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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극 빙하의 유속변화와 빙저호 분석

서 희 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지구물리학과

지구 환경변화의 지시자 역할을 하는 남극의 빙하 유속변화와 용융수의 저장으로 생

성되는 빙저호를 인공위성 SAR 간섭기법을 이용해 관찰했다. 남극은 현장탐사가 어렵

고 기상상태에 의해 광학영상촬영이 어려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태양조도와 기상상태

에 전천후인 인공위성 SAR 영상이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극의 Wilkes 빙저

분지의 동쪽 끝과 David 빙하, Campbell 빙하를 인공위성 SAR 간섭 기법을 이용해

관찰했다. Wilkes 빙저 분지의 Sentinel-1B SAR 영상의 DInSAR 결과에서하나의 원

형 변위가 나타났다. 원형 변위를 둘러싼 주변의 흐름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위성의

LOS 방향을 고려했을 때 수직 변위로 보인다. 이 지역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이미 빙

저호(CookE2)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빙저호의 위치와 관찰된 원형 변위의 위치가

정확이 일치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수직변위는 빙저호의 부피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약 9개월 간 이 지역의 표면 고도를 개략적으로 측정한 결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빙저호가 서서히 채워지고

있는 모습으로 추측된다. David 빙하에서는 Sentinel-1A SAR 영상을 이용해 유속의

변화가 있는 지역을 관찰했다. 이 지역은 빙하가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빙하의 본류가

아닌 비교적 느린 속도로 흐르는 지류를 관찰했다. 빙하의 흐름이 시기적으로 일정하

다고 가정하여 두 시기의 DInSAR 영상을 차분한 DDInSAR 영상을 생성했다. David

빙하의 DDInSAR 영상에서 Wilkes 빙저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원형의 이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 원형 이상 지역에서 두 개의 DInSAR 영상간에 유속 변화



혹은 수직 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찰지역에서 ascending 경로의 위성영

상과 descending 경로의 위성영상을 획득해 원형이상의 성분을 직교좌표계(East,

North, Up)로 분리했다. 그 결과 수평으로 약 3cm의 흐름이 있고 수직으로 약 5cm의

하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서 빙하가 흐르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원형의

이상은 수직변위와 흐름에 의한 수평변위가 합성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빙하

의 유속이 빠르고 빙하의 규모가 작은 Campbell 빙하에서 COSMO-SkyMed one-day

tandem DDInSAR 영상을 생성한 결과 작은 규모의 원형 이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mpbell 빙하에서는 두 개의 원형 이상이 관찰되었으며 시계열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상 지역과 크기, 방향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두 개의 원형 이상을 시계열적으로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LOS 방향으로의 유속의 양상은 계절에 따른 유속의 변화와 다

른 양상이다. 이 지역의 기반암 지형과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열, 혹은 다른 열원

으로부터 용융수가 발생할 수 있고 호수가 생성될 수 있는 지형이 존재하므로 빙저호

의 부피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호로 가정했다.

□핵심주제어

DDInSAR, Sentinel-1A/B, COSMO-SkyMed, 유속변화, 빙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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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빙하는 내륙에서 해안으로 흘러나와 빙붕(Ice Sheet) 혹은 빙설(Glacier Toungue)을

형성하며 남극대륙내의 빙하를 해양으로 배출한다. 해양으로 배출된 내륙의 얼음은 깨

지거나 분리되어 해상에 존재하게 되며 이는 해수면의 상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빙하의 유속은 해양으로 배출되는 얼음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빙하의 유속은

지구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빙하의 유속은 빙하 표면에서의 강

설에 의한 질량 변화(mass balance gradient)와 빙하 내부와 기저에서 발생하는 물성

변화, 기저 미끄러짐(basal sliding)등의 영향으로 변한다(Bennett and Glasser, 1996).

현재까지 적설과 침식에 의한 질량 변화와 물성 변화에 의한 빙하의 유속 관찰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왔다(Rignot et al., 2002). 이 외에 기저의 작용에 의한 유속의 변

화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저작용에 의한 유속변화는 기저

의 용용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저의 용융수는 윤활작용을 일으켜 얼음과 지각사

이의 마찰력을 줄이고 빙하의 유속을 가속시키기 때문에 용융수의 존재는 빙하 유속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Zwally et al., 2002; Macgregor et al., 2005). 빙저에 생성

된 용융수는 빙저 지형을 따라서 수로를 형성하며 이동하고 움푹 파인 지형에 저장되

어 빙저호를 형성한다. 빙저호와 수로 또한 그 위를 덮고 있는 빙하의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 빙하와 지각의 경계에서 윤활작용을 일으켜 지각과 얼음사이의 마찰력을 줄여

빙하의 유속을 가속시키거나 물로 포화된 퇴적물들이 기저전단응력을 줄여 기저 미끄

러짐(basal sliding)을 쉽게 일으켜 또한 빙하의 유속을 가속시킬 수 있다. Bell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빙저호가 얼음의 흐름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제시했다.

빙저호는 우연적인 빙상의 타원형 함몰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발견 당시에는

빙상표면과 빙저호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그 관계가 확

립되었다(Seigert,2000). 그 후 1968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남극 항공 Radio Echo

Sounding(RES)을 통해 처음으로 빙저호의 직접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다(Robin et al.,

2007). 대부분의 빙저호들은 주로 Ice-penetrating Radio Echo Sounding과 Satellite

Altimetry 기법을 이용해 발견되어왔다(Siegfried and Fricker, 2018; McMill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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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Fricker et al., 2016). RES를 이용한 빙저호의 관찰은 유전상수에 의해 기반암에

서 반사되는 신호의 강도보다 빙저호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신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고

평평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탐지한다. Satellite Altimetry 기법을 이용한 빙저호의 탐지

는 대규모 빙저호에서 상부의 빙상 표면이 평평하게 나타나고 빙저호 주변 빙상과 빙

저호 상부 빙상의 급격한 고도차이를 이용해 빙저호를 탐지했다. Lake Vostok와 같은

대규모 빙저호들은 빙상 표면이 넓고 평평해 광학위성영상에서도 탐지가 가능하다. 빙

저의 수체계는 상부의 두꺼운 얼음에 의해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압력조건에서 수위

의 변화는 얼음 표면의 고도를 변화 시킬 수 있고 위성에서 관찰할 수 있다(Fricker et

al., 2007).

Smith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ICE-Sat radar Altimetry를 이용해 남극 전역의 빙

저호를 조사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124개의 빙저호를 발견했다. 그러나 RES

와 Satellite Altimetry는 측선을 이용해 측정하기 때문에 측선 사이의 작은 빙저호는

탐지하기 어렵다. 또 고도계에서 빙저호 상부 빙상의 표면이 평평한 것을 이용해 탐지

하는 것은 기저의 전단응력이 작아 마찰력이 작을 때 얼음 표면이 평평하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빙저의 물성에 의해 표면이 평평하게 나타날 수 있고, 직경이 4km 보다 작

은 규모의 빙저호의 상부 얼음 표면은 평평한 형태가 아닐 수 있으므로 탐지에 한계가

있다(Siegert and Ridley, 1998). 지금 까지 빙저호 탐사에서 많은 수의 빙저호가 남극

내륙과 Ice divide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해안 인근의 빙하가 빠르게 흐르는 지역

에서의 탐지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빙하의 유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빙저

호의 탐지는 해안으로 내륙의 얼음을 배출하는 빙하에서도 요구되는 작업이다.

