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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환경의 물리적 특성 규명은 미래 지구의 수자원 및 기후 변화 예측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 마이크로파 원격탐사는 얼음과 마이크로파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관측하여 얼

음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대한 얼음의 반응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수단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와 인공위성 레이더 간섭기법, 인공

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이용하여 호수 얼음의 후방산란과 빙하의 조위변형,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 특성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얼음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얼음 표면의 상변화가 레이더 후방산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호수 얼음 표면에

물을 도포한 후, C-band HH 편파의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구축하여 후방산란을 측

정하였다. 호수 얼음의 후방산란 모델링과 유전 알고리즘에 의한 역산 모델링을 통해 산란

계로 측정된 산란신호는 얼음의 표면산란과 체적산란,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으로 구분되

었고, 얼음 표면의 유전율과 거칠기 변화가 분석되었다. 얼음 표면에 높은 유전율의 물이 도

포된 시기에 표면산란은 매우 강하였으며,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의 산란은 마이크로파의

투과율 저하로 매우 약했다. 얼음 표면이 결빙되는 시기에는 얼음 표면의 유전율 감소로 표

면산란은 약해졌으나, 마이크로파의 투과율이 증가하면서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의 산란은

강해졌다. 얼음 표면이 완전히 결빙된 시기에는 얼음 표면에 형성된 얼음 결정이 거칠기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얼음 표면의 지속적인 유전율 감소에도 표면산란이 강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때 마이크로파의 투과율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므로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

의 산란도 지속적으로 강해졌다. 얼음의 표면이 해빙되는 경우, 얼음 표면의 유전율 증가로



표면산란은 더욱 강해졌으며,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의 산란은 감소된 마이크로파의 투과

율로 인해 약해졌다.

동남극에 위치한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에 의한 변형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하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16쌍의 COSMO-SkyMed

SAR 간섭영상을 획득하였고, 이중 위상차분간섭기법을 적용하여 총 120개의 이중 위상차분

간섭도를 생성하였다.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추출된 조위변형과 TPXO7.1, FES2004,

CATS2008a, Ross_Inv 조위모델로부터 예측된 조위변화 사이의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Campbell Glacier Tongue의 휨 계수를 추정하였다. 역기압 효과가 보정된 Ross_Inv 조위모

델에 의한 선형 회귀 모델은 0.964의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0.918의 휨 계수를 제

시하였다. 이는 Campbell Glacier Tongue이 불완전한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1차원 탄성 보 모델로부터 Campbell Glacier Tongue의 탄성 감쇠 계수와 두께는

지반선과 유선이 서로 수직인 힌지 영역의 서쪽에서 각각 0.810±0.096 km
-1

와 418±86 m로

추정되었다. 힌지 영역의 조위변형에 대한 2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Campbell 빙하의 지

반선이 Campbell Glacier Tongue의 동쪽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인 AMSR-E는 NASA Team2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남극

에서 매우 정확한 해빙 면적비를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AMSR-E의 관측 영역 내에 빙산

및 빙붕과 같은 빙하빙이 포함될 경우, 해빙과는 다른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으로

인해 NASA Team2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되는 빙하빙의 면적비는 그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동남극 George V 해안에서 획득된 2개의 ENVISAT ASAR 영상으

로부터 빙하빙과 해빙의 면적비를 계산하였고, 이를 NASA Team2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면

적비와 비교하였다. 해빙 지역에서 NASA Team2 해빙 면적비는 1.4%의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보였으나, 빙하빙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매우 작은 면적비를 계산하였

다(RMSE=26.4%). 빙하빙에 대한 NASA Team2 알고리즘의 면적비 계산 오류를 해석하기

위해  (polarization ratio)과  (spectral gradient ratio),  (rotated ),  영

역에서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분석하였다. 빙하빙은  ,  ,  ,  영역

에서 ice type A, B, C와 같은 남극의 해빙 및 개빙구역과 구분되는 고유한 범위를 형성하

였으며, 이는 빙하빙이 새로운 유형의 얼음으로 NASA Team2 알고리즘에 추가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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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지구의 얼음 환경은 크게 북극과 남극의 빙상(ice sheet)과 빙붕(ice shelf), 해빙

(sea ice), 그리고 중위도 지역의 빙하(temperate glacier)와 하천 및 호수 얼음(river

and lake ice)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해빙을 제외한 얼음 환경은 육상 기원의 빙

하빙(glacial ice)으로 정의된다. 빙하빙과 해빙, 중위도 지역의 다양한 얼음 환경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및 해수면 상승(sea-level rising), 해수 순환과 지구의

열에너지 균형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기후학적 요소로 정의되

고 있다(UNEP, 2007). 또한 빙하빙은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담수의 약 80%에 해당

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어 전 지구적 규모의 수자원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지구의 기후 및 수자원 변화 예측을 위해 다양한 얼음 환경에 대한 모니

터링과 물리적 특성(physical properties)의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지구상의 얼음 환경은 매우 광역적인 범위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관측에는 한계가 있다. 극지방의 경우에는 기후학적으로 인간의 접근이

제한적이고,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 얼음 환경에

대한 현장 관측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위성 원격탐사(remote sensing)는 직

접적인 접근 없이 연구 대상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이용한 원격탐사는 태양 고도와 기상 조건에 거의 영향

을 받지 않고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으므로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광학 원격탐사에 비해 얼음 환경 관측에 더욱 효과적이다(Lee and Han,

2008; 한향선과 이훈열, 2011a). 현재 마이크로파 산란계(scatterometer)와 복사계

(radiometer), 합성구경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와 같이 마이크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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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다양한 센서가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센서들은 인공위성이 가진 시간적, 공간적 해상도의 제약을 극복하고 위성

자료의 검보정을 위해 지상에서도 널리 운용되고 있다.

산란계와 복사계는 각각 얼음에서의 레이더 후방산란(backscattering)과 마이크로

파 복사(radiation) 특성을 관측한다. 얼음의 후방산란 특성은 얼음 표면의 거칠기

(surface roughness)와 유전율(dielectric constant), 얼음의 두께, 결정구조 등과 같

은 물성에 의해 결정된다(Han and Lee, 2012a; 한향선과 이훈열, 2011b; 한향선 외,

2012). 얼음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또한 얼음의 두께와 밀도, 온도와 같은 물리적

성질에 크게 의존한다(Andersen et al., 2007). 따라서 마이크로파 산란계와 복사계

는 얼음의 물리적 특성 규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SAR는 지표면의 후

방산란을 관측할 뿐만 아니라, 레이더 간섭기법(Interferometric SAR, InSAR)에 적

용되어 관측 대상의 3차원적 지형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Forster et al., 2003;

Kwok and Fahnestock, 1996). 특히 레이더 위상차분간섭기법(Differential InSAR,

DInSAR)을 적용하면 얼음 표면의 정밀변위 분석이 가능하며(Cheng and Xu, 2006;

Prats et al., 2009; 한향선과 이훈열, 2011a), 이로부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

는 얼음의 변형(deformation) 특성이 연구될 수 있다.

마이크로파 원격탐사를 이용한 얼음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 왔다. 얼음에 대한 후방산란 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얼음에 대해 연구되어 왔

으며, 최근에는 마이크로파 편파의 조합에 따른 산란특성의 분석을 통해 얼음의 두

께를 추정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Kim et al., 2012; Nakamura et al., 2005). 그

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는 얼음의 종류와 마이크로파 원격탐사 시스템의 관측조

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후방산란 분석이 주가 되었으며, 얼음의 상변화(phase

transition)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얼음의 상변화는 레이더 후방산란 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Han and Lee, 2012a), 이를 고려한 얼음의 물리적 특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레이더 간섭기법은 빙하의 흐름속도와 유실량(ice discharge) 분석 연구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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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왔다(Shepherd et al., 2001; Rignot, 1998; Thomas et al., 2004). 1990년대

후반부터는 레이더 이중 위상차분간섭기법(Double-Differential InSAR, DDInSAR)

을 통해 조위(tide)에 반응하는 빙붕 및 glacier tongue의 변형특성이 활발히 연구되

었다(McMillan et al., 2011; Rignot, 1996; Rignot, 2001; Rignot and MacAyeal,

1998; Rignot et al., 2000). DDInSAR 기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빙붕과 glacier

tongue이 부동성(free-floating), 즉 유체 정역학적 평형(hydrostatic equilibrium) 상

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조위변형(tidal deformation)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DDInSAR

에 사용된 SAR 간섭쌍(interferometric pair)의 개수가 적고, 일부 계절에 국한되었

기 때문에 빙하의 유체 정역학적 평형 여부는 실제로 검토되지 못하였다. 또한 시

간적 기선거리(temporal baseline)가 작은 간섭쌍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흐름

이 빠른 빙하에 대해서는 간섭도(interferogram)의 시간적 위상오차(temporal

decorrelation)에 의해 변형특성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흐름이 빠른 빙하의

조위변형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기선거리가 짧은 간섭쌍이 시계

열적으로 다수 획득될 필요가 있다.

얼음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은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passive

microwave sensor)에 의해 관측된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수십 km의 공간 해

상도를 가지지만 1일 1회 이상 극지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

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해빙과 바다의 방사율(emissivity)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해빙 면적비(sea ice concentration) 계산 알고리즘의 개발 및 오차 분석 연구

에 널리 사용되었다(Comiso et al., 1997; Comiso et al., 2003; Markus and

Cavalieri, 2000; Stroeve et al., 2006). 그러나 빙붕과 glacier tongue, 빙산(iceberg)

과 같이 해빙과 혼재하는 빙하빙에 대한 해빙 알고리즘의 정확도 평가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빙하빙은 해빙과는 다른 물성을 가지므로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또한 해

빙과 상이하며, 이는 해빙 알고리즘에서 부정확한 면적비가 계산되는 원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빙하빙에 대한 해빙 알고리즘의 검증 및 오차 분석을 위해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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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능동 및 수동 마이크로파 원격탐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호

수 얼음의 후방산란과 빙하의 변형 및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 특성을 관측하고,

이로부터 얼음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보다 세분

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ground-based microwave scatterometer)를 구축

하여 표면의 상변화를 경험하는 호수 얼음의 레이더 후방산란을 측정한다. 역산 모

델링을 통해 얼음 표면의 상변화에 의한 얼음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규명하고, 이

를 이용하여 실측된 후방산란을 모사한다. 그리고 후방산란 모델링 결과를 통해 얼

음의 물리적 특성 변화가 후방산란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한다. 호수 얼음

은 북극의 다년생 해빙(multi-year ice)과 남극의 ice type B와 같이 염도가 매우

낮고 기포의 함량이 적은 해빙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

후 해빙의 상변화에 의한 마이크로파 산란특성 분석에 기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동남극에 위치한 Campbell Glacier Tongue에 대해 DDInSAR 기법을

적용하여 조위변형 특성을 분석한다. DDInSAR 기법에 의해 추출된 조위변형과 조

위모델에서 예측된 조위변화의 비교를 통해 Campbell Glacier Tongue의 유체 정역

학적 평형 상태를 평가한다. 1차원 탄성 보 모델을 이용하여 빙하의 조위변형을 결

정하는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고, 2차원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

을 수행하여 Campbell 빙하의 지반선(grounding line)을 정확히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빙하빙과 해빙이 혼재하는 지역에 대해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해빙

알고리즘으로부터 추출된 얼음의 면적비와 SAR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얼음의 면적

비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빙하빙이 분포하는 영역에 대한 해빙 알고리즘의 오차를

평가하고,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해석하고자 해빙과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

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에 기초하여 빙하빙의 물리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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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며, 향후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해빙 알고리즘에 빙하빙이 새로운 유형의

얼음으로 추가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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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호수 얼음에서의 마이크로파 후방산란을 측정하기 위해 C-band, HH 편파의 지상

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구축하였다. 얼음 표면의 상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영하의

기온에서 호수 얼음 표면에 물을 도포하였고, 얼음 표면이 상변화 하는 동안 후방

산란 신호를 측정하였다. 산란계로 측정된 산란신호를 모델링하기 위해 유전 알고

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이용하여 얼음의 물성을 역산하였다. 그리고 산란계

측정 결과와 후방산란 모델링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호수 얼음 표면의 상변화에 의

한 레이더 후방산란 메커니즘과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규명하였다.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을 추출하기 위해 총 16쌍의 Constellation

of small Satellites for Mediterranean basin Observation (COSMO-SkyMed) SAR

간섭 영상을 획득하였다. 모든 SAR 간섭쌍은 하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며,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시계열적으로 획득되었다. COSMO-SkyMed

간섭쌍에 DDInSAR 기법을 적용하여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을 추출

하였고, 이를 조위모델에서 예측된 조위변화와 비교하여 빙하의 유체 정역학적 평

형 상태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1차원 탄성 보 모델을 통해 빙하의 조위변형을 결정

하는 물리적 특성을 추정하였고, 2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조위변형 모델링을 수

행하여 Campbell 빙하의 지반선을 정확히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인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EOS (AMSR-E)의 표준 해빙 면적비 산출 알고리즘인 NASA Team2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빙하빙 영역에서도 유지되는지 분석하였다. 동남극에서 획득

된 2개의 ENVIronmental SATellite (ENVISAT) 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 (ASAR) 영상으로부터 해빙과 빙하빙을 구분하여 각각의 면적비를 추출하였

으며, 이를 NASA Team2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면적비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통해 빙하빙에 대한 NASA Team2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 7 -

그리고 NASA Team2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과 물리

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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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개요

이 논문은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이용한 호수 얼음의 레이더 후방산란 특

성 연구, 인공위성 레이더 간섭기법에 의한 빙하의 조위변형 특성 연구,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이용한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연구로 구성된다. 2

장에서는 각각의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적으로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의 원리와 인공위성 SAR 및 레이더 간섭기법,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와 해빙 면적비 추출 이론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호수 얼음에 대한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 측정 결과를 제시한다. 유

전 알고리즘에 의한 얼음의 물성 역산을 통해 호수 얼음의 후방산란을 모델링하고,

이를 산란계 실험 결과와 상호 비교하여 얼음 표면의 상변화에 따른 호수 얼음의

물리적 특성과 후방산란 메커니즘의 변화를 규명한다(해당 연구내용은 2012년 9월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에 게재 승인되었음).

4장에서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 특성 연구를 기술한다. 먼저 빙

하의 조위변형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DDInSAR 기법을 소개한다. DDInSAR

기법으로 추출된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과 조위모델로 예측된 조위

변화 사이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빙하의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평가한다. 1

차원 탄성 보 모델을 이용하여 조위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빙하의 물리적 특성을 추

정한다. 그리고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2차원 조위변형 모델링을 통해 Campbell 빙하

의 지반선을 정립한다(해당 연구내용은 2012년 12월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에 투고되었음).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은 5장에서 소개된다. AMSR-E의 각 채널별 밝기

온도(brightness temperature)를 이용하여 빙하빙에 대한 마이크로파 복사특성과 물

리적 특성을 규명하며, NASA Team2 알고리즘에 빙하빙이 미치는 영향을 해석한

다. 그리고 빙하빙의 면적비가 NASA Team2 알고리즘에서 계산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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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서술한다(해당 연구내용은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011년 10월호에 게재되었

음).

마지막으로 6장에서 이 논문의 요약과 종합 결론을 기술하고, 향후 수행되어야 할

연구와 그 필요성에 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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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초 이론

1. 연구 동향

마이크로파 원격탐사는 광학센서를 이용하는 원격탐사 기법에 비해 광량 및 날씨

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과거부터 극빙을 비롯한 다양

한 얼음 환경의 관측에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얼음으로

부터의 마이크로파 반응특성이 연구되었고, 이를 통해 얼음의 물리적 특성 분석이

가능해졌다.

