온도 변화, 적설 

분포 면적 등)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조사 ‧ 분석 방법론은 북극권 자원 개발 사업의 성

공적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전략수립, 기본 설계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북극권(캐나다 앨버타), 위성영상, 토지피복도, 지표 온도, 적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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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권(극한지)은 낮은 온도로 인하여 인간의 거주나 건설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거나 미개척지로 남아있다. 북극권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미 발견 자원량의 

약 22%가량이 영구동토층을 포함한 극한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극한 기후로 인하여 석유와 천

연가스 자원의 개발은 제한적이었다. 최근 들어 기술의 발전과 에너지 ‧ 자원가격의 상승에 따른 사업적 수용의 증가, 그리

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극한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북극권에 분포하는 자원 개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극권 국가 중 캐나다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석유 매장량이 1,725억 배럴로 추정되고, 오일샌드가 1,672억 배럴이며, 

일반 원유(Conventional Oil)와 해양 석유(Offshore Oil), 타이트 오일(Tight Oil)이 53억 배럴로 확인되었다. 그 중 캐나

다 앨버타주의 오일샌드 매장량은 1,363억 배럴로 산출되었고 앨버타주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채굴할 수 있

는 오일샌드의 양은 3,150억 배럴로 추정된다(ST98-2014, 2014). 전통적인 방법으로 채굴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와는 달

리, 캐나다 앨버타주에 널리 분포하는 오일샌드는 지표면 근처에 부존하기 때문에 접근성과 생산성도 높다. 또한, 매장량

이 매우 풍부하므로 오일샌드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천연가

스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앨버타주 오일샌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된

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5). 이로 인하여 앨버타주의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천

연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캐나다 앨버타주의 다양한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일샌드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사전 지반조사와 지질 평가 등이 필요하지만, 넓은 면적에 대한 사전조사와 기후변

화에 따른 현장 답사 시기 결정 등 많은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권(캐나다 앨버타주) 현지답사의 시간과 비용 절

약의 측면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자원 및 건설 환경을 분석하였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사전조사는 토

지 피복 분류를 통해 에너지 자원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고, 다양한 시기(계절)의 영상을 분석하여 지

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탐지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공위성은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

영상은 다양한 밴드를 포함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밴드의 영상들을 조합하여 식생 지수나 지표 온

도 지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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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극한지 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건설 환경 조사를 위하여 캐나다 앨버타주 오일샌드 지역의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획득한 인공위성의 촬영 영상을 분류하여 토지 피복도를 작성하였다. 또

한 이를 shp 파일로 구축하여 지표 온도를 파악하고 지도화함으로써 연구 대상 지역의 지표 온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였다. 그리고 북극권 기후대를 고려하여 영상을 이용한 적설 분포도 조사 ‧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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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 주 내의 Athabasaca oil sands로 분류된 지역 중 30 km × 30 km로 3곳의 연구지역을 선정하였다. Alberta 

Environment and Parks에서 제공하는 Shapefiles for Oil Sands Project Boundaries and Centroid Points 데이터를 획득하여 

Oil Sands의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이 중 2015년 기준 채굴작업이 진행 중인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 1은 선정된 연구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계절에 따른 정확한 위성영상 분석을 위해서 구름이 없는 4계절의 Landsat 영상을 earthexplor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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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획득하였다(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2021). 데이터셋은 Landsat 8 OLI/TIRS C1 L1을 선택하였고, 신뢰

도와 활용성을 고려하여 위하여 2019년 이후의 영상만을 획득하여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지역 1은 알버타주 중부의 동쪽에 위치한 Conklin의 남부지역으로 알버타주와 사스캐처원주와 경계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며, 아타바스카 오일샌드지역(Athabasaca oil sands)의 남쪽 경계지역이다. 이 지역의 토양 특성은 Organic Soil과 

Luvisolic Soil의 경계면에 위치하는데 Luvisolic Soil은 캐나다 삼림 지역의 산재하는 3가지의 토양중의 하나이다. 이 토양

은 퇴적암과 점토질 호수 퇴적물에서 파생된 양토로 Boreal Shield Ecoregion 등 삼림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토양이

다. 연구지역 2, 3은 앨버타주 Conklin의 중남부, 중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곳은 아타바스카 오일샌드지역(Athabasaca 

oil sands)의 중심지역이며, 오일샌드로부터 오일과 천연가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으로 인근에 많은 오일샌드 개

발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연구지역 2, 3은 Organic Soil 지역으로 한대수림(Boreal forest) 지역으로 지표면에

는 겨울철의 낮은 온도로 인하여 다수의 지의류가 산재한다. 