접근이 제한적인 남극의 연구에서 인공위성 SAR(Synthetic Aperture Radar)는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태양의 고도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천후로 고화질

의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SAR 영상의 많은 처리 기법 중 차분간섭기법

(Differential-Interferometric SAR, DInSAR)을 적용하면 수 cm의 정확도로 빙하의 변

위를 측정할 수 있다. 그 예로 Han and Lee(2017)의 연구에서 DInSAR 기법과 조위보

정을 통해 Campbell Glacier Tongue의 정밀 속도를 계산한 바 있다. 또 DInSAR 기법

은 수직으로의 변위 또한 포함하므로 빙하 표면의 고도 변화 또한 관찰할 수 있다.

Gray et al.(2005)는 InSAR를 이용해 빙저수의 이동에 따른 빙하 표면의 고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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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바 있다. 그리고 Palmer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InSAR의 변위를

LOS(Line-Of-Sight) 방향을 고려해 빙저수의 배수에 의한 빙하 표면의 함몰로 판단했

다. 또 다른 SAR 간섭 기법인 이중차분간섭기법(Double-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 DDInSAR)은 두 시기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위는 제거되고 변동이 있는 변위

만을 나타낸다. DDInSAR 기법은 주로 수직변위를 확인하는 조위에 따른 변형의 연구

에 많이 사용되었다(Rignot, 1996; Han and lee, 2014; Han et al., 2018).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수직 변위를 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유속의 변화에 적용해 유속의 이상 지

역을 탐지하는 역할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극의 Wilkes 빙저분지의 동쪽과 David

빙하, Campbell 빙하를 선정하여 DInSAR기법을 적용해 유속을 분석하고 DDInSAR

기법으로 유속의 변화를 탐지했다. 또 이 유속의 변화가 빙하 표면의 고도변화에 기인

할 수 있음을 고려해 빙저호와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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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이론

2.1 합성구경 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1) 개요

마이크로파는 약 10 ~ 100cm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

는 수증기, 구름, 먼지 등의 입자크기보다 파장이 길어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표

에 전달된다. 또 위성에서 직접 전자기파를 생성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태양 고도에 관

계없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레이더는 군사 및 민간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합성구경레이더(SAR)는 위성의 진행 방향으로 위치를 이동하며 range

방향으로 동일한 대상체에 마이크로파를 펄스(pulse) 형태로 지속적으로 송신하고 반사

되는 신호를 수집한다. 수집된 많은 수의 신호에 도플러 효과를 적용하여 인공적으로

빔 폭이 좁아지게 만들며 이는 실제 안테나 길이보다 더 긴 길이의 안테나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빔 폭이 작아질수록 azimuth 방향으로의 분해능이 높아지

기 때문에 더 좋은 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SAR는 인공위성, 항공기, 최근에

는 UAV등에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군사목적, 지구환경감시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

고 있다.

SAR 영상은 위성으로부터 받은 처리되지 않은 원시자료부터 처리 단계에 따른 등급이

나뉘어 제공된다. 원시자료는 SAR focusing과 range compression, migration,

multilook등의 작업을 거쳐 촬영 대상의 물상을 관찰할 수 있는 영상이 된다. SAR 간

섭기법에는 SLC(Single Look Complex) 영상이 이용된다. SAR는 안테나의 중심주파

수에 따라 C-band, X-band, L-band 등으로 구분되며 투과정도와 반사특성이 각각 다

르다. 또 전자기파는 VV, HH, VH, HV 편파가 있으며 탑재체가 송신할 수 있는 편파

의 개수에 따라 단일 편파, 이중 편파, 다중 편파로 구분된다. SAR 시스템은 다양한

영상 촬영방식이 있다. 먼저 고정된 빔 패턴을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료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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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map 모드와 안테나의 지향각을 변화시켜 하나의 궤도에서 넓은 영역을 저해상도

로 촬영하는 Scan SAR 모드, 그리고 좁은 영역에 대해 빔을 집중시켜 고해상도의 영

상을 얻는 Spot 모드 등이 있다. 관측 목적에 따라 SAR 센서와 촬영방식의 적절한 선

택이 필요하다.

2) Sentinel-1A/B

Sentinel-1A(S1A)와 Sentinel-1B(S1B)는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

에서 제작, 운용하고 있는 인공위성으로 두 위성 모두 중심주파수가 5.4 GHz로 설정된

C-band SAR를 탑재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지구관측 계획인 코페르니쿠스

(Copernicus) 계획의 핵심이 되는 인공위성이다. S1A는 2014년, S1B는 2016년에 발사

되어 운용을 시작했다. 두 위성은 같은 궤도를 공유하며 각각 12일 주기의 시간해상도

로 전 지구적인 SAR 자료를 연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다. S1A와 S1B는 6일 간격으로

같은 지역을 촬영하기 때문에 두 위성의 영상을 모두 사용할 시에는 6일의 시간 해상

도를 가지는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Sentinel-1은 중심주파수가 5.4 GHz인 C-band

SAR를 탑재하고 있다. Sentinel-1 위성은 Stripmap(SM) 모드, Interferometric Wide

Swath(IW) 모드, Extra wdie Swath(EW) 모드와 Wave(WM) 모드 총 4개의 촬영 모

드로 영상을 획득한다(Fig. 1). 각각의 촬영 모드는 Swath의 길이와 공간 해상도, 편파

가 다르다(Table 1.). 따라서 관찰 목적에 따라 다양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entinel-1 위성은 기존의 Scan SAR 모드에서 안테나 패턴 불균형에 의해 발생

하는 스캘러핑(scalloping)현상에 의한 영상 품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TOPSAR(Terrain observation with Progressive Scans SAR) 모드를 적용했다(Fig.

2). TOPSAR 모드는 azimuth 방향으로 빔을 움직이며 조사하기 때문에 스캘러핑현상

을 최소화시켜 지형왜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De Zan and Guarnier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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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Swath

(km)

Spatial

resolution (m)
Polarization

Strip Map Mode(SM) 80 5×5
single (HH, VV), dual

(HH+HV, VV+VH)

Interferometric Wide Swath

Mode(IW)
250 5×20

single(HH, VV),

dual(HH+HV, VV+VH)

Extra Wide Swath Mode(EW) 400 25×100
single(HH, VV),

dual(HH+HV, VV+VH)

Wave Mode(WM) 20 5×50 only single(HH, VV)

Table 1. Sentinel-1A Imaging acquisition modes characteristics.  