레이더 후방산란은 얼음의 물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Gherboudj et al., 2010). 얼음으로부터 관측될 수 있는 후방산란은 얼음 표면

의 거칠기와 유전율에 기인하는 표면산란(ice-surface scattering), 얼음 내부에 포집

된 기포(air bubble)에 의해 발생하는 체적산란(ice-volume scattering), 그리고 얼음

/물 경계면(ice/water interface)의 거칠기와 유전율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얼음 바닥

면에서의 산란(ice-bottom scatter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Gherboudj et al., 2010;

Han and Lee, 2012a). 각각의 후방산란 성분은 얼음의 물리적 특성과 마이크로파의

주파수와 편파, 입사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Dierking et al.,

1999; Geldsetzer et al., 2007; Onstott, 1992).

레이더 간섭기법에 의해 추출된 얼음 환경의 3차원적 지형 정보는 빙상의 수치고

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생성, 빙하의 흐름속도 및 유실량 분석에 많

이 이용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조위에 의한 빙하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

DDInSAR 기법(Rignot, 1996)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DDInSAR 기법을 통해 조위

에 의한 빙하의 탄성변위 해석뿐만 아니라 조위모델의 조위예측 정확도도 평가되고

있다(McMilla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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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수십 km에 해당하는 저해상도가 단점이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북극과 남극 전역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극빙 연구에 적합하다(한향선

과 이훈열, 2007). 극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은 얼음의 종류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파의 주파수 및 편파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이 보고되고 있다. 얼음의 마이

크로파 복사특성 분석을 통해 해빙 면적비 산출 알고리즘이 개선되어 왔으며

(Cavalieri et al., 2006; Comiso et al., 2003), 빙산 탐지 기술이 개발되었고(Phillips

and Laxon, 1995), 빙상의 시계열적 변화가 해석되었다(Li et al., 2008; Schneider

and Steig, 2002; Steffen et al., 2004).

이 절에서는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이용한 얼음의 후방산란 특성과

DDInSAR 기법을 이용한 빙하 연구, 그리고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이용하여 얼

음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 사례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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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이용한 얼음 연구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다양한 산란체의 산란특성을 측정하고 SAR 영상의

검정 및 보정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편파, 파장, 입사각을 적용할 수 있는 운용상의 장점에 기인한다(Dierking et al.,

1999).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시간 및 공간 해상도가 인공위성 SAR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급격한 상변화를 나타내는 얼음의 레이더 산란특성을 관측하는데

적합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이용하여 얼음의 마이크로

파 산란특성을 분석하였다.

Onstott (1992)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수행된 해빙에서의 지상용 마이

크로파 산란계 측정 결과를 보고하였다. 산란계 실험 결과에 의하면 해빙에서의 레

이더 후방산란 특성은 마이크로파의 파장과 편파, 입사각에 따라 다양하게 관측되

었으며, 계절의 영향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Geldsetzer et al. (2007)은 다양한 유형의 해빙에 대해 C-band 지상용 마이크로

파 산란계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표면에 눈이 덮인 일년생 해빙

(first-year ice)과 다년생 해빙에서의 레이더 후방산란은 마이크로파의 입사각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그리고 모든 입사각에서 동일 편파(co-polarization)의 후방산

란이 교차 편파(cross-polarization)의 후방산란보다 강하게 측정되었다.

Isleifson et al. (2009)은 C-band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구축하여 다년생

해빙에서의 레이더 후방산란을 측정하였고, VV 편파로 관측된 후방산란이 HH 편

파로 관측된 후방산란보다 강하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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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DInSAR 기법을 이용한 빙하 연구

DDInSAR 기법은 두 장의 위상차분간섭도(differential interferogram)를 차분하는

기법으로서, 각각의 위상차분간섭도에서 빙하의 흐름에 의한 수평변위가 동일하다

는 가정이 성립될 경우 두 위상차분간섭도 사이의 수직변위 차이를 구할 수 있는

기법이다(Rignot, 1996). 따라서 DDInSAR 기법은 해수면 위에 부유하고 있는 빙붕

이나 glacier tongue의 흐름속도가 일정할 경우, 조위에 의한 수직변위만을 추출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Legrésy et al. (2004)은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수신기와 인공위성 고도계, 그리고 DDInSAR 기법을 이용하여 동남극 Mertz 빙하

의 조위변형을 분석하였다. GPS와 고도계, DDInSAR 기법을 통해 측정된 Mertz

빙하의 조위변형은 조위모델로 예측된 조위의 변화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

다. Mertz 빙하는 조위에 의해 하루 최대 2 m의 휨을 나타냈으며, 빙하의 흐름속도

는 조위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Millan et al. (2011)은 DInSAR 및 DDInSAR 기법을 이용하여 서남극

Amundsen 해에 위치한 Dotson 빙붕의 조위변형을 추출하였다. 이를 다양한 조위

모델로부터 예측된 조위변화와 비교하였고, 조위모델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DDInSAR 기법이 남극에 대한

조위모델의 조위예측 정밀도 평가에 적합한 방법임을 밝혔다.

Rignot et al. (2000)은 DDInSAR 기법을 통해 남극 Filchner and Ronne 빙붕의

조위변형을 추출하고, 이를 조위모델에서 예측된 조위의 변화와 비교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빙붕의 붕괴는 조위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며, 역기압 효과(inverse

barometer effect, IBE)도 빙붕에서 수직변위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되었다.

Rignot et al. (2011)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획득된 인공위성 레이더 간섭쌍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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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을 이용하여 남극 전역의 빙하에 대해 DDInSAR를 수행한 후 지반선을 추출하

였다. 이는 이전에 정의된 남극의 지반선 자료와 비교되었고, 기존에 정의된 지반선

의 위치 오차가 최소 수 km에서 최대 100 km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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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이용한 얼음 연구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수-수십 GHz의 주파수 영역에서 지표면의 밝

기온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관측대상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Aqua 위성에 탑재된

AMSR-E가 대표적이며, 2002년부터 지표면의 밝기온도를 취득하고 있다.

AMSR-E 이전에 운용되었던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는 Scanning Multichannel

Microwave Radiometer (SMMR)과 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 (SSM/I)가

있으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전 지구적 지표면 복사특성 자료를 1일 1회

이상 제공하였다.

한향선과 이훈열(2007)은 KOrea Multi-Purpose SATellite-1 (KOMPSAT-1)

Electro-Optic Camera (EOC) 영상을 이용하여 북극 해빙의 유형을 정착빙

(land-fast ice)과 부빙(pack ice), 유빙(drift ice)으로 구분하여 해빙 면적비를 계산

하였고, 이를 SSM/I NASA Team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다.

SSM/I NASA Team 해빙 면적비는 시공간적 변화가 작은 정착빙 지역에서 매우

정확하였다. 그러나 NASA Team 알고리즘은 빙맥(ice ridge)이 많이 관찰되는 부

빙과 시공간적인 변화가 큰 유빙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해빙 면적비를 계산하였다.

Lee and Han (2008)은 남극의 봄철에 획득된 KOMPSAT-1 EOC 영상으로부터

해빙의 유형을 white ice, gray ice, dark gray ice로 구분하여 면적비를 계산하였고,

이를 SSM/I NASA Team 알고리즘과 AMSR-E NASA Team2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된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다. NASA Team 해빙 면적비는 white ice와 gray

ice를 잘 반영하였으며, NASA Team2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해빙 면적비는 dark

gray ice도 잘 반영하였다. 이는 남극의 해빙 유형을 고려하였을 때, SSM/I의

NASA Team 알고리즘은 ice type A와 B, 그리고 young ice를 반영하며,

AMSR-E의 NASA Team2 알고리즘은 ice type C와 thin ice까지 모두 반영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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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Phillips and Laxon (1995)은 SSM/I의 85 GHz 채널로 관측된 밝기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남극 Larsen 빙붕에서 생성된 빙산의 움직임을 추적하였다. 85 GHz 채널

에서 관측되는 빙산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은 빙산의 움직임을 탐지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되었다. 약 15개월 동안 관측된 빙산의 움직임은 인공위성 광학영상에서 관

측된 빙산의 움직임과 비교되었고, 이를 통해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가 빙

산의 움직임 탐지에 매우 유용함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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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파 원격탐사 이론

1)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

(1) 산란계의 원리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지표면의 정규화 된 레이더 단면적(radar cross

section, RCS)을 측정하는 능동 원격탐사 시스템으로, 관측대상의 레이더 후방산란

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인공위성 SAR 영상 자료의 검정 및 보정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이크로파 산란모델의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에 사

용된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ector network analyzer,

VNA), 안테나, 마이크로파 케이블, 고정 스탠드, 노트북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Fig. 1). VNA는 안테나와 마이크로파 케이블로 연결되어 마이크로파의 송출 및

안테나에 수신된 관측대상의 산란특성 측정을 담당한다. VNA와 노트북 컴퓨터는

General Purpose Interface Bus-Universal Serial Bus (GPIB-USB)로 연결된다. 노

트북 컴퓨터의 제어를 통해 산란계의 측정간격 및 측정횟수가 설정되며, 산란계 측

정 자료가 컴퓨터에 저장된다. VNA는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sweep을 통해 자료

를 획득하고, 이를 시간 영역으로 역푸리에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한

다. 이는 시간적으로 짧은 sinc 소스를 송수신하는 레이더 효과를 구현한다(한향선

외, 2012; Han and Lee,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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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nceptual diagram of ground-based microwave scatterometer.

아래와 같이 짧은 sinc 신호를 중심 주파수 로 변조하여 시간 에 따라 안테나

를 통해 발사되는 레이더를 생각하자.

 sinexp (1)

여기서 는 안테나의 대역폭(bandwidth)을 나타낸다. 식 (1)의 신호가 산란체에 산

란된 후 다시 안테나로 되돌아오는 신호 는 후방산란함수 와의 convolution

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2)

VNA는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므로 식 (2)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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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VNA의 작동 원리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는 중심이 이고 대역폭이 인 box 함수(box function)이다. 즉 안테나

는 VNA가 만든 주파수 의 신호를 연속적인 파동으로 송신하고, 관측대상에서 산

란된 신호를 수신한다. VNA는 계속해서 진동수를 증가시키면서 주파수 sweep을

통해 주어진 진동수 영역에서 를 모두 획득하게 된다. 이때 보정이 된 VNA의

는 주어진 대역폭에서 1의 값을 가지므로 식 (3)의 가 얻어지고, 이를 시간

영역으로 역푸리에 변환하면 식 (2)와 같은 레이더 작동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

안테나와 산란체 사이의 거리를 , 빛의 속도를 라 할 때, 산란체가

   에 있으며 , 즉 한 점(target point)이라면 레이더에서 얻어

진 값은 식 (2)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exp (4)

VNA에서 시간 영역으로 변환된 후방산란 신호의 크기 와 위상(phase) 는

다음과 같다.

 sin  sin   (5)

  (6)

식 (6)을 통해 위상은 안테나와 산란체 사이의 거리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식 (1)의 sinc 함수의 최댓값에서 3 dB 떨어지는 시간을 보통 레이더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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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해상도(time resolution) 로 정의하며, 이는

  


(7)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안테나와 관측대상 사이의 왕복거리와 같이 고려하면, 거

리 해상도(range resolution) 은

 





(8)

로 는 빛의 속도이다.

VNA를 이용하는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주파수 sweep을 하는 데에 보통

수-수십 초가 소요되므로, 그 동안 산란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들의 움직임이

심한 경우 시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레이더 작동 원리를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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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방산란계수

마이크로파가 산란체로부터 산란되어 되돌아오는 신호의 파워 은 식 (9)와 같

은 레이더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Ulaby et al., 1982).

 




 (9)

식 (9)에서 는 송신 마이크로파의 파워, 는 송신 안테나의 이득(gain), 은 수

신 안테나의 이득, 는 마이크로파의 파장, 는 RCS, 그리고 은 안테나로부터 산

란체까지의 거리이다. 한 개의 안테나가 송신 및 수신 안테나의 역할을 담당할 경

우에는 와 이 동일하다. VNA로 측정된 후방산란 신호인 -parameter ()는

송신 마이크로파 전압 에 대한 수신 마이크로파 전압 의 비로서 식 (10)과 같

다.

  

 





(10)

산란체에 대한 후방산란계수(backscattering coefficient) 는 식 (11)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11)

여기서 는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의 수평 해상도에 따른 산란체의 면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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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와 같다.

 cos· (12)

식 (12)에서 은 안테나의 거리 해상도, 는 마이크로파의 입사각,  · 로서

는 안테나의 빔 폭(beam width)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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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구경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1) SAR 개요 및 개발현황

SAR 시스템은 지표의 물체를 향하여 기존의 실 구경 레이더(real aperture radar)

보다 더 많은 수의 마이크로파 펄스(pulse)를 송신하고, 동일 관측 대상에 대한 더

많은 수의 반사파 신호를 측정한다. 그리고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방위(azimuth) 방향 빔 폭을 좁게 함으로써 방위 방향의 분해능을 향상

시킨다. SAR 영상은 전자기파의 위상 자료가 서로 간섭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

므로 위성 고도에 상관없이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고, 광량이나 대기 조건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SAR는 인공위성과 항공기, 자동차

등에 탑재되어 고품질의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SAR 시스템은 센서가 지향하는 목표와 탑재체(platform)의 종류, 안테나의 개수,

마이크로파의 중심 주파수 및 편파, 촬영 모드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

다(이훈열, 2006). Table 1은 SAR 시스템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먼저 SAR 시스

템은 관측 목표가 지구인지 기타 행성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탑재체의 특

징에 따라 정지형, 항공기 탑재형, 인공위성, 우주선, 지상 기반 등으로 나뉠 수 있

다. 그리고 송수신 안테나가 하나인 단상태(monostatic) 유형과 송수신 안테나가 서

로 구분되어 있는 쌍상태(bistatic) 유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SAR 시스템은 사용하는 중심 주파수에 따라 X-, C-, L-, P-band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SAR 시스템은 모두 하나의 중심 주파

수를 사용하고 있다. SAR 시스템은 사용하는 편파에 따라서도 단일 편파, 이중 편

파, 다중 편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공위성 SAR 시스템은 단일 편파

를 사용하지만 최근 발사된 인공위성 SAR 시스템은 이중 편파 이상의 자료를 획득



- 24 -

Specification Type

Target Earth or planet

Vehicle
stationary, airborne, satellite, shuttle or

spaceship

Antenna monostatic or biastatic

Center frequency

Ku (12.5-18.0 GHz), X (8.0-12.5 GHz),

C (4.0-8.0 GHz), S (2.0-4.0 GHz),

L (1.0-2.0 GHz), P (0.3-1.0 GHz) bands

Polarization
single-, dual-, full-polarization

(HH, HV, VH, VV)

Imaging mode strip, scan, spot, etc

Table 1. SAR systems (Lee, 2006)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AR 시스템을 구분하는 기준은 영상 촬영 방식이다. 고정

된 빔 패턴을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료를 얻는 strip 모드와 안테나의 지향각을

교차 또는 변화시켜 하나의 궤도에서 넓은 영역을 저해상도로 촬영하는 scan 모드,

그리고 좁은 영역에 대해 빔을 집중시켜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는 spot 모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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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과거에 운용되었거나 현재 운용 중인 대표적인 SAR 시스템을 나타낸

다. 최초의 인공위성 SAR 시스템은 1978년 발사된 Seasat-A SAR로 L-band에서

HH 편파의 영상만을 획득하였다. 이후 유럽의 European Remote Sensing

satellite-1과 -2 (ERS-1/2)가 C-band SAR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용되었고, 일본의