획득한 영상 전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전 대기 보정을 수행하였는데 Landsat 8 영상의 경우 기하 보정이 수행된 뒤 

제공된다(Lee et al., 2017). 그러나 추가로 기하학적 오차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캐나다 수치지형도를 캐나다 정부에

서 제공한 영상과 비교하여 기하학적 오차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기 보정만 수행하였고, 대기 보정의 경우 

Erdas Imagine 프로그램 내의 히스토그램 조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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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류를 활용한 토지 피복도 작성을 위하여 Erdas Imagine을 활용하였으며, 획득된 영상 자료의 영상이 포함할 수 

있는 기하학적 오류나 반사도에 대한 값의 오차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보정을 수행하였다. 기하 보정은 영상 대 지

도 보정, 영상 대 영상 보정, 혼성 보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방사 보정은 절대 방사보정과 상대 방사보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 피복도를 작성하여 영상의 픽셀 간의 차이가 명확하

게 드러나도록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후, 감독분류 및 무감독분류를 이용하여 영상 분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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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분류는 분류 항목 및 분류 항목별 학습 자료를 분석자가 지정하고 학습 자료의 특징을 기준으로 영상을 분류하는 기법

이다. 감독분류는 영상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 또는 분광특성을 사용자가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

이다(Song et al., 2014). 주어진 자료나 지식으로 사용자는 토지 피복의 특징을 대표하는 훈련지역을 선정하며 이를 이용

하여 각각의 알고리즘을 토대로 토지피복을 분류하는 기법이다. 반면, 무감독 분류는 기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유사한 

특징의 화소들을 그룹화 하는 기법이다. 감독분류는 사전 정보 없이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값의 공간적, 분광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무감독분류에는 최소거리분류, 평행육면체분류, 최대우도분류 등이 

있으며, 무감독 분류는 K-means와 ISODATA가 있다(Han and Choi, 2011). 본 연구에서는 감독분류법으로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무감독분류법으로는 K-means법을 사용하여 토지피복도를 작성하였

다. Fig. 2, Fig. 3, Fig. 4는 선정된 연구 대상 지역의 계절별 감독, 무감독 분류로 작성한 토지피복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전체면적에 대한 9개의 클래스(Water, Snow/Ice, Exposed Land, Developed 

Land, Shrubland, Grassland, Coniferous Forest, Broadleaf Forest, Mixed Forest, Mixed Forest)의 변화를 분류하였다.

감독분류 수행 결과 연구지역 1과 2에서는 계절에 따라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클래스는 Water와 Snow/Ice로 나타났으

며, Water의 경우 각각 봄에 5.4%, 9.86% 여름에 9.57%, 8.32% 가을에 9.68%, 16.26%, 겨울에 2.64%, 0.0%로 나타났다. 

봄과 겨울에서 연구지역 내의 물이 분포하는 영역이 Snow/Ice로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지역 1에서는 Developed 

Land 클래스에서 봄에 14.94%로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용한 원 영상에서 

Exposed Land와의 구별이 어려운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무감독 분류에서도 감독분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

라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클래스는 Water와 Snow/Ice로 나타났다. Water의 경우 봄부터 겨울까지 각각 7.04%와 9.85%, 

10.93%, 2.62%로 나타났고, Snow/Ice의 경우 4.87%와 0%, 0%, 8.29%로 나타났다.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 비교 결과 

오타 범위 3%로 클래스 분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지역 3에서는 계절에 따라 큰 폭의 편차를 보이는 클래스는 

Water와 Snow/Ice, Exposed Land로 나타났으며, Water의 경우, 봄에 4.94%, 여름에 7.93%, 가을에 7.24%, 겨울에 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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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봄과 겨울에서 연구지역 내의 물이 분포하는 영역이 Snow/Ice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Snow/Ice의 경우 봄에 

4.56%, 여름에 0%, 가을에 0%, 겨울에 37.12%로 나타났다. Exposed land 클래스의 경우 봄, 여름, 가을까지는 거의 유사

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가 겨울에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겨울 영상에서 눈이 Exposed Land에 해당

하는 영역을 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구지역 3의 4계절 영상에서 각 클래스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대체로 비슷

한 비율(5% 내외)을 가지는 클래스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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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가 남북으로 1,200 km 이상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대(고산, 아한대 숲, 초원, 대초원)를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자원개발을 위한 시추, 자원 이송망 건설 등 다양한 건설 활동을 위해서는 지표 온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Landsat 8 영상을 이용하여 지표 온도를 각 픽셀별로 계산했으며 그 결과를 지도로 작성하였다(Fig. 5, Fig. 6, Fig. 7). 