Fig. 1 Sentinel-1 operational modes.(Torre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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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PSAR acquisition geometry. (a) Sketch of the

Three-subswath scanning scheme. (b) Scanning in

one of the subswaths.(De Zan and Guarnier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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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SMO-SkyMed

COSMO-SkyMed는 이탈리아 우주국(Italian Space Agency)과 이탈리아 국방부(Italian

Ministry of Defence)에 의해 개발된 인공위성이며 중심 주파수 9.6 GHz의 X-band

SAR를 탑재하고 있어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COSMO-SkyMed는 총 4기

로 구성되어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되어 운용되고 있다(2007년

6월 8일, 2007년 12월 9일, 2008년 10월 25일, 2010년 11월 6일). 이 4대의 위성은 같은

궤도를 공유하며 위성군을 이루고 각각의 위성은 16일의 시간 해상도를 가진다. 4대의

위성영상을 모두 활용할 시 최소 1일의 시간해상도를 가지는 영상 쌍을 획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Fig. 3은 4기의 위성의 구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며 Table 2. 에서는

COSMO-SkyMed의 영상 촬영 모드 및 그에 따른 해상도와 편파를 도시한 것이다.

COSMO-SkyMed는 지구환경감시, 재난 및 재해 감시, 군사용 목적 등의 다양한 방면

에서 이용되며 다양한 촬영 모드로 영상을 획득한다.

Fig. 3 COSMO-SkyMed constellation in nominal configuration.(Covello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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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Swath (km) Spatial resolution (m) Polarization

Spotlight 10 1

single, selectable among

HH or HV or VH or VV

Stripmap 40 3-5

PING-PONG 30 15

ScanSAR

Wide Range
100 30

Scan SAR

Huge Range
200 100

Table 2. COSMO-SkyMed Imaging acquisition mode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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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OS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제작한 인공위성으로 2006년 1월 24일에 발

사되어 설계 수명인 3년 동안 임무를 수행한 후 5년 간 추가로 촬영을 했으나 2011년

5월 12일에 수명을 다했다. ALOS 위성의 후속으로 2014년에 발사된 ALOS-2는 현재

까지 촬영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지구 관측 위성 프로그램은 대기 및 해양 관측 위

성과 육지관측 위성으로 분류된다. 그 중 ALOS(Advanced Land Observing Satellite)

는 육지관측 위성으로 지도 제작, 지역 관찰, 재난 모니터링 및 자원 조사 등에 사용된

다. ALOS는 3가지 센서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고도 측정을 위한

PRISM(Panchromatic Remote Sensing Instrument for Stereo Mapping), 정밀 토지 피

복을 관찰하기 위한 AVNIR-2(Advanced Visible and Near Infrared Radiometer

type-2) 그리고 전천후 육지 관찰을 위한 L-band SAR(1.27GHz)를 탑재한

PALSAR(Phased Array type L-band Synthetic Aperture Radar)이다. ALOS

PALSAR는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Fine 모드, Scan SAR 모드, Polarimetric 모드

로 촬영한다(Fig. 4).

Mode Swath (km)
Spatial

resolution (m)
Polarization

Fine

FBS 70 10×10 single(HH or VV)

FBD 70 20×10 dual(HH+HV or VV+VH)

Scan SAR 360 71-157×100 single(HH or VV)

Polarimetric 30 31×10 quad-pol(HH/HV/VH/VV)

Table 3. ALOS PALSAR Imaging acquisition mode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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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OS PALSAR observation modes.(Rosenqvis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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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레이더 간섭기법

레이더가 탑재된 인공위성은 동일한 대상체를 미세한 차이의 관측각으로 관찰할 수 있

다. 관찰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위성에 탑재된 하나의 레이더로 위

성의 반복궤도를 이용해 시간차로 영상을 얻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두 개의 레이더로

동시에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두 개의 레이더로 촬영하는 방법은 한 위성에 두

개의 레이더를 설치해 동시에 촬영을 하거나 레이더를 탑재한 두 개의 위성이 나란히

비행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ERS-1/2, Sentinel-1A/B, COSMO-SkyMed 등

많은 수의 위성이 반복궤도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TerraSAR-X와

TanDEM-X는 나란히 운행하는 방법으로 촬영한다. 위성의 반복궤도를 이용하는 방식

은 같은 위치를 촬영하기까지 걸린 시간 사이의 변위를 간섭띠(fringe) 형태로 나타내

게 되며 이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로 속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두 개의

레이더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시간차에 따른 변위보다는 표면의 고도를 관찰하여

DEM을 생성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레이더 간섭기법의 기하학은 Fig. 5와 같다. 두 레

이더 과 의 직선거리는 기선거리(), 는 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는 지구

의 반지름을 나타낸다. 로부터 의 slant range로 내린 수직선을 수직 기선거리

(perpendicular baseline, ⊥)라고 하고, 은 안테나의 관측각(look angle), 는 에

직각인 선과 기선거리 사이의 각도 이다. 에서 까지의 거리를 , 에서 까지의

거리를 라고하고 과 의 차이를 이라하면 레이더의 파장 와 을 이용해

간섭 위상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이 위상은 2로 변위를 나타낸 것이며 하나의 반복되는 간섭띠는 


만큼의 변위를

의미한다. 은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해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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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부터 대상체 까지의 고도 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cos 

(3)

InSAR의 고도 민감도(height sensitivity)는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지표

면의 고도변화량에 따른 간섭위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


sin

⊥ (4)

InSAR에서 한 개의 간섭띠가 나타내는 고도의 변화량 (height ambiguity)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sin (5)

수직 기선거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간섭도에서 긴밀도(coherence)를 저하시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간섭쌍 선택 시 수직 기선거리를 주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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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SAR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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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지역 및 연구자료

3.1 연구지역

1) Wilkes 빙저 분지(Wikes Subglacial Basin, WSB)

Wilkes 빙저 분지는 동남극의 George V 해안부터 서남극의 Prince Albert 산까지 약

길이 1400 km, 폭 400 km의 넓은 면적을 가지며 3 km의 두꺼운 빙상에 덮여있다.

Wilkes 빙저 분지는 1970년대에 시행된 정찰용 항공 레이더 자료로부터 관찰되었으며

분지의 가장 깊은 곳은 해수면보다 최대 2100 m 낮은 곳에 위치한다(Ferraccioli et al.,

2009). 이 분지 전역에서 이번 연구의 관찰지역은 동남극의 Talos Dome에서 서쪽으로

약 100 km 거리에 있는 지역이다(Fig. 6a). 이 지역의 인근에는 얼음의 방향이 나누어

지는 Ice divide가 존재하며 David 빙하의 유역에 포함된다. Smith et al. (2009)의 연

구에서 제시된 남극 대륙의 활성 빙저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CookE 빙저호가 연구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Wilkes 빙저 분지에서는 Sentinel-1B 영상을 획득해 연구를 수

행했다.