Japanese Earth Resources Satellite-1 (JERS-1)은 L-band SAR 시스템을 탑재하

여 운용되었다. 캐나다의 Radarsat-1은 C-band SAR를 탑재하여 운용된 인공위성

이다. 이때까지 운용된 인공위성 SAR 시스템은 단일 편파의 영상만을 획득하였으

나, 이후에 발사된 인공위성 SAR 시스템은 이중 편파 이상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ENVISAT에 탑재된 ASAR는 C-band SAR, Advanced Land Observing Satellite

(ALOS)에 탑재된 Phased Array type L-band Synthetic Aperture Radar

(PALSAR)는 L-band SAR 시스템으로 다양한 촬영 모드에서 단일 편파 또는 이중

편파 영상을 획득하였다. 캐나다는 2007년 말에 C-band SAR를 탑재한 Radarsat-2

를 발사하여 운용 중인데, 이는 다중 편파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의 좌우 방향에 대한 영상 획득이 가능하여 시간 해상도가 좋은 장점이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X-band의 인공위성 SAR 시스템

을 차례로 발사하여 운용하고 있다. TerraSAR-X, TanDem-X, COSMO-SkyMed가

대표적이며, 이들 위성은 다양한 촬영 모드에서 단일 편파 또는 이중 편파의 SAR

영상을 획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X-band의 인공위성 SAR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앞

으로 발사될 KOMPSAT-5에 탑재되어 운용될 예정이다. KOMPSAT-5는 촬영 입

사각 조절이 가능하며, 다양한 촬영 모드 및 편파에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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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Country
Mission

period
Band

Polari

zation

Look

angle

(degree)

Altitude

(km)

Swath

(km)

Resolu

tion

(m)

Repeat

cycle

(days)

SEASAT-

A
USA

6/1978-,

105 days
L HH 20 795 100 25

SIR-A USA
11/1981,

2.5 days
L HH 47 260 50 25

SIR-B USA
10/1984,

8.3 days
L HH 15-60

224, 257,

360
20-40 25

SIR-C/

X-SAR

USA/

Germany

/Italia

4/1994,

11 days

L/C/

X
full 20-55 225

15-90,

225
25

ERS-1 EU
7/1991-

2/2000
C VV 20 780 100 25 35

JERS-1 Japan
2/1992-

10/1998
L HH 38 570 75 25 44

ERS-2 EU
4/1995-

7/2011
C VV 20 780 100 25 35

Radarsat-

1
Canada

11/1995-

present
C HH 20-60 790-820 50-500 10-100 24

SRTM
USA/

Germany

2/2000,

11 days
C/X

HH/

VV
20-60 233 56-225 25

ENVISAT

ASAR
EU

1/2002-

present
C

HH,

VV

(VH)

15-45 800 57-400 25 35

ALOS

PALSAR
Japan

1/2006-

1/2011
L dual 8-60 692 30-350 10-100 46

COSMO-

SkyMed
Italy

6/2007-

present
X dual 20-59 619 10-200 1-100 16

TerraSAR

-X
Germany

7/2007-

present
X dual 15-60 514 10-100 1-16 11

Radarsat-

2
Canada

12/2007-

present
C full variable 790-820 20-500 3-100 12

TanDEM-

X
Germany

6/2010-

present
X dual 15-60 514 10-100 1-16 11

Table 2. Specifications of spaceborne SAR systems (Le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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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SMO-SkyMed satellite ("stowed" and deployed configurations)

(Covello et al., 2010).

(2) COSMO-SkyMed

COSMO-SkyMed (Fig. 2)는 이탈리아 우주국(Italian Space Agency)과 이탈리아

국방부(Italian Ministry of Defence)에 의해 개발된 인공위성으로, 다양한 촬영 모

드에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중심 주파수 9.6 GHz의 X-band SAR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Bianchessi and Righini, 2008; Covello et al., 2010).

COSMO-SkyMed는 총 4기의 위성군(constell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COSMO-SkyMed 위성은 2007년 6월 8일에 발사되었으며, 이후 2007년 12월 9일과

2008년 10월 25일에 두 번째 및 세 번째 위성이 발사되었다. 그리고 2010년 11월 6

일에 네 번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운용 중에 있다.



- 28 -

Imaging

modes

Resolution

(m)

Swath

(km)
Polarization

Incidence angle

(degree)

Spotlight 1 10
single, selectable among

HH or HV or VH or VV

25-50 (nominal)

20-59.5 (extended)

Stripmap 3-5 40
single, selectable among

HH or HV or VH or VV

PING-PONG 15 30
dual-pol selectable among

HH or HV or VH or VV

ScanSAR

Wide Range
30 100

single, selectable among

HH or HV or VH or VV

ScanSAR

Huge Range
100 200

single, selectable among

HH or HV or VH or VV

Table 3. COSMO-SkyMed SAR image acquisition modes characteristics

(Covello et al., 2010)

COSMO-SkyMed 위성군은 약 600-700 km 상공에서 궤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위성은 16일의 재방문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COSMO-SkyMed 위성

군은 동일한 지역에 대해 4기의 위성이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매우 짧은 시간 해상

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OSMO-SkyMed는 지도 제작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재난 및 재해, 위급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다양한 촬영 모드에서 영상을 획득하고 있다(Table 3). 각각의 촬영 모

드에서 SAR 영상은 1-100 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며, 획득할 수 있는 편파 정보

또한 다양하다. COSMO-SkyMed의 촬영 입사각은 일반적으로 25-50°이나, 경우에

따라 20-59°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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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SMO-SkyMed constellation in nominal configuration (Covello et al.,

2010).

Fig. 3은 COSMO-SkyMed 위성군의 모습을 나타낸다. 4기의 위성은 최소 4일 이

내에 동일한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입사각을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는 다른 인공위성 SAR 시스템에 비해 위상 오차가 작은 간섭쌍을 획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하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레이더 간섭쌍 획득이 가능하다.



- 30 -

Fig. 4. COSMO-SkyMed tandem interferometric configuration in different

orbit plane (Covello et al., 2010).

Fig. 4는 tandem 간섭쌍 획득을 위한 COSMO-SkyMed 위성의 배치를 나타낸다.

두 위성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궤도면에서 영상을 획득하지만, 궤도면 사이의 각이

0.08°에 불과하여 동일한 지적선(ground track)에 대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Fig.

4에 의한 레이더 간섭쌍의 기선거리(baseline)는 100-3500 m 사이이며, 이는 영상의

획득 모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31 -

Fig. 5. COSMO-SkyMed tandem-like configuration (Covello et al., 2010).

Fig. 5는 서로 다른 COSMO-SkyMed 위성이 같은 궤도에서 간섭쌍을 획득할 경

우의 위성 배치를 나타낸다. COSMO-SkyMed 2호와 3호는 같은 궤도에서 67.5°의

거리를 두고 영상을 획득하며, 이는 하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동일한 기하

의 레이더 간섭쌍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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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더 간섭기법

SAR 영상은 복소수 형태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연구지역에 대한 두

개 이상의 SAR 영상으로부터 위상의 차이를 계산하는 레이더 간섭기법을 수행할

수 있다. InSAR 기법은 하나의 탑재체에 두 개의 안테나가 탑재되어 두 개의 SAR

영상을 동시에 얻는 single-pass 간섭기법과, 두 개의 안테나가 서로 다른 탑재체

또는 궤도에서 SAR 영상을 얻는 repeat-pass 간섭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

왕복선에 탑재되어 전 지구적 DEM 제작에 사용된 Shuttle Radar Topographic

Mission (SRTM)이 대표적인 single-pass 간섭기법에 해당하며, 이 외에 일반적인

인공위성 및 항공기 SAR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 두 개 이상의 영상을 이용하는 방

법이 repeat-pass 간섭기법이다. InSAR 기법으로 측정된 다중 SAR 영상 사이의

위상차에는 지표면의 고도 변화량과 변위, 대기효과에 의한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인 인공위성 SAR 시스템을 이용하여 InSAR 기법을 수행하는 경우, 간섭

쌍이 획득되는 안테나의 기하학은 Fig. 6과 같다. Fig. 6에서 지표면의 산란체 는

두 안테나의 위치 과 에서 영상화된다. 는 의 고도, 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측정된 지구의 반지름, 는 과  사이의 기선거리이다. 은 안테나의 관측각

(look angle)이고, 는 안테나에 수평인 직선이 와 이루는 각이다. 산란체 로부

터 ,  사이의 거리를 각각 과 라 하고, 과 의 차이()를 이라

하면 간섭위상(interferometric phase) 는




 (13)

이다. 식 (13)에서 는 마이크로파의 파장이다.



- 33 -

Fig. 6. Interferometric SAR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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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의 은 코사인 제 2법칙의 적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14)

그리고 지형 고도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cos (15)

식 (13)과 (15)로부터 InSAR의 고도 민감도(height sensitivity), 즉 지표면의 고도

변화량에 따른 간섭위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cos 







 sin


cos 


 (16)

식 (16)에서 대괄호 항은 매우 작으므로 무시하면, InSAR 간섭위상의 고도 민감도

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다.




≈


sin
⊥

(17)

여기서 ⊥은 두 안테나 사이의 수직 기선거리(perpendicular baseline)이다. InSAR

간섭도에서 한 개의 간섭띠(fringe)가 나타내는 고도의 변화량을 height ambiguity

()라 한다. 이는 식 (18)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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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
(18)

식 (17)과 (18)에 의해 수직 기선거리가 큰 간섭쌍은 지표면의 고도 측정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큰 수직 기선거리는 간섭도에서 긴밀도

(coherence)를 저하시키는 공간적 위상오차(spatial decorrelation)를 발생시킬 수 있

으므로, 간섭쌍 선택 시 수직 기선거리는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

InSAR 기법의 응용 기술인 DInSAR 기법은 간섭도에서 지형 고도에 의한 위상

을 제거하여 지표면 변위에 의한 위상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지반침하, 지진, 빙하

유동, 화산 활동에 의한 변위를 mm 또는 cm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게 한다.

DInSAR 기법은 지표의 변위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관측에 의해 명백히 밝혀진 경

우, 지표 변위가 대기 변화 또는 지형 고도의 변화와는 연관성이 없는 경우, 지표

변위의 공간적 분포가 전리층이나 대기 중 수분 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높은 긴밀도를 유지하는 지역에

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산림이 적고 강수량이 적은 건조 지역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낸다.

두 SAR 영상 과 가 획득되는 시간 사이에 지표면 변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간섭위상은 아래와 같이 레이더 관측 방향(line of sight, LOS)의 지표면 변위 를

포함한다.




 (19)

식 (19)에서 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되어야 한다. 인 경우 지표

변위에 의한 간섭위상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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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일반적인 항공기 SAR 시스템이나 인공위성 SAR 시스템은 기선거리를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연구지역에 대한 DEM 또는 지표면 변위에 의

한 위상은 포함하지 않는 다른 간섭도를 이용하여 고도 변화에 의한 위상을 제거하

고, 지표 변위에 대한 위상만을 추출하는 기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면 변위에 의한 위상이 포함되지 않은 간섭도에서 간섭위상 ′은

′


′ (21)

로 나타낼 수 있다. ′를 이용하여 지표면 변위가 포함된 간섭도의 위상 에서 지

형 고도에 의한 위상을 제거할 경우, 식 (19)와 (21)에 의해 간섭위상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2)

식 (22)로부터 DInSAR의 변위 민감도(displacement sensitivity)는







(23)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변위 민감도를 식 (17)에 나타낸 InSAR의 고도 민감도와 비

교해보면, 간섭위상은 지형 고도보다 지표면 변위에 더욱 민감함을 확인할 수 있다.

DInSAR 기법은 지진에 의한 지표면 변위(Chini et al., 2010; Stramondo et al.,



- 37 -

2011; Yen et al., 2008), 화산활동에 의한 지표면의 변화(Lagios et al., 2005; Lanari

et al., 2007; Pavez et al., 2006; Stevens and Wadge, 2004), 지반침하 탐지(Tomás

et al., 2005; Jiang et al., 2011; Pipia et al., 2009), 빙하의 유동 해석(Massonnet et

al., 1993; Rignot, 1998; Rignot, 2008; 한향선과 이훈열, 2011a) 등에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DInSAR의 응용기술인 DDInSAR 기법은 조위에 의한 빙하의 수직변위

탐지에 사용되고 있다. DDInSAR 기법에 대한 내용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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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1)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개요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수-수십 km의 순간 시야각(instantaneous field

of view, IFOV)을 가지며, 하루에 한 번 이상 북극 및 남극 전역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극빙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해빙과

바다의 방사율 차이를 관측할 수 있어 해빙의 공간적 분포를 관측하는데 널리 이용

되고 있다.

Table 4는 극지방 관측에 대표적으로 사용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종류와 시

간 및 공간 해상도, 운용 기간을 나타낸다. 극지 관측을 수행한 최초의 인공위성 수

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Nimbus-5에 탑재된 Electrically Scanning Microwave

Radiometer (ESMR)이다. ESMR은 19 GHz의 수평 편파 채널만을 이용하여 1972년

12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북극과 남극 해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관찰하였고,

25 km의 격자 간격(grid spacing)으로 해빙 면적비를 제공하였다(Comiso et al.,

1997). 이후 1978년에 6.6, 10.7, 18, 21, 37 GHz의 수평, 수직 편파 채널로 구성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인 SMMR이 SeaSat과 Nimbus-7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Gloersen and Barath, 1977). SMMR은 1978년 10월부터 1987년 8월까지 북극과 남

극의 해빙을 관찰하였으며, 이틀에 한 번씩 북극과 남극의 해빙 먼젹비를 25 km의

격자 간격으로 제공하였다(Bjørgo et al., 1997; Cavalieri et al., 1997; Comiso et

al., 1997; Gloersen and Campbell, 1991; Johannesse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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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Platform
Grid spacing

(km)

Temporal

resolution

Operation period

(year)

ESMR Nimbus-5 25
global coverage

every 2 days
1972-1976

SMMR Nimbus-7 25

global coverage

every 1 to 2

days

1978-1987

SSM/I DMSP F- 25
global coverage

everyday
1987-present

AMSR-E Aqua 12.5, 6.25
global coverage

everyday
2002-present

Table 4. The major satellite passive microwave sensors

현재 극지방 해빙의 면적비를 제공하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 (DMSP)의 F-시리즈 위성에 탑재된 SSM/I와

Aqua 위성에 탑재된 AMSR-E가 대표적이다. SSM/I는 1987년 6월 19일 DMSP

F-8 인공위성에 처음 탑재되어 운용되었다(Colton and Poe, 1999; Stroeve et al.,

1998). SSM/I는 19.35, 37.0, 85.5 GHz의 수직 및 수평 편파 채널과 22.235 GHz의

수직 편파 채널 등 총 4개 주파수, 7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채널은 서로 다

른 순간 시야각과 데이터 샘플링 간격을 가진다(Derksen and Walker, 2003;

Robinson et al., 1992; Stroeve et al., 1998; Parkinson et al., 2006). SSM/I로 관측

된 얼음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은 NASA Team 알고리즘(Cavalieri et al., 1991;

Cavalieri et al., 1984)과 Bootstrap 알고리즘(Comiso, 1986)에 적용되어 극지방의

해빙 면적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NASA Team 알고리즘과 Bootstrap 알

고리즘 모두 25 km의 격자 간격으로 해빙 면적비를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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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s

(GHz)

IFOV

(km)

Grid

spacing

(km)

Polarization

Incident

angle

(degree)

Swath

width

(km)

Data

acquisition

6.925 75 × 43

12.5 × 12.5
H and V 55.0 1450 Daily

10.65 51 × 29

18.7 27 × 16

23.8 32 × 18

36.5 14 × 8

89.0 6 × 4 6.25 × 6.25

Table 5. Facts and figures of AMSR-E onboard Aqua (Parkinson et al., 2006)