광도 곱셈 배율 계수와 광도 첨가 계수, 해당 픽셀이 나타내는 지상 해상도 셀에 측정된 전자기 값의 강도로 정량화 및 보정

된 평균 픽셀 값, 밴드 10의 보정값 등을 먼저 계산하고 이들의 조합으로 픽셀값을 지표 온도 값으로 변환했다(Kim et al., 

2018). 이때 계산을 위하여 정규식생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Landsat 8영상의 밴드 조합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각 픽

셀이 해당하는 온도 값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값이 클수록 붉은색을 띄고, 그 값이 작을수록 푸른색을 띄도록 작성하였다. 계

절에 따른 영상 별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나 계절에 따른 지표 온도 변화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위하여 최소온도와 최고온도는 동일한 값으로 지정하여 고정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영상 결과에서 변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단계구분도를 사용했으며, 다양한 기준점 제안 방법 중 이 연구는 등간격을 선택하였는데 동일한 기준에 대한 변

화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연구지역 1(Fig. 5)의 봄 영상에서 지표 온도는 최저온도가 영하 2.7°C, 영상 19.6°C로 나타났다. 여름 영상에서는 최저 

12.8°C, 최고 27.4°C로 나타났으며, 가을의 경우 최저는 영하 4.6°C 최고는 영상 9.5°C로 나타났고, 겨울은 영하 14.8°C

에서 영하 5.8°C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 2(Fig. 6)의 봄 영상에서 지표 온도는 최저온도가 영하 2.4°C, 

최고온도는 영상 23.7°C로 나타났다. 여름 영상에서는 최저 16.5°C, 최고 30.4°C로 나타났으며, 가을의 경우 최저는 2.0

°C 최고는 12.8°C로 나타났고, 겨울은 영하 7.8°C에서 영상 3.7°C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 3(Fig. 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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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영상에서 지표 온도는 최저온도가 영하 3.4°C, 최고온도는 영상 14.8°C로 나타났다. 여름 영상에서는 최저 17.8°C, 최

고 31.9°C로 나타났으며, 가을의 경우 최저는 3.7°C, 최고는 17.9°C로 나타났고, 겨울은 영하 38.8°C에서 영상 3.6°C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성되었던 감독분류 및 무감독 분류 결과로 작성된 토지피복도와 지표 온도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봄 영상에서는 비교적 Developed Land로 분류된 클래스에서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Ice/Snow로 

분류된 지역은 온도가 지표 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Forest 계열이나 Grassland 등에서는 지표 온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물이 분포하는 영역이 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영역과 유사한 

온도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의 경우 봄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각 클래스별로 특징적으로 온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 영상에서는 다른 계절의 영상에 비해 온도가 가장 낮게 분포하

여 대체로 푸른색을 띄는 지도가 작성되었으며, Ice/Snow로 분류된 영역에서 온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지역 1의 최저온도는 영하 14.8°C, 연구지역 2의 최저온도는 영하 7.8°C, 연구지역 3의 최저온도는 영하 38.8°C로 

나타났으며, 최고온도는 각각 27.4°C와 30.4°C, 31.9°C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최저온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고온도는 지역에 따라 급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지역 1의 1

년 동안의 온도 변화는 영하 14.8°C부터 영상 27.4°C까지, 연구지역 2는 영하 7.8°C부터 30.4°C까지, 연구지역 3은 영하 

38.8°C부터 31.9°C까지로 나타났다. 연구지역 1부터 연구지역 3까지 전체적으로 계절에 따라 절대적인 값의 차이는 발

생했으나 상대적으로 Developed Land 또는 Exposed Land 클래스에서 지표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Water 및 Ice/Snow

에서는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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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논문들을 참조하여 MODIS 영상을 활용하여 앨버타 지역의 적설량 분포를 조사 분석하였다(Kim et al., 2011; 

Yoo et al., 2015; Choi et al., 2019). MOD10A1 영상을 선정하여 획득했으며, 좌표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좌표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범용 좌표계로 변환한 후 작업을 수행했다. 좌표변환 후, 앞 절에서 수행한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전처

리를 수행하였다. NDSI 공식을 이용하여 픽셀이 적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였고, NDSI는 밴드 6과 밴드 4의 조합으로 계

산했으며, NDSI 값이 0.4 이상인 곳을 적설로 판단하였다. MODIS 영상의 경우 공간 해상도가 500 m로 비교적 낮은 편이

기 때문에 해당 결과로만 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위치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DEM을 이용한 Hillshade를 배경지

도로 사용하여 Fig. 8에 표시하였다.