2) David 빙하

David 빙하는 동남극의 북 빅토리아랜드에 위치한 빙하이다. Dome C와 Talos Dome

으로부터 시작되어 형성된 유역면적은 약 250,000 km 이며 로스해(Ross Sea)를 향해

80 km의 긴 드라이갈스키 빙설(Drygalski Ice Tongue)를 형성하고 있다(Frezzotti,

1993). Drygalski Ice Tongue을 제외한 David 빙하의 1979-2008년까지의 평균 표면 질

량 균형은 7.5±0.4 Gt/yr이며, 1979-1990년까지의 평균 빙하유출은 9.5 Gt/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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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2000년까지의 평균 빙하유출은 10.2 Gt/yr, 1999-2010년까지의 평균 빙하유출은

9.7 Gt/yr, 2009-2017년의 평균 빙하유출은 9.2±0.4 Gt/yr이다(Rignot et al., 2019).

David 빙하는 1979년에서 2017년까지 10% 수준에서 변동하는 질량 손실을 보인다

(Rignot et al., 2019). 이 지역의 연구에는 Sentinel-1A SAR 영상을 이용했다. David

빙하 지역에서는 위성 궤도에 의해 동일한 날짜에 ascending 경로와 descending 경로

의 영상을 모두 획득할 수 있다(Fig. 6b).

3) Campbell 빙하

Campbell 빙하는 David 빙하와 마찬가지로 동남극의 북 빅토리아 랜드에 위치하는 빙

하이다(Fig. 6c). 빙하의 길이는 약 100 km이며 빙하의 유역 면적은 약 4000 km 로

David 빙하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빙하이다. Campbell 빙하는 Terra

Nova 만으로 Campbell 빙설(Campbell Glacier Tongue)을 형성한다. Terra Nova 만은

2014년에 건설된 한국의 장보고 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연중 –30°C에서 5°C 사

이의 기온 변화를 보인다(Stenni et al., 2000). Campbell 빙하는 Deep freeze range와

Melbourne 화산 사이를 흐르고 있다. Melbourne 화산은 휴화산으로 가장최근의 분출

은 1862년에서 1922년 사이일 것으로 추측된다(Lyon, 1986). 남극의 겨울철에

Campbell 빙설은 해빙이 둘러싸고 있다. Campbell 빙설을 둘러싸고 있는 해빙은 세부

분으로 분류된다. Campbell 빙하와 연결된 동쪽, Campbell 빙하와 연결된 서쪽 그리고

장보고 과학기지 앞의 해빙으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변형 특성을 보인다(Han and

Lee, 2018). Campbell 빙하는 동남극에서 유속이 빠른 빙하 중 하나이다. 빠른 유속의

빙하는 시간해상도가 크면 긴밀도가 매우 낮아 변위를 관찰하기 힘들다. 따라서

Campbell 빙하의 연구에는 COSMO-SkyMed 1day tandem 영상 쌍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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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udy area. (a) Wikes Subglacial Basin. (b) David

Glacier. (c) Campbell glac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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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자료

Wilkes 빙저 분지에서 나타나는 유속 혹은 고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Sentinel-1B

위성의 Single Look Comple(SLC) SAR 영상 40장을 획득했다. 획득 시기는 2018년 10

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이며 약 9개월의 영상을 12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획득했다

(Table 4.). 이 지역은 S1A와 S1B 모두 영상을 촬영하는 지역으로 최소 시간해상도 6

일의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얼음의 흐름이 매우 적기 때문에 12일 간격의 영상으로도

충분히 고해상도의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S1B의 영상만을 이용했다. Sentinel-1 위

성의 촬영이 시작되기 전의 영상은 2007년 10월 24일, 2007년 12월 9일, 2010년 10월

20일, 2010년 12월 5일의 ALOS PALSAR 영상 4개를 획득했다. 연구에는 FBS (Fine

Beam Single) 모드의 영상을 이용했다(Table 5.).

David 빙하에는 Sentinel-1A 위성 영상을 이용했다. Wilkes 빙저 분지와 달리 이 지

역은 S1A위성만으로 촬영되었으며 위성의 궤도와 연구지역의 위치에 의해 같은 날짜

에 Ascending 경로의 영상과 Descending 경로의 영상을 모두 획득할 수 있었다.

Acendigng 경로의 SLC SAR 영상 60개와 Descending 경로의 SLC SAR 영상 4개 총

64개의 영상을 이용했다(Table 6.).

Campbell 빙하의 연구에는 30개의 COSMO-SkyMed 영상이 활용되었다(Table 7.).

이 지역은 세 지역 가운데 가장 작은 연구범위이며 빙하의 유속이 빨라 작은 Swath에

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하고 시간해상도가 좋은 COSMO-SkyMed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DInSAR 자료처리는 지형의 영향에 의한 위상을 제거하기 위해 참조 DEM이 요구된

다. Wilkes 빙저 분지의 자료처리에는 GETASSE30 DEM을 이용했고, David 빙하의

자료처리에는 TanDEM-X 90m DEM, Campbell 빙하의 자료처리에는 TanDEM-X

12m DEM을 이용했다.

유속의 이상이 나타나는 지역의 빙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BAS(British Antarctic

Survey)에서 제작한 Bedmap2 자료를 이용했다. Bedmap2는 항공기를 이용한 원격탐사

로 제작되었으며 남극 전체의 표면고도와 기반암 고도를 측정하여 얼음 두께 정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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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공한다. 그 중 얼음 밑의 기반암 자료(Fig. 7)를 이용해 수로 또는 빙저호가 형성

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았고 Campbell 빙하에서는 이 기반암의 형태가 빙하의 유

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다.

DInSAR pair Perpendicular Baseline(m) Height of Ambiguity(m)

201801006_20181018 -78.47366333007812 158.57887268066406

20181018_20181030 36.23527908325195 -343.4574890136719

20181030_20181111 100.3731994628906 -123.99392700195312

20181111_20181123 49.41264724731445 -251.8824005126953

20181123_20181205 8.957138061523438 -1389.5615234375

20181205_20181217 -166.89971923828125 74.57559967041016

20181217_20181229 -9.451972007751465 1316.8466796875

20181229_20190110 70.18572998046875 -177.33587646484375

20190110_20190122 54.650245666503906 -227.74456787109375

20190122_20190203 62.581817626953125 -198.98019409179688

20190203_20190215 -165.8965301513672 75.05591583251953

20190215_20190227 -17.44584846496582 713.686767578125

20190227_20190311 0.5058364272117615 -24612.6953125

20190311_20190323 49.707420349121094 -250.4495391845703

20190323_20190404 79.28815460205078 -157.00454711914062

20190404_20190416 -23.661218643188477 526.1046142578125

20190416_20190428 -119.9453125 103.7858657836914

20190428_20190603 20.078227996826172 -620.296875

20190603_20190615 15.63928508758545 -796.3341674804688

20190615_20190627 -117.17840576171875 106.2297134399414

Table 4. Wilkes Subglacial Basin Sentinel-1B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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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SAR pair Perpendicular Baseline(m) Height of Ambiguity(m)

20071024_20071209 -791.9373168945312 83.39163970947266

20101020_20101205 1020.9151611328125 -68.0253677368164

Table 5. Wikes Subglacial Basin ALOS PALSAR data.

ascending path

DInSAR pair Perpendicular Baseline(m) Height of Ambiguity(m)