AMSR-E는 2002년 5월 4일 Aqua 위성에 탑재되어 발사된 수동 마이크로파 센

서로써, 6.925, 10.65, 18.7, 23.8, 36.5, 그리고 89.0 GHz 등 총 6개 주파수의 수직 및

수평 편파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Table 5). AMSR-E는 다른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에 비해 다양한 주파수와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인공

위성 복사계로 각광받고 있다(Comiso et al., 2003). AMSR-E에서 해빙 면적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 알고리즘은 NASA Team2 알고리즘이다. NASA

Team2 알고리즘은 SSM/I에 사용되는 NASA Team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였

으며, 12.5 km 해상도로 해빙 면적비를 계산한다(Markus and Cavalieri, 2000;

Comiso et al., 2003; Cavalieri et al., 2006).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NSIDC)에서는 AMSR-E의 일평균(daily-averaged), 주간(ascending orbit), 야간

(descending orbit)에 대한 채널별 밝기온도와 NASA Team2 해빙 면적비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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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빙 면적비 산출 이론

해빙 면적비는 해빙 밀도라고도 하며, 일정한 면적 내에서 해빙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해빙 면적비가 15% 이상일 때 신뢰할 수 있는

값으로 사용되며, 15% 이하의 해빙 면적비는 오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

다.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자료에서 15% 이상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픽셀

의 면적을 해빙 영역(sea ice extent)이라고 하며, 해빙 영역 내에서 해빙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해빙 면적(sea ice area)이라 한다(Bjørgo et al., 1997;

Vinnikov et al., 1999).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관측 자료가 해빙 분석에 유용한 이유는 해빙과 개빙구

역(open water) 사이의 큰 방사율 차이 때문이다. 해빙과 개빙구역 사이의 방사율

차이는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주파수 대역에서 감지되는 방사율의 차이가

고주파수 대역에서 감지되는 방사율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위

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가 수신하는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은 밝기온도 로 표현

되며, 해빙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여기서 는 개빙구역의 밝기온도, 는 해빙의 밝기온도, 와 는 각각 센서

의 순간 시야각 내에서 개빙구역과 해빙이 차지하는 부분이다. 식 (24)에서 를 해

빙 면적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식 (24)로부터 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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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낼 수 있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부터 산출되는 해빙 면적비는 이와 같

은 수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에 감지되는 얼음의 밝기온

도에는 지표면과 센서 사이에 존재하는 대기의 영향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해빙 면

적비 산출을 위해 대기보정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AMSR-E로 관측된 밝

기온도를 이용하여 해빙 면적비를 계산하는 NASA Team2 알고리즘은 5장에서 자

세히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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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마이크로파 산란계와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호수

얼음의 상변화에 따른 레이더 후방산란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호수 얼음의 상변화는 기온 및 수온, 풍속, 습도, 일조량, 호수의 열수지(heat

budget)와 같은 기후 요소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지적 규모의 기후 연구

에 주요 인자로 사용되고 있다(Palecki and Barry, 1986; Livingstone, 1997; Fang

and Stefen, 1998; Williams et al., 2004; Chanbari et al., 2009). 호수의 결빙 및 해

빙 시기와 기간은 국지적 기후변화 분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Walsh et al.,

1998; Magnuson et al., 2000), 수중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Vavrus et al.,

1996; Jensen et al., 2007). 호수 얼음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기후 요소가 변화하는

경우, 호수 얼음의 상은 얼음의 유전율과 표면 거칠기, 두께, 기포의 함량 및 크기

와 같은 물리적 특성과 함께 변화하게 된다(Nghiem and Leshkevich, 2007). 특히

얼음 표면의 유전율과 거칠기는 기후 요소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에 얼음의 상변화 동안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에 따라 호수 얼음의 물리

적 특성 규명에는 얼음의 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레이더 후방산란은 호수 얼음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지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Gherboudj et al., 2010). 호수 얼음에서 표면산란은 얼음 표면의 유전율

과 거칠기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며, 체적산란은 얼음 내에 포함된 기포에 의해

크기가 결정된다. 그리고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얼음/물 경계면의 유전율과 거

칠기에 영향을 받는다. 호수 얼음의 결빙기에는 표면산란이 감소하고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얼음 표면의 유전율이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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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내부로의 마이크로파 투과율이 커지기 때문이다(Duguay et al., 2002; Jeffries

et al., 1994; Nolan et al., 2003). 결빙기에 호수 얼음이 호수 바닥(lake bed)까지 두

꺼워지면 얼음 바닥면에서의 후방산란은 호수 바닥의 작은 유전율로 인해 매우 약

하다(Jeffries et al., 1996; Kozlenko and Jeffries, 2000). 해빙기에는 얼음 표면의 유

전율이 증가하므로 표면산란이 강해지며, 마이크로파의 투과율이 감소하여 체적산

란과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약해진다(Duguay et al., 2002; Nolan et al., 2003).

이와 같이 호수 얼음에서의 레이더 후방산란은 얼음의 상변화에 따른 물리적 특성

변화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일교차가 크고 풍속이 강한 지역에서 얼음은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상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Palecki and Barry, 1986). 이러한

경우 시간 해상도가 뛰어난 능동 마이크로파 원격탐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얼음에서

의 레이더 후방산란을 반복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SAR 시스템은 얼음과 마이크로파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후방

산란을 영상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Gherboudj et al., 2007; Leconte et al., 2009).

SAR에 의해 관측된 얼음에서의 후방산란은 정확한 얼음의 상과 물리적 특성을 규

명하기 위해 다양한 산란 성분으로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SAR로 관측

된 후방산란이 얼음의 표면산란과 체적산란,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을 모두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다(Mäkynen et al., 2007). 그러나 SAR로 관측된 얼음에서의 후방

산란을 다양한 산란 성분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수-수십 일에 해당하는

SAR의 시간 해상도는 하루 동안 급격하게 발생하는 얼음의 상변화를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다양한 편파와 파장, 레이더 입사각을 구현하여 지표

면의 정확한 후방산란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인공위성 SAR 시스템에 비해 뛰어난

시간 및 공간 해상도를 가지기 때문에 급격한 상변화를 경험하는 얼음의 후방산란

측정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

를 이용하여 다양한 얼음 유형에 대한 레이더 후방산란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편파와 파장, 레이더 입사각에 따라 얼음에서의 후방산란이 다양하게 관측됨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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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Dierking et al., 1999; Perovich et al., 1998; Onstott, 1992; Geldsetzer et

al., 2007; Isleifson et al., 2009; Partington et al., 2010). 그러나 얼음의 상에 따라

달라지는 레이더 후방산란의 변화는 현재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일부 연구에서는 얼음에서의 레이더 후방산란 특성을 더욱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후방산란 모델링이 수행되었다(Gherboudj et al., 2010; Dierking et al., 1999;

Livingstone and Drinkwater, 1991; Tjuatja et al., 1992; Carlström and Ulander,

1995; Carlström, 1997). 이 연구들을 통해 얼음의 물리적 특성이 레이더 후방산란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으며, SAR 또는 산란계로 측정된 후방산란 신호에서 얼음

의 표면산란과 체적산란, 얼음 바닥면의 산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석되었다. 그러

나 대부분의 연구는 얼음의 상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얼음의 물성을 이용하여

후방산란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얼음의 상변화에 따른 레이더 후방산란의 변화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얼음의 상에 따른 물리적 특성은 정확한 후방산란 모델링을 위

해 필수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얼음의 물리적 특성은 현장에서 직접 측정

될 수 있으나, 상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는 얼음에서는 직접적인 측정이 사실상 불가

능하다.

이 장에서는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와 역산 모델링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급격한 상변화를 나타내는 호수 얼음에서의 레이더 후방산란과 물리적 특성의 변화

를 분석한다. 산란계 실험 지역과 실험 결과는 2절에서 설명한다. 3절에서는 후방산

란 모델링과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역산 모델링을 통해 호수 얼음의 상변화 동안

얼음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후방산란의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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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 실험

1) 산란계 실험 및 현장 자료 수집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 실험은 2006년 2월 2일 결빙된 강원도 춘천호에서 수

행되었다(Fig. 7). 산란계 실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 사이에 수행

되었으며, 실험 시간 동안의 날씨는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산

란계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기온은 -3 ℃에서 1 ℃까지 증가하였다. 산란계 실험

현장에서 호수 얼음의 표면은 눈이 치워진 상태였으며(Fig. 8), 얼음의 두께는 40

cm로 실측되었다. 호수 얼음의 내부에서는 약간의 구형 기포(spherical air bubbles)

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기(profiler)를 이용하여 호수 얼음 표면의 평균

제곱근 높이(root mean square height, rms height)와 상관길이(correlation length)

를 각각 0.9 cm와 3.0 cm로 측정하였다. 호수 얼음 내부에 포집된 기포의 평균 직

경은 약 1.4 cm로 측정되었으며, 얼음의 체적에 대한 기포의 함량(volume fraction)

은 약 1%였다. 산란계 실험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가로 약 50 cm × 세로 약 50

cm의 얼음 큐브(cube)를 다수 절단하여 얼음 바닥면의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얼음

바닥면의 평균 제곱근 높이와 상관길이는 각각 2.1 cm와 10.8 cm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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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ground-based microwave scatterometer experiment site. The box in

the lower right image indicates the location of Chuncheon Lake i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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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ce surface of experiment site. The ice surface was clear of snow. A

trihedral corner reflector on ice surface was used to calibrate the

system.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중심 주파수 5.3 GHz의 C-band square horn 안테

나, VNA,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2 m의 고정 스탠드로 구성되었다(Fig. 9). 안테나

의 대역폭은 600 MHz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테나의 거리 해상도와 시간 해

상도는 각각 25 cm와 1.67 ns이다(Table 6). VNA는 Agilent 사의 8753ES 모델을

사용하였다. 2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VNA는 주파수 sweep을 통해 레이더 신호

를 생성하고 역푸리에 변환을 통해 시간 영역에서 얼음에서의 후방산란 신호인 

-parameter를 측정하였다. 노트북 컴퓨터는 모든 산란계 시스템을 통제하고, 측정된

자료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안테나의 높이는 얼음 표면으로부터 2 m, 레

이더 입사각은 45°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 개의 삼각코너반사기(trihedral corner

reflector)를 이용하여 레이더 빔 중앙에서의 안테나 이득 를 21.76 dBi로 정확히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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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Value

Vector network analyzer Agilent 8753ES

Antenna type square horn antenna

Center frequency 5.3 GHz (C-band)

Bandwidth 600 MHz

Polarization HH

Beam width 15°

Antenna gain 21.76 dBi

Noise floor -50 dB

Range resolution 25 cm

Incidence angle 45°

Antenna altitude 2 m

Table 6. Specification of the ground-based microwave scatt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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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얼음의 표면 온도는 산란계 실험 직전에 0 ℃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호수 얼음 표면의 유전율 추정을 위해 Ray (1972)와 Sadiku (1985)에 의해 제안된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순수한 얼음의 유전율 는 마이크로파의 파장()과 얼음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추정된다.

  ∞


 

 

sin
 

 
 

∞





 


sin
 






(26)

여기서, 는 정지 주파수(static frequency)의 유전상수, ∞는 무한 주파수(infinite

frequency)의 유전상수이다. 는 완화 파장(relaxation wavelength), 그리고 는 확

산변수(spread parameter)를 의미한다. 얼음에 대한 ∞는 3.168이며, 와  , 는

아래와 같다(Ray, 1972; Sadiku, 1985).

  
 (27)

 × exp×

×  (28)

 
 (29)

식 (27)-(29)에서 는 얼음의 섭씨(Celsius) 온도를 나타낸다. 위의 식에 의하면, 0

℃의 온도를 가지는 순수한 얼음의 유전율은 연구에 사용된 C-band 안테나의 중심

주파수인 5.3 GHz에서 3.174로 주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호수 얼음 하부에 위치한

물의 유전율도 Ray (1972)와 Sadiku (1985)에 의해 제안된 경험식을 이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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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물의 유전율도 식 (26)에 의해 계산되며, 온도가 인 물에 대한 ∞, ,  ,

는 아래와 같다.

∞  
 (30)

  


(31)

 ×  exp

  (32)

  ×× ×  

(33)

물의 온도를 10 ℃로 고려했을 때, 5.3 GHz에서 물의 유전율은 71.332, 굴절률

(refractive index)은 8.607로 추정되며, 이는 얼음 바닥면의 유전율과 굴절률로 간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호수 얼음 표면의 상변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얼음

표면에 물을 도포하였다. 그리고 얼음 표면에 도포된 물이 상변화 하는 동안 10분

간격으로 후방산란을 반복 측정하였다. 실험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 30분에 기온은

-3 ℃로 측정되었다. 기온은 서서히 증가하여 오전 11시 50분에 0 ℃ 이상으로 올

랐다. 그리고 실험이 끝나는 시각인 오후 12시 10분에 기온은 1 ℃로 측정되었다.

얼음 표면에 도포된 물은 결빙되어 고체의 얼음으로 상변화 하였으며, 태양광과 0

℃ 이상의 기온으로 인해 다시 해빙되어가는 특징을 나타냈다. 따라서 호수 얼음의

표면은 마이크로파 산란계 실험 동안 결빙되는 상태(freezing stage), 결빙 상태

(frozen stage), 해빙되는 상태(thawing stage)의 상변화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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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conceptual model of the ground-based scatterometer experiment on

lake ice. The scatterometer measures the backscattering signals from

air/ice and ice/water interface as well as volume scattering. The ranges

of physical properties of the air/ice interface are the boundary condition

during the GA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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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란계 실험 결과

Fig. 10은 산란계로 측정된 호수 얼음의 -parameter를 안테나와 산란체 사이의

마이크로파 왕복거리(2-way travel time)와 실험 시각(시간:분)에 따라 나타낸 것으

로, 두 개의 강한 산란신호(radar return)가 관찰됨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산란신호

()는 21.6 ns에서 측정되었으며, 이는 안테나의 높이와 레이더 입사각을 고려할

때 얼음의 표면에서 측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산란신호()는 26.8 ns 거

리에서 측정되었다. 일반적인 호수 얼음에서는 표면산란과 얼음 바닥면의 산란이

강하며, 구형 기포에 의한 체적산란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기 때문에(Gherboudj

et al., 2010) 가 측정된 위치는 호수 얼음의 바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산란신호가 측정된 마이크로파 왕복거리의 차이( ns)를 이용하면, 얼음 내

부에서의 마이크로파 굴절각()은 아래 식에 의해 23.24°로 계산된다.

  

 sin 
sin  (34)

여기서 는 얼음의 두께로 40 cm이며, 는 빛의 속도, 는 레이더 입사각인 45°이

다. 얼음 내부에서의 마이크로파 굴절각이 계산되면,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얼음

내부의 유전율 과 굴절률 을 구할 수 있다.

  sinsin (35)

식 (35)에서 은 상대 투자율(relative permeability)로서 1의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

면, 얼음 내부의 유전율과 굴절률은 식 (34)와 (35)에 의해 각각 3.21과 1.79로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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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parameter measured by the ground-based microwave

scatterometer. The first and second radar returns ( and ) were

measured at 21.6 ns (ice surface) and 26.8 ns (ice/water interface),

respectively.