연구지역 1의 봄 영상에서 적설이 존재한다고 파악된 픽셀은 34개로 나타났으며 해당 면적은 4.39 km2로 분석됐으며, 

주로 강이나 호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견됐다. 앞서 수행되었던 감독분류 및 무감독 분류 결과에서는 Snow/Ice

로 파악된 영역의 면적이 약 13 km2로 분석된 결과와는 상이했다. 이는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한 분류에서는 Ice도 같이 

포함되어 분류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즉 눈으로 덮인 영역은 Landsat 영상에서와 MODIS 영상에서 유사하게 나타

났으나 분류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여름과 가을 영상에서는 적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Landsat을 이용한 영상 분석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겨울 영상의 경

우 적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픽셀은 213개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면적은 27.50 km2로 분석됐다. 앞서 수행된 감독분류 

및 무감독 분류 결과에서 Snow/Ice로 분류된 면적은 약 27 km2인데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봄에 

비하여 겨울 영상에서 Ice로 구성된 지역에 눈이 덮여있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	�
������������������������������� !"#�$� ∙ 557

����	� ������  ��� !�	���

��������������#

��������������$

��������������%

�������������	����	�&
�����
�����������

Table 1에 계절별 각 연구 대상 지역의 적설 면적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지역 3에서는 연구지역 1과 연구지역 2

와는 다르게 봄 영상에서 적설이 존재한다고 분석된 픽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수행되었던 감독분류 및 무

감독 분류 결과에서는 Snow/Ice로 파악된 영역의 면적이 약 12.74 km2로 분석된 결과와는 상이했다. 이는 Landsat 위성

영상을 이용한 분류에서는 Ice도 같이 포함되어 분류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즉 눈으로 덮인 영역은 Landsat 영상에서

와 MODIS 영상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분류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봄 영

상과 마찬가지로 여름과 가을 영상에서는 적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Landsat을 이

용한 영상 분석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겨울 영상의 경우 적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픽셀은 2,039개로 나타나 연구지역 

1과 연구지역 2를 모두 포함한 연구지역 중에서 적설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면적은 263.22 

km2로 분석됐다. 앞서 수행된 감독분류 및 무감독 분류 결과에서 Snow/Ice로 분류된 면적은 약 103 km2로 이는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MODIS 영상을 활용하여 적설 분포를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NDSI 값이 

0.4 이상이면 적설이라고 가정하게 되는데, 원 영상에서 반사값이나 방사도 및 각 밴드가 가지는 값에 의하여 잘못 분류 

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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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rea Season Number of snowfall cells Horizontal cell size Vertical cell size Area of snowfall

Study area 1

Spring 34 363.10 355.53 4.39 

Summer 0 363.10 355.53 0.00 

Fall 0 363.10 355.53 0.00 

Winter 213 363.10 355.53 27.50 

Study area 2

Spring 2 365.47 358.16 0.26 

Summer 0 365.47 358.16 0.00 

Fall 0 365.47 358.16 0.00 

Winter 169 365.47 358.16 22.12 

Study area 3

Spring 0 363.10 355.53 0.00 

Summer 0 363.10 355.53 0.00 

Fall 0 363.10 355.53 0.00 

Winter 2,039 363.10 355.53 263.22 

���

본 논문에서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북극권(극한지) 자원 개발 사업에 필요한 건설 환경을 분석하였다. 캐나다 앨버타

주 내 오일샌드 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위성영상을 활용함으로 현장 조사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감독분류 및 무감독분류법을 사용하

여 연구지역에 대한 영상 분류를 통해 9개 클래스에 대한 토지 피복도를 작성하여 검토한 결과, 계절에 따라 가장 큰 편차

를 보이는 클래스는 Water와 Snow/Ice로 나타났는데, 이는 겨울철에 물이 분포하는 영역이 Snow/Ice로 바뀐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Landsat 8 영상을 이용하여 지표 온도를 각 픽셀별로 계산 후 토지피복도와 지표 온도의 분포를 비교 검토한 

결과 유사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MODIS 영상을 활용하여 앨버타 지역의 적설량 분포 면적 검토한 결과 영상에서 

반사값이나 방사도 및 각 밴드가 가지는 값에 의하여 적설량 판단 기준에 따른 다소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동일한 경향성

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 온도, 적설 분포 면적 등의 연구 결과(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캐나다 앨버타주 자연지리 정보, 

인구분포와 교통 등의 인문지리 정보가 추가 분석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극한지 에너지 ‧ 자원 개발 활동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로 제공 ‧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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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계획 및 개념설계 선행기술 연구(과제번호: 21IFIP-C146546-04)” 과제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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