20170304_20170316 76.96597290039062 -195.93707275390625

20170316_20170328 90.30307006835938 -166.99241638183594

20170328_20170409 -69.67993927001953 216.40396118164062

20170409_20170421 -68.87690734863281 218.92857360839844

20170421_20170503 20.32123374938965 -742.0289916992188

20170503_20170515 16.365558624267578 -921.4012451171875

20170515_20170527 18.996376037597656 -793.7792358398438

20170527_20170608 68.39374542236328 -220.47610473632812

20170608_20170620 -62.005882263183594 243.18722534179688

20170620_20170702 -53.05869674682617 284.1977844238281

20170702_20170714 2.276034355163574 -6625.10986328125

20170714_20170726 18.86781883239746 -799.1859130859375

20170726_20170807 112.0587158203125 -134.5646514892578

20170807_20170819 -95.01051330566406 158.70982360839844

20170819_20170831 -29.28829002380371 514.865478515625

20170831_20170912 -11.936577796936035 1263.35888671875

20170912_20170924 37.405601501464844 -403.156982421875

20170924_20171006 78.95083618164062 -191.01564025878906

20171006_20171018 -6.891064167022705 2188.59228515625

Table 6. David glacier Sentinel-1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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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_20171030 -72.8855972290039 206.92933654785156

20171030_20171111 -13.748600006103516 1097.0167236328125

20171111_20171123 30.148174285888672 -500.2896728515625

20171123_20171205 102.6797866821289 -146.8960723876953

20171205_20171217 40.01245880126953 -376.9664001464844

20171217_20171229 -93.22574615478516 161.7941131591797

20171229_20180110 -54.79050827026367 275.28643798828125

20180110_20180122 4.0712175369262695 -3704.768798828125

20180122_20180203 81.98332214355469 -183.97215270996094

20180203_20180215 36.717655181884766 -410.7654113769531

201800615_20180627 31.872976303100586 -473.0990905761719

descending path

20170503_20170515 10.53567886352539 -1179.3974609375

20180615_20180627 37.08406066894531 -335.0645751953125

DInSAR pair Perpendicular Baseline(m) Height of Ambiguity(m)

2010702_20100703 -52.53033447265625 145.0832061767578

20101225_20101226 47.70762252807617 -160.0367431640625

20110126_20110127 18.938405990600586 -402.5944519042969

20110227_20110228 8.233108520507812 -925.371337890625

20110331_20110401 -39.2896842956543 193.8392791748047

20110502_20110503 -93.97870635986328 81.24903106689453

20110518_20110519 79.8443603515625 -95.64635467529297

20110603_20110604 -54.795257568359375 139.39988708496094

20110705_20110706 -282.33050537109375 27.034513473510742

20110822_20110823 193.1119384765625 -39.541664123535156

Table 7. Campbell glacier COSMO-SkyM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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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EDMAP2 bed elevation data.

20110907_20110908 42.04469299316406 -181.57901000976562

20111009_20111010 -44.790836334228516 170.51007080078125

20111025_20111026 -112.63172149658203 67.82798767089844

20111110_20111111 -93.39273071289062 81.81352233886719

20111126_20111127 -35.090126037597656 217.74687194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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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4.1 SAR 간섭기법을 이용한 빙하의 유속변화 분석

SAR 간섭도에는 지형고도에 의한 위상과 지표 변위에 의한 위상이 모두 포함되어

간섭띠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표의 변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형고도에 의한 위상이

제거되어야한다. 따라서 참조 DEM을 이용해 지형효과를 제거하는 차분간섭기법

(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 DInSAR)을 적용했다. 지표의 변위에 의한 위상을

관찰할 수 있는 DInSAR 영상은 두개의 시간이 다르고 같은 위치를 촬영한 위성영상

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속을 나타내거나 고도 변화를 나타낸다. Wilkes 빙저 분지의 빙

상의 경우 얼음의 흐름이 거의 없는 지역이므로 DInSAR 영상에서 주변과 다른 유속

을 보이는 지역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DInSAR 영상을 시계열적으로 획득해 유속의

변화양상을 분석했다.

David 빙하와 Campbell 빙하는 Wilkes 빙저 분지의 빙상과 달리 빠르게 흐르고 있

는 빙하이다. 이 두 빙하는 DInSAR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속에서 주변과 다른

속도로 흐르는 지역을 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두 시기의 DInSAR 영상을 서로 차분

하여 시간에 따라 일정한 유속으로 흐르는 지역의 신호는 제거하고 두 DInSAR 영상

에서 유속이 다른 지역이 관찰되는 이중차분간섭기법 (Double-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 DDInSAR)을 적용했다. DDInSAR 기법은 주로 조위에 의한 수

직 변위 분석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Rignot, 1996) 이번 연구에서는 유속의 변화가 있

는 지점을 찾는데 이용되었다. David 빙하는 Sentinel-1A의 12일 간격 위성 영상 62개

를 이용해 연속적으로 DInSAR 간섭도를 생성하고 2018/06/15영상과 2018/06/27영상으

로 획득한 DInSAR 영상을 마스터 영상으로 지정해 나머지 DInSAR 영상들을 각각 차

분했다. DInSAR 처리과정에서 지형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참조 DEM으로는

TanDEM-X 90m DEM을 사용했다. Campbell 빙하는 1일 간격의 COSMO-SkyMed

영상 30개를 이용했고 DInSAR 처리에 사용된 참조 DEM은 TanDEM-X 12m DE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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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avid 빙하와 동일하게 2010/06/16영상과 2010/06/17영상으로 획득한 하나의

DInSAR 영상을 마스터 영상으로 지정하고 각각의 DInSAR 영상들을 차분했다.

DInSAR와 DDInSAR 처리는 모두 ESA에서 배포하는 SNAP 소프트웨어를 이용했

다. 단, DDInSAR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절대위상복원은 기존의 알고리즘을 개선시켜

더 많은 적용범위를 가지는 SNAPHU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4.2 3차원적 빙하 변위 분석

세 지역에서 모두 원형의 유속 이상이 발견되었다. 이 원형 이상은 위성의 관찰각을

고려했을 때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ascending 경

로의 영상과 descending 경로의 영상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던 David 빙하에서 원형

이상의 실제 변위 방향을 분석해 보았다. ascending 영상의 LOS(Line Of Sight) 벡터

와 descending 영상의 LOS 벡터, 그리고 빙하의 흐름을 오직 수평성분으로 가정해

수직 벡터와 흐름 벡터로부터 가상으로 구성한 실제 변위의 평면을 이용해 변위를 세

성분으로 분리했다. 지진에 의한 변위나 폭발로 인한 지표의 변위는 변위 방향을 예상

할 수 없지만 빙하의 변위는 중력의 영향이 크며 그 방향은 주로 수평 방향이기 때문

에 앞과 같은 가정으로 세 방향의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 LOS 벡터는 수직 벡터와

위성에서 송신하는 마이크로파가 이루는 각도 (incidence angle)과 위성의 진행방향을

북쪽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측정한 방위각 (satellite heading)를 이용해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Fig. 8). LOS 벡터의 방향은 위성에서 지표를 바라보는 방향이다.

  sin cos sin sin  cos (6)

먼저 흐름벡터    는 ascending, descending 영상 각각의 LOS 벡터와 변위

를 이용해 식(7)과 같이 계산했다. 간섭영상에서의 변위는 실제 변위가 LOS 방향에 수

직으로 투영되며 변위의 방향이 LOS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Fig. 9). 따라서 LOS 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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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역행렬을 곱해주어 실제 변위의 방향을 도출한다.





