진다. 이 연구에서는 얼음 내부의 유전율은 산란계 실험 동안 변화가 없는 반면, 얼

음 표면의 유전율은 표면의 상변화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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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얼음에서 측정된 은 보다 강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음 표면에 상

변화가 발생하면서 의 강도는 약해지다가 다시 강해졌다. 그러나 는 지속적으

로 강도가 증가하다가 마지막 산란계 측정 직전에 약해졌다. 과 는 오전 11시

20분부터 11시 50분 사이에 동시에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두 산란신호 강도의

비대칭은 쉽게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얼음 표면의 상변화에

의한 물성 변화를 고려하여 후방산란 모델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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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 알고리즘에 의한 얼음의 물성 및 산란특성 분석

현장 관측에 의해 얼음 표면과 바닥면의 평균 제곱근 높이와 상관길이, 얼음 내부

의 유전율, 기포의 크기 및 함량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얼음 표면의 상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얼음의 물리적 특성은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었다. 산란계로 측정된 

과 에는 얼음의 표면산란과 얼음 바닥면의 산란 외에도 체적산란이 포함될 수 있

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연구지역의 호수 얼음으로

부터 체적산란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거리 해상도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역산 모델링을 수행하여 얼음 표면의 상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변화하는 얼음의 물리적 특성(얼음 표면의 유전율, 평균 제곱

근 높이, 상관길이)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역산된 얼음의 물성을 이용하여 후방산란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이로부터 호수 얼음의 후방산란 메커니즘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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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방산란 모델링

산란계로 측정된 호수 얼음에서의 산란신호는 얼음의 표면산란, 체적산란,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호수 얼음에서는 표면산란과 얼

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이 체적산란에 비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지역

에서의 호수 얼음 특성과 마이크로파 산란계 시스템의 구성에 기초하여 Fig. 9에

도시한 바와 같은 산란계 측정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산란계로

측정된 은 얼음의 표면산란과 체적산란을 포함하며, 는 얼음의 체적산란과 얼

음 바닥면의 산란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가 호수

얼음으로부터 측정한 과 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6)




 






 






 (37)

식 (36)과 (37)에서 과 는 각각 안테나로부터 얼음 표면과 얼음 바닥면까지의

거리이다. 
는 얼음의 표면산란계수(ice-surface scattering coefficient), 

는 얼음

의 체적산란계수(ice-volume scattering coefficient), 
는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

계수(ice-bottom scattering coefficient)를 의미한다. 는 레이더 빔의 단면적이다.

얼음의 표면산란계수 
는 Integral Equation Model (IEM)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Fun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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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38)

여기서 는 편파, 는 파수(wave number), 는 평균 제곱근 높이, 와 는 파

수의  및  방향 성분을 의미한다. 은 표면 자기상관 함수(surface

autocorrelation function)의 n차 거듭제곱에 대한 2차원 푸리에 변환이다. 이 연구에

서는 Gaussian 상관 함수(Gaussian correla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을 계산하였다.






exp




 


 (39)

여기서 는 상관길이이다. 식 (38)에서 
 는


  

exp





    

(40)

이며, 여기서 와 는 각각 Kirchhoff field coefficient와 complementary field

coefficient이다.

얼음의 체적산란계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Fung, 1994).


  


cos expcos cos cos   (41)

식 (41)에서 는 체적 산란 계수(volume scattering coefficient), 는 소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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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inction coefficient), 와 은 마이크로파가 안테나에서 얼음으로 투과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프레넬 투과계수(Fresnel power transmission

coefficient), 는 구형 기포에 의한 레일리 산란(Rayleigh scattering)의 위상 함수

(phase function)이다. 식 (41)에 사용되는 계수 및 함수들은 얼음 내부에 포집된 기

포의 크기와 함량, 얼음 두께, 얼음 내부로의 마이크로파 투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얼음 표면의 유전율에 의존한다(Gherboudj et al., 2010; Dierking et al., 1999;

Leconte and Klassen, 1991). 얼음 내부에 포집된 기포의 모양이 관상(tubular

shape)일 경우 체적산란은 얼음에서 관측되는 전체 후방산란 신호에 큰 영향을 미

친다(Mullen and Warren, 1988; Gherboudj et al., 2010). 그러나 구형의 기포에 의

해 발생한 체적산란은 관상의 기포에 의한 체적산란에 비해 전체 후방산란 신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 이에 따라 얼음 내부에 크기와 함량이 작은 구형의 기포

가 존재할 경우 체적산란은 얼음의 레이더 후방산란 해석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있

다(Gherboudj et al., 2010).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 실험 지역에서는 적은 양의

구형 기포가 얼음 내부에 포집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는 산란계로 측정된 과 에 체적산란이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

분하여 후방산란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계수 
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Fung, 1994).


  cosexpcos cos (42)

여기서 
 는 얼음 바닥면에서의 표면산란계수로 식 (38)에 의해 계산되며, 얼

음 내부에서의 마이크로파 굴절각이 적용된다.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얼음 바

닥면의 유전율과 거칠기에 의해 발생하며, 얼음 내부의 기포와 두께에 의해 원래의

강도보다 약해진 후 안테나에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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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역산 모델링

호수 얼음으로부터의 레이더 후방산란은 얼음 표면과 바닥면의 유전율 및 거칠기,

얼음 내부에 포집된 기포의 크기 및 함량, 그리고 얼음 두께와 같은 물리적 특성에

의존한다. 산란계 실험이 수행되기 전 얼음 표면과 바닥면의 거칠기, 얼음 두께, 기

포의 크기와 함량을 실측하였고, 얼음 내부와 얼음 바닥면의 유전율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산란계 실험 동안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유전율과 거칠기는 직접적으로 측정

되지 못하였다. 얼음 표면의 상변화 동안 이론적인 레이더 후방산란 성분을 계산하

기 위해서는 얼음 표면의 거칠기와 유전율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역산 모델링을 통해 얼음 표면의 상변화에 의해 시간적으

로 변화하는 얼음 표면의 거칠기와 유전율을 추정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계의 진화현상을 구현하여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나 탐색문

제의 해를 구하는 전역 최적화 기법으로,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Goldberg, 1989). 유전 알고리즘을 임의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하고자 하는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와 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적합도 함수

(fitness function)를 정의해야 한다. 적합도 함수가 결정되면 문제에 대한 초기 해

의 집단을 결정한다. 집단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는 염색체(chromosome)이며, 문

제의 해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 해의 집단은 교배(crossover)를 통해 다음

세대를 생성하며, 교배 과정에서는 적합도 함수가 적용되어 다음 세대에 넘겨 줄

유전자를 결정하게 된다. 해의 집단은 다시 선택(selection)과 교배, 돌연변이

(mutation)를 통해 다음 세대의 집단을 생성하게 된다.

선택이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유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며, 선택

연산에는 룰렛 휠(roulette wheel)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Goldberg, 1989). 룰렛 휠

방법은 염색체의 개수만큼 룰렛 휠 상에 공간을 분할하는데, 이때 각 염색체는 자

신의 적합성에 비례하는 공간을 배정받는다. 룰렛 휠 선택 함수는 적합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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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적합도가 낮은 염색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장점이 있다. 이는 향후 돌연변이 과정에서 적합도가 낮은 염색체가 적합도가 높은

염색체로 변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교배는 두 부모를 적절히 조합하여 새로운

자손을 생성하는 연산을 의미한다. 교배확률을 크게 하면 넓은 영역의 해를 탐색할

수 있으므로 국소 최솟값(local minimum)에 빠질 위험이 감소하나, 그 값이 너무

클 경우에는 부적당한 해의 영역을 탐색하므로 연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돌연변이는 개체 내의 유전자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연산이다. 만약 돌연변이확률이

없다면 초기 해 집단 이외의 영역에 해당하는 해는 탐색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돌연변이 확률이 주어져야 하며, 너무 큰 값을 적용할 경우 임의의 염색체들이 선

택될 수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면에 돌연변이

확률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국소 최솟값에 빠질 우려가 있다. 유전 알고리즘은 세

대의 생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적합성을 판단하며, 세대가 일정 수준 진행되거

나 해가 특정 범위 내에 들면 알고리즘이 종료된다(Fig. 11).

이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Fig. 9와 같은 호수 얼음 모델을

고려하였다. 얼음 표면의 유전율과 거칠기는 산란계 실험 동안에 얼음 표면의 상변

화에 따라 시간적으로 변화한다. 얼음의 다른 물리적 특성은 얼음 표면의 상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각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경계조건은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다. 유전 알고리즘의 목적함수는 산란계로 측정된  및 와

모델링 된  및  사이의 RMSE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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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low chart of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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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호수 얼음에서 실측된  및 (실선)와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이론적

인  및 (점선)를 나타낸다. 얼음의 표면산란과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만을 고

려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과 는 삼각형 표식으로 나타냈으며, 체적산란이 함

께 고려되어 계산된  및 는 원 표식으로 나타냈다. 과 에 체적산란이 포함

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경우, 실측된 산란신호와 모델링 된 산란신호 사이의 정규화

RMSE (normalized RMSE, NRMSE)는 1.67%이다. 이때 실측된 과 모델링 된 

은 서로 잘 일치하였으나, 과 가 동시에 증가하는 비대칭 구간에서 실측된 

와 모델링 된 는 서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에 체적산란이 과 에 모두

포함된다고 가정한 후 계산된 산란신호는 산란계 실측 결과와 0.29%의 NRMSE를

나타냈으며, 과 의 비대칭 구간에서도 모델링 결과는 실측된 산란신호를 잘 모

사하였다. 이를 통해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로 관측된 과 에는 모두 체적산

란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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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first and second radar returns measured by the ground-based

microwave scatterometer (black lines) and induced by the GA

inversion (dott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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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 알고리즘 역산 결과 - 얼음의 물리적 특성

Fig. 13(a)는 유전 알고리즘으로부터 추정된 얼음 표면의 유전율(흑색 원)과 매

10분마다 측정된 기온(흰색 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산란계 실험 시작 시각에

얼음 표면의 유전율은 물의 유전율과 거의 같았다. 이후 유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는데 이는 얼음 표면에 도포된 물이 결빙됨에 따라 나타난 변화이다. 얼음 표

면의 유전율은 오전 11시 50분에 3.73으로 가장 작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산란계 실

험 전에 측정된 얼음 내부의 유전율(3.21)과 매우 유사한 값이다. 따라서 11시 50분

에 얼음 표면에 도포된 물이 완전히 결빙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기온이 0 ℃ 이

상으로 상승한 이후 얼음 표면의 유전율은 14.81까지 증가하였고, 이로부터 얼음 표

면에 해빙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Fig. 13(b)는 유전 알고리즘으로 추정된 얼음 표면의 평균 제곱근 높이(삼각형 표

식)와 상관길이(원 표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얼음 표면에 도포된 물이 결빙되어 가

는 시기(유전율이 감소하는 시기)에 평균 제곱근 높이는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오전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 사이에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얼음 표면의 물이

고체의 얼음으로 완전히 상변화 하여 얼음 결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

과는 얼음 표면의 상변화가 얼음 표면의 유전율뿐만 아니라 구조적 특징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Han and Lee, 2012a). 얼음 표면의 유전율이 가장 작게

추정된 오전 11시 50분에 평균 제곱근 높이와 상관길이는 각각 0.98 cm와 3.2 cm

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산란계 실험 전에 실측된 얼음 표면의 거칠기와 유사한 값

이다. 오전 11시 50분 이후부터 얼음 표면의 유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평균 제곱

근 높이는 감소하였고, 이로부터 완전히 결빙된 얼음 표면이 해빙되어 갔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얼음 표면의 상관길이는 산란계 실험 동안 3.2-3.4 cm 사이에서 무

작위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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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3. Physical properties and scattering mechanisms of lake ice induced by

GA inversion: (a) dielectric constant of ice surface and air temperature,

(b) the rms height and correlation length of ice surface, and (c)

variation of ice-surface scattering, ice-volume scattering and

ice-bottom scattering during the phase transition of ice surface.



- 67 -

유전 알고리즘으로부터 추정된 얼음 표면의 물성 변화를 통해 호수 얼음의 표면

은 결빙되는 상태, 결빙 상태, 해빙되는 상태를 경험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

다. 얼음 표면이 결빙되어 가는 경우, 얼음 표면에 도포된 물이 고체의 얼음으로 상

변화 함에 따라 유전율은 감소하였고 평균 제곱근 높이는 서서히 증가하였다. 얼음

표면이 완전히 결빙되었을 때 유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얼음 결정의 형성

으로 인해서 평균 제곱근 높이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얼음 표면이 해빙

되는 시기에 얼음 표면의 유전율은 증가한 반면 평균 제곱근 높이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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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 알고리즘 역산 결과 - 얼음의 후방산란 특성

Fig. 13(c)는 유전 알고리즘으로 추정된 얼음 표면의 물성 변화를 이용하여 모델

링 한 얼음에서의 후방산란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얼음의 표면산란과 체적산란, 얼

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각각 원과 삼각형, 사각형 표식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세 가지의 후방산란 성분 중에서 얼음의 표면산란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산란계로 측정된 레이더 산란신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표면

산란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얼음 바닥면의 산란이 체적산란보다 레이더 산란

신호에 약간 더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호수 얼음의 표면산란은 얼음 표면이 완전 결빙 상태인 시기(오전 11시 30분-11

시 50분)를 제외하고, Fig. 13(a)의 유전율과 같은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얼음 표면

이 결빙된 시기에 얼음의 표면산란은 얼음 표면의 평균 제곱근 높이와 같은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얼음의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얼음 표면의 유전

율과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b)와 (c)를 통해 얼음 표면의 상관길이

는 무작위하게 변화하였으나 변화량이 크지 않고 표면산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에, 얼음 표면의 평균 제곱근 높이는 표면산란의 강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IEM으로부터 계산되는 표면산란이 상관길이보다 평균 제

곱근 높이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Rahman et al., 2007).

얼음 표면이 결빙되는 상태, 결빙 상태, 그리고 해빙되는 상태에 따른 얼음에서의

레이더 후방산란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얼음 표면이 결빙되는 시기

에 표면산란은 얼음 표면의 유전율 감소로 약해지는 반면, 얼음의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마이크로파의 투과율 증가로 인해 강해졌다. 얼음 표면이 완

전히 결빙된 경우, 즉 산란계 실험 시간이 오전 11시 30분에서 11시 50분 사이일

때, 얼음의 표면산란과 체적산란,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동시에 증가하였다(Fig.

13c). 이는 얼음 표면의 유전율이 감소하였으나, 얼음 결정의 형성으로 인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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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근 높이의 증가로 표면산란이 강해졌고, 얼음 표면의 유전율 감소에 따른 마이

크로파의 투과율 증가로 얼음의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이 지속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이다. 얼음의 표면이 해빙되는 시기에 얼음의 표면산란은 증가하는

반면에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감소하였다. 표면산란의 증가는 얼음

표면의 해빙으로 인한 평균 제곱근 높이의 감소에도 유전율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얼음 표면의 유전율 증가는 얼음 내부로의 마이크로파 투과율을 감소시키

므로, 얼음의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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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와 유전 알고리즘에 의한 역산 모델링을

이용하여 호수 얼음 표면의 결빙되는 상태, 결빙 상태, 해빙되는 상태에 따른 얼음

의 레이더 후방산란 메커니즘과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얼음 표면에 물

을 도포한 직후, 얼음 표면의 높은 유전율로 인해 표면산란은 매우 강하였으며, 작

은 마이크로파의 투과율에 의해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의 산란은 매우 약했다. 얼

음 표면에 도포된 물이 결빙되는 시기에 표면산란은 얼음 표면의 유전율 감소로 약

해졌다. 반면에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얼음 표면의 유전율 감소로

인한 마이크로파의 투과율 증가에 의해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얼음 표면에 도포된

물이 완전히 결빙된 시기에는 얼음 결정의 형성으로 인해 얼음 표면의 평균 제곱근

높이가 급증하였고, 유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얼음의 표면산란과

체적산란, 얼음 바닥면의 산란은 동시에 증가하였다. 기온이 0 ℃ 이상으로 상승하

고 얼음 표면이 해빙되어 가는 시기에 표면산란은 얼음 표면의 유전율 증가로 더욱

강해졌으며, 얼음의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의 산란은 감소된 마이크로파의 투과율

로 인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얼음 표면의 결빙 및 해빙 현상은 레이더 후방산란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정확한 레이더 후방산란 분석을 위해 얼음 표면의 상변화가 필수적으

로 고려되어야 함이 증명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SAR 영상으로부터 호수

얼음 및 해빙의 일변화와 계절적 변화를 분석하고, 얼음의 후방산란과 물리적 특성

변화를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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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SMO-SkyMed DDInSAR를 이용한 동남극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 특성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빙상이 바다로 확장되면 빙붕 또는 glacier tongue과 같이 해수면 위에 부유하는

빙하를 형성하게 된다. 빙붕과 glacier tongue은 흐름에 의한 수평적 움직임과 조위

변화에 의한 수직적 움직임을 모두 나타낸다(Rignot, 1996). 일반적으로 빙하의 흐

름은 시간에 따라 거의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위에 의한 변형은 조위의

일변화에 의해 시간적으로 크게 변화한다(Goldstein et al., 1993). 빙붕과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은 빙하의 기저면 융해 패턴(basal melting pattern)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조위변형이 해수로부터 빙상의 가장자리까지 열과 물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Rignot et al., 2000). 또한 조위변형은 얼음의 붕괴와 빙진(ice-quake)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빙상의 지형학적 특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de Juan et al., 2010). 따라서 극지 환경의 변화 예측을

위해 빙붕 및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 특성 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조위에 의한 빙붕과 glacier tongue의 반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조위모델과 함께 GPS (Brunt et al., 2010; King and Aoki, 2003; King and

Padman, 2005; Legrésy et al., 2004)와 인공위성 고도계(Fricker and Padman,

2002; Fricker and Padman, 2006; Legrésy et al., 2004; Shepherd and Peacock,

2003)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GPS와 인공위성 고도계는 빙붕 및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였으며, 이로부터 극지방에 대한 조위

모델의 조위예측 정밀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극빙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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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수신기가 매우 적고, 수십 km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고도계의 저해상도는 조위

변형의 공간적 변화 관측에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인공위성 SAR는 기상 조건 및 태양 고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 m의 공간 해상

도를 가지는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극지방 빙하의 관측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DInSAR 기법을 적용하면 빙하 표면의 변위를 수

cm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수면 위에 부유하는 빙붕과

glacier tongue에 대한 DInSAR 신호는 빙하 흐름에 의한 수평변위와 조위변화에

의한 수직변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조위에 의한 빙하의 반응을 해석하기 위해서

는 흐름에 의한 수평변위와 조위변화에 의한 수직변위가 분리되어야 한다. 빙하의

흐름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두 개의 위상차분간섭도를 차분함으

로써 각 간섭도에 포함된 수평변위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간섭도에 포

함되어 있는 수직변위의 차이만을 추출할 수 있다(Rignot, 1996). 이와 같이 두 개

의 위상차분간섭도를 차분하여 수직변위의 차이만을 추출하는 기법을 DDInSAR 기

법이라 한다. DDInSAR 기법은 극지방에 대한 조위모델의 조위예측 정확도 평가

(McMillan et al., 2011), 빙하의 지반선과 조위변형이 나타나는 힌지 영역(hinge

zone)의 정의(Rignot, 1996; Rignot et al., 2011), 힌지선(hinge line) 후퇴 분석

(Rignot, 2001) 등의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GPS와 인공위성 고도계, DDInSAR 기법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빙붕과

glacier tongue이 유체 정역학적 평형과 부동성 상태에 있으며, 조위변형의 크기는

조위의 변화량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빙하의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 여부

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조위변형의 공간적 변화를 관측하기 어려운

GPS와 인공위성 고도계의 한계점, 그리고 DDInSAR에 사용된 간섭쌍의 개수가 적

고, 시간적 기선거리가 크기 때문이다(McMillan et al., 2011; Rignot, 1996; Rignot,

2001; Rignot and MacAyeal, 1998; Rignot et al., 2000). 빙하의 흐름속도가 빠를

경우, 빙하 표면의 시간적 위상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간적 기선거리가 1일과 같이

매우 짧은 간섭쌍이 필요하다(Joughin et al., 1998; Reeh et al., 2002). 그러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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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간섭쌍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DDInSAR 기법

수행을 위한 가정, 즉 빙하의 흐름속도가 시간적으로 일정함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레이더 간섭쌍이 다수 요구되는데, 기존 연구들은 연중 일부

계절에 획득된 간섭쌍만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DInSAR 기법을 이용하여 동남극에서 유속이 빠른 glacier

tongue 중 하나인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2절에

서는 연구지역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에 사용된 다양한 위성자료와 현장관측 자료,

조위예측 모델을 설명한다. 3절에서는 DDInSAR 기법을 비롯하여, 빙하의 조위변형

을 모사할 수 있는 1차원 탄성 보 모델 및 2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소개한다. 4

절에서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토의를 수행한다. 먼저 DDInSAR 결과로부터

Campbell 빙하의 힌지 영역을 정의한다. DDInSAR로 추출된 조위변형과 조위모델

로 예측된 조위변화의 비교를 통해 빙하의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평가하고,

빙하의 휨 계수(deflection coefficient)를 추정한다. 그리고 1차원 탄성 보 모델을 사

용하여 빙하의 탄성 감쇠 계수(eleatic damping factor)와 두께를 추정하며, 2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조위변형 모델링으로부터 빙하의 지반선을 정확히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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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및 자료

1) 연구지역

Campbell 빙하는 동남극의 Northern Victoria Land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는 약

100 km, 빙하의 유역 면적(basin area)은 약 4,000 km
2
이다. Fig. 14는 2010년 6월

16일에 Campbell 빙하의 주변 지역에 대해 획득된 COSMO-SkyMed SAR 영상이

다. Campbell 빙하는 Ross 해(Ross Sea)의 Terra Nova 만(Terra Nova Bay)으로

확장된 Campbell Glacier Tongue을 형성하고 있다. Terra Nova 만은 2014년 완공

이 예정된 장보고 과학기지의 건설지이며, 연중 -30 ℃에서 5 ℃ 사이의 기온 변화

를 나타낸다. 이 지역의 평균 적설량은 170 kg m-2 a-1으로 알려져 있다(Stenni et

al., 2000).

Fig. 15는 Fig. 14에서 Campbell Glacier Tongue 부분만을 확대한 영상이다.

Campbell Glacier Tongue은 우측의 본류와 좌측의 지류로 구성되어 있다. 본류의

길이는 약 13.5 km, 폭은 약 4.5 km이다. 반면 지류의 길이와 폭은 각각 약 8.0 km

와 약 2.5 km이다. Campbell Glacier Tongue의 본류 표면에서는 빙하의 흐름 방향

을 지시하는 유선(ice flow line)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본류의 흐름 방향은

거의 일정함을 추정할 수 있다. Campbell Glacier Tongue의 지류는 무작위한 방향

의 빙하 흐름으로 인해 유선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 Campbell Glacier Tongue의

면적은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으나, glacier tongue의 가장자리에서는 얼음의

붕괴로 인한 지속적인 지형학적 변화가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다. Frezzotti (1993)은

1988-1989년에 획득된 Système Pour l’Observation de la Terre (SPOT) 위성영상

을 이용하여 Campbell Glacier Tongue의 흐름 속도와 유출량을 각각 240±20 m

a-1, 0.4 km3 a-1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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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SMO-SkyMed SAR image over Campbell Glacier obtained on 16

June, 2010.

에 대해서 빙하의 조위변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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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SMO-SkyMed SAR image over Campbell Glacier Tongue obtained

on 16 June, 2010. Tide height predicted by TPXO7.1, CATS2008a, and

Ross_Inv tide model was extracted at the location of white dot, while

FES2004 tide model predicted tide height at the location of white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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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16쌍의

COSMO-SkyMed SAR 간섭 영상을 사용하였다(Table 7). Single look complex

(SLC) 포맷으로 획득된 모든 간섭 영상은 하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며,

descending 궤도에서 3:45 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Stripmap 모드,

VV 편파, 3 m의 공간 해상도로 촬영되었다.

COSMO-SkyMed 간섭도로부터 지형 고도에 의한 위상을 제거하기 위해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ASTER)

Global DEM (GDEM)을 사용하였다. ASTER GDEM은 30 m의 공간 해상도로 지

표면의 고도 정보를 제공하며, 95%의 신뢰도에서 20 m의 수직 정확도를 가지고 있

다(Fujisada et al., 2005). GDEM의 정확도는 ASTER 영상이 획득될 당시의 위성

촬영시스템 및 위치 오차, 그리고 구름 및 눈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ASTER 영상의

스테레오 매칭(stereo matching) 오류에 의해 저하될 수 있다(Stearns, 2011).

COSMO-SkyMed SAR 영상이 촬영된 지역의 일부에서도 ASTER GDEM의 고도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보간법(interpolation)을 통해 보정되었다. Fig. 16은

COSMO-SkyMed SAR 영상이 획득된 영역에 대한 ASTER GDEM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Ice, Cloud, and Land Elevation Satellite (ICESat)의 Geoscience

Laser Altimeter System (GLAS)로부터 측정된 Campbell Glacier Tongue의 고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Campbell Glacier Tongue이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 후, ICESat GLAS 고도 자료를 이용하여 Campbell Glacier Tongue

의 두께를 추정하였다(Bamber and Bentley, 1994; Griggs and Ba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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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dates

(master, slave)

Perpendicular baseline

(m)

Height ambiguity

(m)

2010/06/16, 2010/06/17 31.6 254.6

2010/07/02, 2010/07/03 -46.3 173.4

2011/01/26, 2011/01/27 18.9 424.7

2011/02/27, 2011/02/28 5.7 1407.2

2011/03/15, 2011/03/16 -44.4 180.8

2011/03/31, 2011/04/01 -39.2 204.9

2011/05/02, 2011/05/03 -89.6 89.7

2011/05/18, 2011/05/19 75.9 105.9

2011/06/03, 2011/06/04 -36.5 220.3

2011/06/19, 2011/06/20 -47.5 169.1

2011/08/22, 2011/08/23 181.7 44.2

2011/09/07, 2011/09/08 37.3 215.2

2011/10/09, 2011/10/10 -44.4 181.2

2011/10/25, 2011/10/26 -110.9 72.4

2011/11/10, 2011/11/11 -91.7 87.6

2011/11/26, 2011/11/27 -23.4 342.8

Table 7. COSMO-SkyMed one-day tandem interferometric pair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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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m)
1 1500

Fig. 16. ASTER GDEM over the area of COSMO-SkyMed SAR images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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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Glacier Tongue의 위치에서 4개의 조위모델을 사용하여 조위를 추출하

였다. 연구에 사용된 조위모델은 TPXO7.1 (Egbert and Erofeeva, 2002), Finite

Element Solution tide model 2004 (FES2004) (Lyard et al., 2006), Inverse Model

Version 2008a of Circum-Antarctic Tidal Simulation (CATS2008a) (Padman et

al., 2002), Ross Sea Height-based Tidal Inverse Model (Ross_Inv) (Padman et

al., 2003b)이다. TPXO7.1과 FES2004는 전 지구적 조위예측 모델이며, CATS2008a

는 남극 전 해역, Ross_Inv는 남극의 Ross 해에만 적용되는 조위모델이다.

TPXO7.1과 FES2004는 각각 1/4°와 1/8°의 격자 간격으로 조위를 예측하며,

CATS2008a는 4 km의 격자 간격, Ross_Inv는 10 km의 격자 간격으로 조위를 예측

한다. 4개의 조위모델 모두 순압 상태(barotropic conditions)의 조위를 예측하므로

대기압 변화에 의한 조위변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TPXO7.1, FES2004, CATS2008a는 TOPEX/Poseidon과 ERS 고도계, 그리고 조

위계와 GPS로 측정된 해수의 높이를 기반으로 조화상수를 결정하여 조위를 예측한

다. Ross_Inv는 Ross 빙붕(Ross Ice Shelf)에 설치된 조위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조위를 예측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Ross 해에서 다른 조위모델에 비해 정

확한 조위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dman et al., 2003b). 조위는 해수의

자체적인 끌어당김 효과와 하중에 의해서도 변화하는데, 이러한 영향은 FES2004

조위모델에서 내부적으로 보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3개의 조위모델에서는 내부적으

로 보정되지 않기 때문에 TPXO6.2 load tide model (Egbert and Erofeeva, 2002)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각각의 조위모델로부터 COSMO-SkyMed SAR 영상이 획득

된 날짜 및 시각의 조위를 추출하였다. TPXO7.1, CATS2008a, Ross_Inv 조위모델

에서 조위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위치에서 추출되었다(Fig. 15의 흰색 원

표식). 반면에 FES2004 조위모델에서 조위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앞 바다

에서 조위가 추출되었는데(Fig. 15의 흰색 삼각형 표식), 이는 FES2004 조위모델이

Campbell Glacier Tongue을 육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위는 대기압이 1 mbar 변할 때마다 약 1 cm씩 변화하며, 이를 역기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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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man et al., 2003a)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위모델의 역기압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Terra Nova 만의 자동 기상 관측기구(automatic weather system)로 2010년 2

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매 시간 실측된 대기압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1년

2월 2-13일에 Terra Nova 만(74° 37'S, 163° 14'E)에서 수위계(water level

recorder)로 5분마다 실측된 조위를 이용하여 조위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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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DDInSAR 기법에 의한 조위변형 추출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하루의 시간차를 가

지는 16개의 COSMO-SkyMed 간섭도를 생성하였다(Fig. 17). 간섭도의 절대위상복

원(phase unwrapping)은 brach-cut 알고리즘(Goldstein et al., 1998)을 이용하였다.

Fig. 17의 간섭도에는 지형 고도에 의한 위상과 지표면 변위에 의한 위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형 고도에 의한 위상을 제거하기 위해 ASTER GDEM을 이용하

여 2-pass DInSAR 기법을 수행하였고, 지표면 변위에 의한 간섭위상만을 추출하였

다(Fig. 18). ASTER GDEM은 30 m의 공간 해상도와 20 m의 수직 정확도를 가지

고 있으나, COSMO-SkyMed 간섭쌍의 수직 기선거리가 5.7-181.7 m로 매우 작아

가 크기 때문에 간섭도로부터 지형 고도에 의한 위상을 제거하는데 충분하였다.

Fig. 18에서 Campbell Glacier Tongue의 표면에 관찰되는 간섭띠에는 하루 동안

의 빙하 흐름에 의한 수평변위와 조위변화에 의한 수직변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두 개의 위상차분간섭도가 나타내는 간섭위상을 각각 
와 

라 할 경우,

이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43)


 




 (44)

식 (43)과 (44)에서 
과 

 , 
는 

 (i=1, 2)에 포함된 빙하 흐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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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SMO-SkyMed one-day tandem interferograms.

한 위상, 조위변화에 의한 위상, 그리고 다양한 오차에 의한 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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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SMO-SkyMed one-day differential interferograms. Each fringe

represents the displacement of 1.5 cm to the direction of radar line of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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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3)과 (44)의 DInSAR 위상을 조위에 의한 빙하의 휨 와 관계된 식으로 표

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cos (45)

여기서 는 하루 동안의 조위변화에 의한 빙하의 수직변위이며, 와 는 각각 마

이크로파의 파장과 입사각을 나타낸다.