 

 




















(7)

위의 식에서  는 ascending 경로의 LOS 벡터이고  는 descending 경로의 LOS벡터,

는 수직 단위벡터, 는 ascending 경로의 DInSAR 영상에서 측정된 변위, 는

descending 경로의 DInSAR 영상에서 측정된 변위이다.

수직 단위벡터와 위에서 계산한 flow 벡터가 이루는 평면의 노말 벡터 은 두 벡터의

외적으로 계산했다(Fig. 10).

   ×  (8)

는 흐름(flow)벡터 의 단위벡터이다. 위 식에서 구한 노말 벡터와 LOS 벡터,

DDInSAR 영상에서 측정된 변위를 조합해 DDInSAR 영상에서 관찰되는 원형이상의

실제 변위를 아래의 식을 이용해 벡터     로 분리했다.





























 

 




















(9)

와 는 각각 ascending 경로 DDInSAR 영상의 변위, descending 경로 DDInSAR

영상의 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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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S vector geometry.

Fig. 9 Convert to InSAR displacement of tru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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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hypothetical true displacement plane assumed

from the flow and vertical vectors and the

normal vector of that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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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5.1 Wilkes 빙저 분지

Fig. 11은 Sentinel-1B 위성영상으로 생성한 Wilkes 빙저 분지 표면의 DInSAR 영상

이다. GETASSE30 DEM 모델을 이용해 지형효과를 제거한 후 지표변위만을 나타내는

영상이며 2018년 12월 29일과 2019년 1월 10일에 획득된 영상으로 처리된 영상이다.

영상의 중앙 부분에서 원형으로 간섭띠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nSAR에서

나타나는 간섭띠의 변위는 LOS 방향으로의 변위를 나타내므로 LOS 각도를 고려했을

때 원형의 간섭띠는 수직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지역은 얼음의 흐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 표면 고도 변화에 의한 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18년 10월 6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12일 간격으로 시계열적으로 얻어진

Sentinel-1B SAR 영상을 연속적으로 DInSAR 기법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항상 같

은 위치에서 원형의 간섭띠가 나타났으며 하나의 DInSAR 영상에서 간섭띠를 이용해

구한 대략적인 변위는 약 3 cm/12day ~ 6 cm/12day 이었다. 이 변위의 방향은 획득한

모든 영상에서 위성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표면은 지속적으로

위성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표면 고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12는 각각의 DInSAR 영상에서 구한 LOS 변위 값을  (incidence angle)을 이용

해 수직 변위로 변환한 값과 그 값들을 누적한 그래프이다. 영상 획득 기간인 2018년

10월 6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약 1.1±0.2 m의 변위가 있다.

이 지역은 최초로 남극 전체의 빙저호 목록을 작성한 Smith et al. (2009)의 연구에

포함된 빙저호 CookE의 상부이다. 이로부터 DInSAR 영상에서 나타나는 원형의 간섭

띠는 빙저호의 부피변화에 의한 수직 변위로 유추할 수 있다. Flament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고도계와 DEM을 이용해 CookE 빙저호 표면의 고도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2006년 말부터 2008년 말까지 고도가 60 m 이상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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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DInSAR 영상의 원형의 간섭띠로 나타나는 변위와 Flament et

al.(2014)의 연구에서 고도계를 이용해 관측한 변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LOS

PALSAR 영상을 획득해 비교해 보았다(Fig. 13). 2007/10/24과 2007/12/09의 ALOS

PALSAR 영상을 DInSAR 처리한 결과 원형의 간섭띠가 약 56.6개로 약 6.68±0.2 m의

하강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Flament et al.(2014)의 연구에서 2007/10/24 와 2007/12/09

기간 동안의 하강은 약 5.5±1.6 m로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DInSAR 영상에서 얻은 하

강 정도와 비슷한 값을 보인다. 2007년 DInSAR 영상에서 관찰된 원형의 이상이 나타

나는 지역의 면적은 약 210 km 이며 Sentinel-1B위성 영상을 이용해 획득한 원형 이

상 영역의 면적 약 70 km 보다 약 3배 넓은 범위이다. 또 2010/10/20과 2010/12/05의

ALOS PALSAR 영상으로 생성한 DInSAR를 확인한 결과 약 0.5±0.2 m의 고도 상승

이 있었다. 같은 기간의 Flament et al.(2014)의 연구에서 상승정도는 1.13±1.6 m이다.

2010년 DInSAR 영상에서 관찰된 원형 이상의 면적은 약 75 km로 Sentinel-1B 영상

으로 획득한 면적과 비슷하다. 빙저호의 배수가 일어날 때의 DInSAR 영상에서 관찰되

는 원형 이상의 면적이 배수가 완료되고 수위를 회복할 때의 원형 이상 면적보다 훨씬

큰 것은 호수의 물이 배수될 때 고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며 얼음의 탄성에 의해 주변부

까지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Flament et al.(2014)의 연구와 이번 연구에서 관

찰한 표면 고도 변화의 양상을 고려했을 때 CookE 빙저호는 2006년 말부터 약 1년 6

개월간 어떤 사건에 의해 배수가 일어난 후로 현재까지 빙저호의 수위가 서서히 회복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 원형 간섭띠가 나타나는 위치와 빙저호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SAR Interferometry 기법 또한 빙저호의 존재와

부피 변화를 탐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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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nSAR imagery of Wilkes Subglacial Basin (20181229, 20190110).

Background is BEDMAP2 b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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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entinel-1B time series LOS displacement. Black line means displacement of

each 12 days DInSAR. Blue line means cumulative sum of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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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is time series of elevation difference at surface of CookE2 Subglacial

Lake in Flament et al.(2014). Number and alphabet combinations mean

ICE-Sat campaign number. Black line means the mean elevation

difference between ICESat and 9 February 2012 SPOT5 DEM at the

outside of Lake . Blue line means the maximum elevation

difference between ICESat and SPOT5 DEM. b is 20071024, 20071209

ALOS PALSAR DInSAR imagery. c is 20101020, 20101205 ALOS

PALSAR DInSAR imagery. Background of b and c is BEDMAP2 b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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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David 빙하

Sentinel-1A 위성의 12일 간격 영상을 이용해 생성한 DInSAR 영상은 Fig. 14와 같

다. 12일 간격의 간섭쌍으로 만들어진 DInSAR 영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흐르는 빙하의

본류는 긴밀도가 현저히 낮아 관찰이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주위의 지

류에서 유속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기 또한 어렵다. 유속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DDInSAR 기법을 적용한 Fig. 15에서는 두 시기 사이에 유속이 변한 지역이 간섭띠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지류에서 Wilkes 빙저 분지에서 관찰한

것과 같은 원형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원형 이상의 면적은 약 20 km

이다. David 빙하는 위성의 촬영궤도에 의해 같은 날짜에 ascending 경로 영상과

descending 경로 영상을 모두 획득할 수 있다. 원형 이상은 ascending 경로와

descending 경로에서 모두 관찰된다(Fig. 15). 위성의 관측방향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원형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David 빙하의 DDInSAR에서 나타나는 원형의

이상은 DDInSAR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두 DInSAR 영상 사이의 기간 동안에

표면 고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ascending 경로의 DDInSAR 영

상에서 나타나는 유속변화와 descending 경로의 DDInSAR 영상에서 관찰되는 유속변

화로부터 원형이상의 실제 변위 방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직 하강 방향으로 약 5

cm의 변위가 있고 빙하가 흐르는 방향으로 약 3 cm의 변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Fig. 16). 이는 두 시기 사이에 유속의 변화와 함께 표면고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의

미한다. Wilkes 빙저 분지의 CookE 빙저호 표면에서 원형의 간섭띠가 나타난 것과 같

이 이 지역의 원형 이상 또한 빙저호의 부피변화에 의해 발생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edmap2의 bed elevation 자료를 이용해 용융수의 저장이나 수로가 형성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원형 이상이 나타나는 인근에 용융수의 수로가 될 수 있

는 깊은 협곡이 존재하며 용융수의 저장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Fig. 17). 이 지형

은 원형이상의 직 하부는 아니지만 흐름이 있는 빙하에서 나타나는 신호이므로 빙하의

흐름에 따라 얼음표면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변화에는 지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18는 DDInSAR 영상에서 나타나는 원형의 이상을 시계열적으로 관찰한 그래프이



- 34 -

다. 모든 DDInSAR 영상은 2018년 6월 15일과 2018년 6월 27일 영상으로 생성한

DInSAR 영상을 마스터 영상으로 차분되었다. 시계열적으로 관찰한 변위는 지속적으로

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며 변위의 크기는 주기적인 형태를 보이지만

계절의 영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빙저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사건에 의한

변화로 생각된다.

Fig. 14 DInSAR imagery of David glacier(ascending path).

Background is BEDMAP2 b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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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DInSAR imagery of David glacier. left is ascending path and right is

descending path. Background is BEDMAP2 b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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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horizontal component of displacement change (left) and the

vertical component (right) by combining the ascending and the

descending DDInSAR images. The displacement is re-wrapped so

that one color cycle indicates a displacement change of 2cm. About 3

cm of velocity anomaly was shown in the direction of the ice flow in

SSE direction (left) while about 5cm of vertical subsidence is

observed(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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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haded relief map of the bedrock topography map near David

glacier(Azimuth is NE and altitude is 30°). The circular anomaly appears

in region marked white circle.

Fig. 18 Time series DDInSAR LOS velocity at David glacier. All DInSAR

imageries are subtracted from 20180615_20180627 DInSAR imagery.



- 38 -

5.3 Campbell 빙하

Fig. 19는 2010년 6월 16일과 2010년 6월 17일, 1일의 시간해상도를 가지는

COSMO-SkyMed의 DInSAR 영상이다. 유속이 빠른 빙하의 하류 쪽임에도 간섭쌍의

시간 간격이 짧아 긴밀도가 높다. DInSAR 영상에서 Campbell 빙하 양 옆의 암반지대

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본류의 변위를 확인할 수 있다. 본류에서 유속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 DDInSAR 기법을 적용했다. Fig. 20은 2010/06/16과 2010/06/17으로 획득한

DInSAR 영상과, 2011/05/02와 2011/05/03으로 획득한 DInSAR 영상을 차분한

DDInSAR 영상이다. 지반선으로부터 북쪽 내륙으로 13 km 지점(A)와 16 km 지점(B)

에서 원형 이상이 나타난다. 두 원형 이상의 면적은 2~3 km로 거의 비슷하다. Fig. 20

에서는 두 개의 원형 이상의 방향이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획득한

영상을 모두 DDInSAR 처리한 결과 원형 이상의 위치가 조금씩 이동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영상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Fig. 21). 각각의 DDInSAR 영상에서 확인되는 원형

이상의 중심점에서 변위를 측정해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다(Fig. 22.). 그 결과 획득한

DDInSAR 영상 13개에서 이상 A는 남극의 겨울철인 5월부터 9월까지 위성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여름철인 10월부터 12월까지는 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상 B는 대부분의 2010년 7월을 제외한 DDInSAR 영상에서 모두 위성의 LOS 방향으

로 멀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계절에 따른 유속의 변화로 생각했을 때 이상 A에서의 양

상은 여름철에 가속하고 겨울철에 감속하는 양상과 반대이고 불과 3 km 떨어져있는

이상 B에서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없다. 따라서 Campbell 빙하에서 관찰되는

원형의 이상 또한 수직 변위에 의한 신호로 사료된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원형의

이상이 빙저 구조로부터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빙저 지형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

과 두 이상 지역의 상류에 급격한 저지대가 존재하고 저지대로부터 빙하가 흐르는 방

향을 따라서 고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해안가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고도가 낮아지는 형

태를 보인다(Fig. 23). 이러한 빙저 지형과 관찰 지역 인근의 환경을 고려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했다.

두 이상 지역 보다 상류에 용융수가 저장될 수 있는 협곡이 존재하고 빙하가 흐르는



- 39 -

방향의 빙저 지형이 빙하와 지표의 마찰을 크게 만들어 마찰열에 의한 용융수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연구지역으로부터 약 10 km 거리에 존재하는 Melbourne 화산에

의한 지열의 공급으로 용융수가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elbourne 화산은

1862년에서 1922년 사이에 가장 최근의 분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며(Lyon, 1986)

화산의 거동을 주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Gambino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Melbourne 화산의 장기간의 느린 지표 변화를 감지했으며 얕은

깊이의 열수에 의한 지표변화임을 제안했다. 만약 이상 지역 상류의 협곡에 이미 빙저

호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앞의 가정에서 열원에 의한 용융수의 발생이 빙저호의 수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빙저호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이 빙저호에서 이상

B 지역의 하부로 물이 유출되어 윤활작용을 일으키고 그에 의해 유속이 증가할 수 있

다. 이 경우 빙하의 탄성기작에 의해 이상 B지역의 표면이 낮아질 수 있고 윤활작용에

의해 빨라진 빙하의 유속이 높아지는 빙저 지형에 가로막혀 이상 A지역의 표면이 상

승했을 가능성이 있다(Fi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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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OSMO-SkyMed 20100616, 20100617 one-day tandem DInSAR

imagery. Background is BEDMAP2 bed data.



- 41 -

Fig. 20 COSMO-SkyMed DDInSAR (20100616_20100617,

20110502_20110503) imagery. circular shape A is 13km

and B is 16km inland from grounding line, respectively.

The area of A and B is similar (2~3 ). Background

is BEDMAP2 b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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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SMO-SkyMed DDInSAR imageries showing slightly

different positions and sizes of circula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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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ime series DDInSAR LOS velocity at Campbell glacier. All DInSAR

imageries are subtracted from 20100616_20100617 DInSAR imagery. A

shows both rising and subsiding(or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while B

continues to subside(or decel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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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Bed topography profile of BEDMAP2 at Campbell glacier. Glacier

flows from left to right side. Red boxes indicate area A and B.