Campbell 빙하의 흐름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할 경우, 즉 식 (43)과 (44)에서


 

이 성립될 경우 DDInSAR 기법에 의해 생성된 이중 위상차분간섭도

(double-differential interferogram)의 간섭위상 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6)

식 (46)의 DDInSAR 간섭위상은 빙하의 조위변형과 관계된 식으로 아래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cos (47)

여기서 와 는 각각 두 개의 위상차분간섭도가 나타내는 의 차이와

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16개의 위상차분간섭도에 DDInSAR 기법

을 수행하여 총 120개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를 생성하였다.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로부터 추출된 조위변형의 오차 은 지형 고도에 의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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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불완전한 제거에 관련된 오차 topo, 일정하지 않은 빙하 흐름에 의한 오차

, 대기의 영향에 의한 위상오차  , 두 간섭 영상 사이의 낮은 긴밀도로 인한

오차 , 그리고 절대위상복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를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McMillan et al., 2011).


  topo+

 +
 +

 +
 (48)

은 조위의 영향이 없는 Campbell 빙하의 상부 지역에 대한 DDInSAR 간섭위상

의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론적인 오차 평가 방법을 통해서

도 추정될 수 있다.

McMillan et al. (2011)은 DDInSAR의 에 대한 이론적인 평가 방법을 정리하

였다. 먼저 지형 고도에 의한 위상의 불완전한 제거에 관련된 오차 topo는 DInSAR

에 사용되는 DEM의 오차에 의한 수직변위 오차 
과 간섭쌍 사이의 수직 기선거

리에 의한 수직변위 오차 ⊥

의 합과 관계된다. 
는


 sincos

⊥
 (49)

이며, 여기서 ⊥은 간섭 영상 사이의 수직 기선거리, 은 레이더에서 관측대상까

지의 거리, 는 레이더 관측 방향(look direction), 는 레이더 입사각, 그리고 는

DEM의 오차이다. ⊥

은

⊥

 sincos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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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지표면의 고도, ⊥
은 수직 기선거리의 오차이다.

식 (49)와 (50)의 합은 DInSAR 기법 수행 시 발생하는 오차이며, 여기에  를 곱

함으로써 DDInSAR 기법의 수직변위 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

빙하의 일정하지 않은 흐름에 의한 오차 는 조위의 영향이 없고, 흐름에 의한

변위만을 나타내는 빙하 지역에 대한 DDInSAR 간섭위상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대기의 영향에 의한 위상오차 은 대류권(troposphere)에 의한 위상 지

연(phase delay)과 전리층(ionosphere)에 의한 오차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리층에 의한 오차는 대류권에 의한 오차보다 작으며, X-band InSAR에서 cm 이

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attar and Gray, 2002; Chen and

Zebker, 2012). 대류권에 의한 오차는 아래와 같이 Emardson et al. (2003)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GPS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한 경험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51)

여기서 
 는 대류권의 위상지연으로 인한 레이더 관측 방향으로의 변위측정 오차

이며, , , 는 간섭 영상 사이의 시간적 기선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이다. 하

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간섭쌍에서 는 2.8±0.1, 는 0.44±0.004, 는

0.5±0.1의 값을 가진다(Emardson et al., 2003). 은 관측 대상의 길이(length scale),

는 관측 지역의 고도 편차(height difference)이며, 두 변수 모두 km 단위로 적

용된다. 식 (51)에 의해 계산된 
 는 mm 단위의 값이며, 이를 수직변위로 환산한

후  를 곱함으로써 DDInSAR 기법에 의한 오차를 구할 수 있다.

간섭쌍의 낮은 긴밀도에 의해 레이더 관측 방향에서 발생하는 오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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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은 SAR 영상의 멀티 룩(multi-look) 수, 은 긴밀도

이다. DDInSAR에 의한 는 식 (52)에서 계산된 값을 수직변위로 환산한 후 

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는 절대위상복원 후의 간섭도를 검수함으

로써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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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원 탄성 보 모델

탄성 보(beam)에서 변위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보의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longitudinal stress)과 보의 위와 아래에서 작용하는 압축력(compression

force)이다. Holdsworth (1969)는 조위에 의한 빙하의 변형 를 해석하기 위해 Fig.

19와 같은 1차원 탄성 보 모델을 고려하였고, 길이 방향의 응력 없이 를 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 (53)

식 (53)에서 는 지반선으로부터의 거리, 는 시간, ∞는 빙하의 힌지 영역을 지난

지점(→∞)에서의 조위변형, 는 해수의 밀도(1030 kg m-3), 는 중력 가속도(9.81

m s-2)이다. 는 휨 강성(flexural rigidity)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4)

여기서 는 영률(Young's modulus), 는 포아송비(Poisson's ratio), 는 얼음의 두

께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빙하의  (0.88±0.35 GPa)와  (0.3)를 사용하였다

(Vaughan, 1995). 식 (53)으로부터 지반선( )에서 빙하의 수직변위는 0 ( ,

 )이고 ∞에서  ∞라고 하면, 빙하의 조위변형 를 와 에 대한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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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n 1-dimensional elastic ice beam model of the vertical section through

a glacier tongue (Vaughan, 1995).

  ∞cossin (55)

여기서 는 빙하의 탄성 감쇠 계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식 (53)의 ∞가 조위 와

→∞에서의 휨 계수 의 곱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 (56)

이다. 휨 계수 는 →∞에서 조위에 대한 조위변형의 비율을 의미한다. 만약 빙붕

또는 glacier tongue이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으며, 부동성의 성질을 가진다

면, 는 1의 값을 가진다. 반면에  값이 1 보다 작을 경우, 빙붕 또는 glacier

tongue의 모든 영역에서 조위변형은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

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Han and Lee,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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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위상차분간섭도에서 빙하의 조위변형 는

  cossin (57)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하루 동안의 조위변화이다. DInSAR 기법으로는 빙

하의 조위변형만을 추출할 수 없으므로,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빙하의 흐름을 가정하

여 DDInSAR를 수행하면, 두 개의 위상차분간섭도가 나타내는 의 차이()를

 cossin (58)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두 위상차분간섭도에 해당하는 의 차이를 의미

한다.

1차원 탄성 보 모델에서 탄성 감쇠 계수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59)

빙하의 휨 계수 는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추출된  ∞와 조위모델로부터 예

측된  사이의 선형 회귀 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추정될 수 있

다. 각각의 조위모델에서 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COSMO-SkyMed SAR 영상

의 획득기간에 대한 조위 를 추출해야 한다. Fig. 20은 2011년 3월 15일과 16일,

2011년 3월 31일과 4월 1일에 획득된 COSMO-SkyMed 간섭쌍에 DDInSAR를 적

용하는 경우, Ross_Inv 조위모델로 를 추출하여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적색

원 표식은 연구지역에 대한 COSMO-SkyMed의 촬영시각인 03:45 UTC의 이며,

청색 원 표식으로 강조하여 나타낸 것은 연구에 사용된 COSMO-SkyMed SAR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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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ide height predicted by Ross_Inv tide model. The red dots represent

tide height at 03:45 UTC and the blue circles represent tide height at

the time of COSMO-SkyMed SAR images acquisition.

상의 획득시각에 대한 이다. Ross_Inv로 예측된 2011년 3월 15일과 16일의 조위

와 은 각각 1.1 cm와 -9.8 cm이며, 3월 31일과 4월 1일의 조위

과 은 각각 -16.0 cm와 -11.6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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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One-day difference of tide height () predicted by Ross_Inv tide

model (red dots). The blue circles represent  between the

COSMO-SkyMed one-day tandem interferometric pairs.

Fig. 21은 Fig. 20으로부터 하루 동안의 조위 변화 (적색 원 표식)를 추출하여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3월 15일과 16일, 3월 31일과 4월 1일의 간섭도에 대한

는 청색 원 표식으로 강조하여 나타냈으며, 각각 -10.9 cm와 4.4 cm임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간섭도 사이의 조위변화 차이 는 15.3 cm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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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Glacier Tongue의 휨 계수 추정을 위한 선형 회귀 분석에는 역기압 효

과 보정 전 및 보정 후의 가 모두 사용되었다.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 과정에서

조위모델에 대한 역기압 효과 보정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Campbell Glacier

Tongue의 탄성 감쇠 계수 는 120개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로부터 빙하의 유선을

따라 추정되었다. 식 (59)를 이용하여 로부터 Campbell Glacier Tongue의 두께를

유도하였고, 이는 ICESat GLAS 고도 자료로부터 추정된 두께와 비교되었다.

빙하가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면, ICESat GLAS 고도 자료로

부터 빙하의 두께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Bamber and Bentley, 1994;

Griggs and Bamber, 2011).




(60)

식 (60)에서 는 해수의 밀도, 는 빙하를 구성하는 얼음의 밀도(917 kg m-3), 는

해수면 위에 부유하는 빙하의 높이, 는 빙하의 만년설(firn) 밀도 보정 값이다. 는

강우 또는 강설에 의한 얼음인 천수빙(meteoric ice)의 두께와 만년설의 실제 두께

사이의 편차로 정의된다. 남극의 빙하는 지속적으로 눈이 쌓여 형성된 얼음이므로,

이 연구에서 는 0으로 가정하였다. 식 (60)에 의해 추정된 빙하의 두께는 지반선에

서 ±100 m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iggs and Bamber, 2011; Rignot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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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조위변형 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1차원 탄성 보 모델에 의한 조위변형 모델링의 한계를 보완하고,

Campbell Glacier Tongue의 정확한 조위변형 특성과 지반선 규명을 위해 2차원 유

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힌지 영역의 조위변형을 모델링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해

석 대상을 유한한 크기와 개수의 요소로 분할하여 근사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서, 다양한 지구물리탐사 자료의 모델링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응력상태 및 변형과

같은 구조해석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요소는

해석 대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절점과 요소의 기하학을 형성하는 변으로 구성

되어 있다. 빙하의 조위변형과 같은 변위해석 문제에서 유한요소해석의 기본은 한

요소의 절점변위와 절점력으로부터 강성행렬을 유도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문제의

해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때, 요소 분할을 세밀하게 할수록 이론적인 해에

가까운 근사적 해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

변형 모델링을 위해 대표적인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를 이용하였다.

2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조위변형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Campbell Glacier

Tongue의 밀도, 영률, 포아송비, 두께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빙하의 물리적 특성

을 정의하였다. 여기서 두께는 탄성 감쇠 계수로부터 추정된 값을 사용하였고, 나머

지 물성은 일반적인 빙하에 대한 값을 적용하였다(Vaughan, 1995). Campbell

Glacier Tongue의 모든 물성은 공간적으로 균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의

하중조건은 힌지 영역의 가장 외곽부분에서 나타나는 최대 조위변형이며, 구속조건

은 조위변형이 0인 지반선으로 설정하였다. 2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조위변형

모델링은 지반선의 정의를 두 가지 경우로 다르게 하여 수행되었으며, 각각의 모델

링 결과는 DDInSAR로 추출된 힌지 영역의 조위변형과 비교되었다.



- 96 -

(a) (b)

Fig. 22. One-day interferograms of Campbell Glacier Tongue generated from

the COSMO-SkyMed InSAR pairs obtained on (a) 2, 3 July 2010 and

(b) 31 March, 1 April 2011.

4. 결과 및 토의

1) 힌지 영역 정의

Fig. 22는 Campbell Glacier Tongue에 대한 COSMO-SkyMed 간섭도의 예시로,

(a)는 2010년 7월 2일과 3일에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생성된 간섭도이며, (b)는 2011

년 3월 31일과 4월 1일에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생성된 간섭도이다. 두 간섭도는 지

형 고도에 의한 위상과 지표면 변위에 의한 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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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3. One-day differential interferograms of Campbell Glacier Tongue

generated out of the interferograms shown as (a) Fig. 22(a) and (b)

Fig. 22(b). Each fringe represents the displacement of 1.5 cm to the

direction of radar line of sight.

Fig. 23(a)와 (b)는 각각 Fig. 22(a)와 (b)로부터 ASTER GDEM을 이용하여

2-pass DInSAR를 수행한 후 생성한 위상차분간섭도를 나타낸다. Campbell Glacier

Tongue의 서쪽에 위치한 암반 지역에서 지형 고도에 의한 간섭위상이 제거되었음

을 볼 수 있다. Fig. 18에 나타낸 16개의 위상차분간섭도에서도 DInSAR를 통해 지

형 고도에 의한 간섭위상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상차분간섭도에서 관

찰되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변위에는 빙하의 흐름과 조위변형이 모두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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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는 Fig. 23의 두 위상차분간섭도로부터 DDInSAR를 수행하여 생성한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이며, Fig. 25는 다양한 에 대한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의 예시들을

나타낸 것이다. Fig. 24에 표시한 흑색 점선(S1-S5)은 탄성 감쇠 계수 추정을 위해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조위변형이 추출된 측선이며, 각각의 측선은 빙하의 유선

과 평행하다. 흰색 실선은 고도 자료를 획득한 ICESat GLAS의 궤도를 나타낸다.

Fig. 24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 생성에 사용된 두 간섭쌍은 각각 남극의 여름과

겨울에 획득되었으나, Campbell 빙하의 상부 지역에서 간섭띠가 거의 관찰되지 않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빙하의 흐름 속도는 계절적 변화가 없고, 시간에 따

라 일정하다는 DDInSAR의 가정이 Campbell 빙하에서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Campbell Glacier Tongue의 지반선과 힌지 영역은 Fig. 24와 Fig. 25의 이중 위상

차분간섭도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단, 가 0에 가까운 경우에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지반선과 힌지 영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관찰되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지반선은 힌지

영역의 서쪽 부분에서 빙하의 유선과 수직이다. 그러나 지반선은 힌지 영역의 동쪽

으로 갈수록 유선과 수직에서 벗어나며, 가장 동쪽 부분에서는 지반선과 유선이 서

로 평행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Campbell Glacier Tongue의 지반선은 두 가지 경

우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빙하의 유선과 수직 또는 거의 수직인 방향에 대해 조

위변형이 0인 부분(Fig. 24의 굵은 흑색 실선)을 초기 지반선(initial grounding line)

으로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로는 유선의 방향에 관계없이 조위변형이 0인

부분을 개선된 지반선(refined grounding line)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지

반선으로부터 Fig. 24의 굵은 흑색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까지 확장된다. Campbell

Glacier Tongue의 정확한 지반선은 2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조위변형 모델링을

통해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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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An example of the double-differential interferogram over Campbell

Glacier generated from the two COSMO-SkyMed InSAR pairs

obtained on 2, 3 July 2010 and 31 March, 1 April 2011. Each fringe

represents the displacement of 1.5 cm to the direction of radar line of

sight. The thick black line is the initial grounding line defined as a

zero-deformation line perpendicular to the ice flow while the

thick-dotted black line represents possible extension of the grounding

line regardless of ice flow direction. The thin-dotted lines on Campbell

Glacier Tongue (S1 to S5) are the traverses for the elastic ice beam

model, parallel to the ice flow lines. The white solid line across

Campbell Glacier Tongue represents the orbit of ICESat G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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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Examples of COSMO-SkyMed double-differential interferograms with

various tidal condition of Campbell Glacier Tongue.

모든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Campbell Glacier Tongue의 남서쪽 가장자리는

힌지 영역과 동일한 조위변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Campbell Glacier Tongue

의 남서쪽 가장자리가 해저에 접촉되어 있음을 암시하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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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휨 계수

Campbell Glacier Tongue의 휨 계수 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

서 추출된  ∞와 조위모델에서 예측된  사이의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26은 역기압 효과 보정 전의 를 이용한 선형 회귀 모델로써, Campbell

Glacier Tongue의 는 1.423에서 2.109 사이로 추정되었다. 각각의 선형 회귀 모델

은 0.642에서 0.770 사이의 결정계수()를 나타냈다(Table 8). Fig. 27은 역기압 효

과가 보정된 를 이용한 선형 회귀 모델로, Campbell Glacier Tongue의 는

0.918에서 1.117 사이로 추정되었다. 조위모델의 역기압 효과 보정 후에 각각의 선

형 회귀 모델은 모두 0.9 이상의 높은  을 나타냈으며, 이로부터 조위에 의한 빙

하의 반응특성 분석에 대기압 자료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기압 효과가 보정된 Ross_Inv에 의한 선형 회귀 모델(Fig. 27d)은 0.964의 가장

높은  을 보였으며, 0.918의 를 제시하였다. Ross_Inv 조위모델은 Ross 빙붕에서

실측된 조위자료를 융합하여 만들어진 모델이며, SAR 영상자료로부터 추출된 Ross

해의 정확한 지반선을 적용한다(Padman et al., 2003b; Padman and Fricker, 2005).