- 45 -

Fig. 24 Schematic view of the Subglacial Lake formation from bed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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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SAR 간섭 기법을 이용해 유속의 변화를 분석하고 빙저 지형과 비교

하여 빙저호의 형성을 추측했다. Wilkes 빙저 분지에서는 Sentinel-1B DInSAR 영상을

이용해 시계열적인 유속 변화를 관찰했다. 이 지역은 얼음이 거의 흐르지 않는 지역으

로 DInSAR 영상에서 주변과 다른 유속을 보이는 지역을 발견할 수 있다. DInSAR 영

상에서 유속은 원형의 간섭띠 형태로 나타났으며 주위의 얼음은 변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직 변위에 의한 간섭띠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은 이미 빙저

호(CookE)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DInSAR 영상의 수직 변위가 빙저호의 위

치와 정확이 일치한다. 따라서 원형 간섭띠가 빙저호의 부피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

각되어 이전의 Flament et al. (2014)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은 2006년 말부터

2008년 말까지 급격하게 고도가 낮아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서서히 증가 중인 것으

로 보인다. Smith et al.(2017)의 연구에 의하면 빙저호의 배수와 충전에 5~83년의 기간

이 소요되었으므로 이 지역또한 장기적인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avid 빙하

와 Campbell 빙하 같은 빠르게 흐르는 빙하에서는 DInSAR 기법만으로는 주변과 다른

유속을 보이는 지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DDInSAR 기법을 적용해 유속이 변

하는 지역을 확인했다. 그 결과 David 빙하에서도 원형의 간섭띠가 발견되었다. David

빙하는 궤도와 극지방의 특성에 의해 ascending 영상과 descending 영상을 동일한 날

짜에 획득할 수 있다. 같은 날짜에 획득된 ascending SAR 영상과 descending SAR 영

상을 이용해 원형 간섭띠의 변위 성분을 분리했다. 세 방향으로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

서는 3방향의 벡터가 주어져야한다. ascending 과 descending LOS 벡터로 2개의 벡터

를 획득했고 나머지 한 개의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빙하의 흐름을 수평으로 가정하고

실제 변위는 수평과 수직벡터의 합으로 생성된다고 가정해 흐름 벡터(flow vector)와

수직 벡터를 이용해 실제 변위 평면을 가정했다. 그리고 평면의 노말 벡터를 세 번째

벡터로 설정해 원형 간섭띠의 세 방향 성분을 분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빙하가 흐르

는 방향으로 약 3 cm의 변위, 수직 방향으로 약 5 cm의 하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

다. 이는 빙하가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속의 변화와 고도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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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David 빙하의 DDInSAR 영상에서 나타나는 원형 간섭띠를 시계열적

으로 분석한 결과 관측된 주기적인 상승과 하강의 모습은 계절성과 관련이 없고 관측

주기가 길지 않아 해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더 장기적인 관찰로 변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Campbell 빙하 또한 DDInSAR 영상에서 원형의 간섭띠

형태가 발견됐다. 이 지역은 두 개의 원형 간섭띠가 빙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나란히

발견됐다. 이 두 개의 원형 간섭띠는 변위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거나 같을 때도 있

으며 원형 간섭의 위치가 조금씩 변동하기도 한다. 각각의 원형 간섭띠의 시계열적 관

측 결과는 계절적인 양상과 상이하며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빙저

지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가설을 세웠을 때 두 원형 간섭띠가 나타나는 지역의 상류

에 빙저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협곡이 존재했다. 또 지형에 의한 마찰

과 인근 화산의 지열 공급을 가정할 때 용융수가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Wilkes 빙저 분지에서의 유속 변화 관찰로부터 지금까지 빙저호 연구에 사용되어오던

RES, 위성 고도계, DEM 뿐만 아니라 SAR 간섭기법으로도 빙저호의 위치와 부피 변

화 등을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David 빙하와 Campbell 빙하의 간섭기

법 영상에서 나타나는 원형의 간섭띠 또한 빙저호에 의한 변위일 것으로 추측하게 되

었다. 따라서 두 지역의 빙저 지형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용융수가 저장되고 수로를

형성 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빙저호 연구에서 남극의 해안근처

와 빠르게 흐르는 빙하에서의 빙저호의 발견은 거의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 Wilkes 빙

저 분지를 제외한 두 빙하는 모두 빠르게 흐르고 해안에 인접해 있다. 원형의 간섭신

호가 빙저호의 부피변화에 의한 수직 변위라면 SAR 간섭기법을 이용해 지금까지의 연

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규모의 빙저호나 빠르게 흐르는 빙하 밑의 호수를 탐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이로부터 빙저호 현장탐사 부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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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ow velocity variation of glaciers in Antarctica, which serves as the

indicator for global environmental change, and Subglacial Lake were observed by

using satellite SAR interferometry technique. In Antarctica, satellite SAR imageries,

which can acquire images regardless of illuminance in all weather conditions, are

efficient because field surveying is difficult and optical satellite imagery is difficult

due to the weather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eastern end of the Wilkes

Subglacial Basin and the David glacier and Campbell glacier were observed by

using satellite SAR interferometry techniques. A single circular fringe appeared in

the DInSAR results generated from Sentinel-1B imageries in the Wilkes Subglacial

Basin. No ice flow was observed in the area around the circular fringe. Circular

fringe are considered a vertical displacement when considering the LOS angle and

direction of the satellit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is area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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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glcial Lake() and that the location of the Subgalcial Lake and the

observed circular fringe are exactly match. Considering this, the vertical

displacement(circular fringe) seems to be due to the volume change of the

Subglacial Lake. The study found that the surface elevation of the region has been

rising steadily for about 9 months. It is presumed to be slowly filling the

Subglacial Lake. At the David Glacier, the Sentinel-1A SAR imageries were used

to observe area with flow velocity variation. Assuming that the flow rate of the

glacier is constant over time, a DDInSAR imagery is created that subtracts two

DInSAR imageries. DDInSAR imageries of the David Glacier showed a circular

anomaly found in the Wilkes Subglacial Basin. This mean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flow velocity or vertical elevation between two DInSAR imageries in

this area. The satellite imagery of the ascending path and the descending path

were obtained, and the displacement component above the circular anomaly region

were separated into orthogonal coordinate system (East, North, Up). As a result,

there was a displacement of about 3 cm in the glacier flow direction and a vertical

subsidence of about 5 cm. From this, it considered that the circular anomalies are

synthesized by vertical displacement and horizontal displacement caused by the

flow. At the Campbell Glacier, a COSMO-SkyMed one-day tandem DDInSAR was

created. Two small circular anomalies were observed. When observed in time

series,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anomalies areas, sizes, and displacement

directions. The flow velocity aspect in the LOS direction is different from the

seasonal variation. Considering the bedrock topography assuming that there can

form the Subglacial Lake.

□ keywords

DDInSAR, Sentinel-1A/B, COSMO-SkyMed, Flow velocity change, Subglacial

La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