역기압 효과 보정 후의 FES2004에 의한 선형 회귀 모델은 두 번째로 높은 

(0.947)을 나타낸다(Fig. 27b). 그러나 FES2004 조위모델은 Ross 해에 대해 부정확

한 지반선을 사용하고 있으며(Ray, 2008), 이로 인해 Ross 해에서 다른 조위모델에

비해 낮은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gbert et al., 2009; Padman and

Frick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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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6. Linear regressions between the DDInSAR-derived  ∞ and 

predicted by (a) TPXO7.1, (b) FES2004, (c) CATS2008a, and (d)

Ross_Inv tide model, before the IBE-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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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7. Linear regressions between the DDInSAR-derived  ∞ and 

predicted by the IBE-corrected tide models such as (a) TPXO7.1, (b)

FES2004, (c) CATS2008a, and (d) Ross_I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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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압 효과가 보정된 CATS2008a에 의한 선형 회귀 모델도 높은   (0.944)을

나타낸다(Fig. 27c). CATS2008a 조위모델은 ICESat GLAS 고도계와 Ross 빙붕에

설치된 조위계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Ross 해에서 비교적 정확한 조위를 예측하

고 있다. 그러나 CATS2008a 조위모델의 조위예측 정확도는 Ross_Inv 조위모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adman and Fricker, 2005). 역기압 효과가 보정된

TPXO7.1에 의한 선형 회귀 모델은 0.915의 가장 낮은 을 보였다(Fig. 27a).

TPXO7.1 조위모델은 Ross 빙붕에 대해서 실측 조위계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정

확한 조위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Ross 빙붕을 제외한 남극 해역에 대해서는 위

성 고도계 및 수심측량 자료의 부족으로 부정확한 조위를 예측하고 있다(Shepherd

and Peacock, 2003).

선형 회귀 모델의 으로부터 역기압 효과가 보정된 Ross_Inv 조위모델이

Campbell Glacier Tongue에 대한 최적의 조위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0

에 가까운 선형 회귀 모델의 절편(intercept)을 바탕으로 Campbell 빙하의 흐름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며, 는 조위에 독립적임을 결론지을 수 있었다(Han and Lee,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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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IBE-correction of

tide models

After the IBE-correction of

tide models


intercept

(cm)
 

intercept

(cm)


TPXO7.1 1.423 0.984 0.642 0.924 -0.455 0.915

FES2004 2.109 -1.229 0.652 1.117 -1.746 0.947

CATS2008a 1.595 0.267 0.693 0.970 -0.869 0.944

Ross_Inv 1.506 -0.583 0.770 0.918 -1.238 0.964

Table 8. Deflection coefficient (), intercept and determination coefficient ()

estimated from the linear regressions between the DDInSAR-derived

 ∞ and  predicted by the tide models before and after the

IBE-correction

역기압 효과가 보정된 Ross_Inv 조위모델은 Campbell Glacier Tongue에 대해

0.918의 를 제시하였다. 이는 Ross_Inv 조위모델에서 예측된 최대 조위변화(49.0

cm)에 비해 DDInSAR로 추출된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이 4.0 cm

더 작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위변형 이상(anomaly)은 DDInSAR 기법에 의해 추

출된 조위변형의 오차에 의한 것이거나, Campbell Glacier Tongue이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DDInSAR에 의해 추출된 빙하의 조위변형에는 topo와 ,  ,  , 에 의

한 오차가 포함될 수 있다. DDInSAR의 조위변형 측정 오차는 이론적인 오차 평가

방법 또는 조위의 영향이 없는 빙하지역에 대한 DDInSAR 간섭위상의 검토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DDInSAR의 조위변

형 오차를 분석하였다. 먼저 McMillan et al. (2011)이 정리한 이론적인 오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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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DDInSAR의 조위변형 측정 오차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COSMO-SkyMed SAR 영상의 레이더 입사각(37.7°)과 관측각(33.6°), 레이더로부터

관측대상까지의 거리(약 700 km), 그리고 각 간섭쌍들의 수직 기선거리(Table 7)를

고려하면, ASTER GDEM의 고도 정밀도(20 m)에 의한 DDInSAR의 조위변형 오차

는 1.15 cm로 계산된다(Table 9). 각 간섭쌍의 기선거리 오차에 의한 DDInSAR의

조위변형 오차는 8×10-3 cm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topo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류권에서의 위상 지연에 기인하는 DDInSAR의 조위변형

오차를 구하기 위해 식 (51)에 Campbell Glacier Tongue의  (15 km)과  (0.02

km)를 적용하였으며, 이로부터 1.6 cm의 을 추정하였다. 남극의 대류권은 매우

건조하고 공간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Wendt et al., 2005) Campbell Glacier

Tongue에 대한 DDInSAR의 은 훨씬 더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간섭쌍은 Campbell Glacier Tongue에서 0.9 이상의 높은 긴밀도를 보였으며,

이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작은 를 산출한다. 와 을 평가하기 위

해 절대위상복원이 수행된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를 모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Campbell 빙하의 상부 지역에서 빙하 흐름의 불완전한 제거에 의한 DDInSAR 신

호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절대위상복원 오류에 의한 위상의 끊어짐도 관찰되

지 않았다. 식 (48)에 의해 COSMO-SkyMed DDInSAR의 조위변형 오차 은

2.0 cm로 추정되었다.

DDInSAR의 조위변형 측정 오차는 조위의 영향이 없는 Campbell 빙하의 상부 지

역에 대해 DDInSAR 간섭 위상을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총

120개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를 검토한 결과, Campbell 빙하의 상부 지역에서 관찰

되는 DDInSAR 간섭 위상은 보다 작았다. 이는 0.5 cm의 조위변형 오차를 의미한

다. 이론적인 평가 방법에 의한 조위변형 오차(2.0 cm)와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의 검

수를 통해 추정된 조위변형 오차(0.5 cm) 모두 Campbell Glacier Tongue의 가 의

미하는 4.0 cm의 조위변형 이상을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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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terms Value (cm)

Topography, topo 1.15

Glacier flow,  0.

Atmospheric distortion,  1.6

Coherence,  0.

Phase unwrapping,  0.

Total,  2.0

Table 9. The theoretical error terms of tidal deformation extracted from

COSMO-SkyMed double-differential interferograms

조위의 변화량보다 작은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은 불완전한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 유체 정역학적 평형의 가정은 부동성 상태

의 빙하에서만 성립이 된다(Bamber and Bentley, 1994). 일반적으로 glacier tongue

이나 빙붕에서는 지반선으로부터 10 km 이상 떨어진 영역부터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다(Griggs and Bamber, 2011). Campbell Glacier

Tongue의 힌지 영역 외곽부분은 지반선으로부터 최대 7 km 떨어져 있으며, 해저에

접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남서쪽 가장자리와 매

우 근접해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Campbell Glacier Tongue은 불완전한

유체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조위변화보다 작은 조위변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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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성 감쇠 계수와 빙하 두께

이 연구에서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유선과 평행한 5개의 측선(Fig. 24의

S1-S5)에 대해 탄성 감쇠 계수 를 추정하였다. 120개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로부

터 각각의 측선을 따라 를 추출하였고, 1차원 탄성 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가 추출된 각 측선 사이의 간격은 600 m이다. Fig. 28은 1차원 탄성 보 모델링 결

과의 예시로, Fig. 24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추출된  (실선)와 모델을 통해

모사된  (점선)를 나타낸다. 1차원 탄성 보 모델로 모사된 의 오차는 S1에서

가장 작았으며(RMSE=0.48 cm), 는 0.810±0.096 km-1로 추정되었다(Table 10). 1차

원 탄성 보 모델링의 RMSE는 S2에서 S5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였다(Fig. 28

and Table 10). S1은 Campbell Glacier Tongue의 힌지 영역에서 조위변형의 등변

위선(equi-deformation line)과 수직인 반면, 다른 측선들은 등변위선과 수직에서 어

긋난다. 특히 S5의 경우에는 힌지 영역의 등변위선과 평행하며, 1차원 탄성 보 모델

링의 RMSE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원 탄성 보 모델이 지반선과 수

직인 측선에 대한 조위변형 모델링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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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Exemplary profiles of the tidal deflection along the five ice flow lines

(S1 to S5) over Campbell Glacier Tongue extracted from DDInSAR

(black lines) as shown in Fig. 24 and the model-fitted tidal deflection

by the 1-dimensional elastic ice beam model (dott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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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 S3 S4 S5

 (km
-1

) 0.810±0.096 0.680±0.078 0.501±0.075 0.432±0.060 0.367±0.048

rms model-

fitting error

(cm)

0.48 0.82 1.81 3.97 5.68

Table 10. Elastic damping factors and rms model-fitting errors along the five

ice flow lines of Campbell Glacier Tongue estimated by the

1-dimensional elastic ice beam model

Table 11은 로부터 유도된 Campbell Glacier Tongue의 두께와 ICESat GLAS

고도 자료로부터 추정된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S1에서 로부터 유도된 Campbell

Glacier Tongue의 두께는 418±86 m이며, 이는 ICESat GLAS 고도 자료로부터 추

정된 두께(436±100 m)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와 ICESat GLAS 고도 자료로 추정

된 Campbell Glacier Tongue의 두께는 힌지 영역의 동쪽으로 갈수록 서로 큰 차이

를 나타냈다. 따라서 1차원 탄성 보 모델로 추정된 와 빙하 두께는 S1에 대해서만

용인할 수 있다. 그리고 Campbell Glacier Tongue의 힌지 영역에 대한 정확한 조위

변형 분석을 위해 보다 고차원의 모델링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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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 S3 S4 S5

Ice thickness from

 (m)
418±86 527±107 792±190 966±221 1201±262

Ice thickness from

ICESat GLAS (m)
436±100 486±100 532±100 574±100 555±100

Table 11. Ice thickness of Campbell Glacier Tongue along the five ice flow

lines (S1 to S5) estimated from the elastic damping factors and

ICESat GLA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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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Geometry and meshes used in the 2-dimensional FEA of tidal

deflection in the hinge zone of Campbell Glacier Tongue.

4) 지반선 정립

Campbell Glacier Tongue의 복잡한 조위변형 특성을 해석하고 지반선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하여 2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힌지 영역의 조위변형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먼저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로부터 Campbell Glacier Tongue의 힌지 영역을

추출하여 모델의 기하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Campbell Glacier Tongue의 물성을 정

의한 후 Fig. 29와 같이 모델의 요소를 분할하였다. 요소의 개수는 40,234개로 분할

되었으며, 절점의 개수는 40,663개이다. Fig. 29에서 요소를 구성하는 변의 길이는

25-100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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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a)는 Fig. 24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추출된 Campbell Glacier

Tongue의 힌지 영역으로, 흑색 실선과 점선은 각각 초기 지반선과 개선된 지반선

을 나타낸다. 적색 실선은 힌지 영역의 최대 조위변형(-18.7 cm)이 관찰되는 부분

이다. Campbell Glacier Tongue의 힌지 영역은 동쪽 가장자리에서 최대 -4.0 cm의

조위변형을 나타냈으며, 이는 Fig. 30(a)에 적색 점선으로 나타냈다. 2차원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힌지 영역의 조위변형 모델링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수행되었다. 먼

저 구속조건과 하중조건을 각각 초기 지반선과 최대 조위변형만으로 정의하여 모델

링이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Fig. 30(b)에 나타냈다. 두 번째 모델링에서는 개선된 지

반선과 힌지 영역 동쪽 가장자리의 조위변형이 각각 구속조건과 하중조건에 추가되

었으며, 결과는 Fig. 30(c)와 같다.

초기 지반선만을 구속조건으로 적용한 2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Fig. 30b)는

DDInSAR로 추출된 빙하의 조위변형을 제대로 모사하지 못하였으며, NRMSE는

18.7%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선된 지반선까지 구속조건으로 적용한 2차원 유한요소

해석 결과(Fig. 30c)는 힌지 영역의 조위변형을 매우 잘 모사하였다(NRMSE=1.6%).

이를 통해 Campbell Glacier Tongue의 동쪽 부분이 해저에 접촉되어 있으며,

Campbell 빙하의 지반선은 빙상과 glacier tongue의 경계뿐만 아니라 Campbell

Glacier Tongue의 동쪽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Han and Lee,

2012b).



- 114 -

(a) (b) (c)

Fig. 30. (a) Hinge zone of Campbell Glacier Tongue extracted from a DDInSAR

image as shown in Fig. 24. Black solid line is the initial grounding line,

while black dotted line is the refined grounding line extended to the

eastern part of Campbell Glacier Tongue. Red solid line is the outer

edge of hinge zone, which shows the maximum tidal deflection. The

eastern hinge zone of Campbell Glacier Tongue shows local maximum

deflection along the red dotted line. The black lines and red lines are

used as the constraint and load conditions, respectively, in the

2-dimensional FEA of tidal deflection in the hinge zone. (b) The FEA

result with the initial grounding line (NRMSE=18.7%). (c) The FEA

result with the refined grounding line (NRMS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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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DInSAR, 조위모델, 실측조위의 정밀도 상호비교

조위모델의 조위예측 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1일 동안 수위계로 실측된 조위

를 조위모델로 예측된 조위 와 비교하였다. Fig. 31은  (실선)와 역기압

효과 보정 전의 Ross_Inv 조위모델로 예측된  (흑색 점선), 역기압 효과 보정 후

의 Ross_Inv 조위모델에서 예측된  (적색 점선)를 나타낸 것이다. Ross_Inv 조위

모델로 예측된 의 RMSE는 역기압 효과 보정 전에 8.0 cm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

기압 효과의 보정 후에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RMSE=7.7 cm). TPXO7.1, FES2004,

CATS2008a 조위모델로 예측된 의 RMSE도 역기압 효과의 보정에 관계없이 큰

값을 나타냈다(Table 12).

Fig. 32는 하루 동안의 실측 조위변화 와 역기압 효과 보정 전, 후의

Ross_Inv 조위모델에서 예측된 를 나타낸 것이다. 흑색 실선은  , 흑색 점선은

역기압 효과 보정 전의 , 적색 점선은 역기압 효과 보정 후의 이다. Ross_Inv

조위모델로 예측된 의 RMSE는 역기압 효과 보정 전에 7.1 cm로 나타났으나, 역

기압 효과의 보정 후에는 4.1 cm로 감소하였다. 다른 조위모델에서도 역기압 효과

의 보정 후에 의 RMSE가 크게 감소하였다(Table 12). 이로부터 역기압 효과가

보정된 조위모델은 시간에 따른 조위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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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Tide height measured in every 5 minutes by in situ water level

recorder (black line) and predicted by Ross_Inv tide model before

(black dotted line) and after (red dotted line) the IBE-correction.



- 117 -

Fig. 32. The one-day difference of tide height () in every 5 minute calculated

from in situ tide height (black line) and predicted by Ross_Inv tide

model before (black dotted line) and after (red dotted line) the

IBE-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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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은 COSMO-SkyMed SAR 영상의 획득시각인 03:45 UTC의 로부터

추출된 와 역기압 효과 보정 후의 조위모델로부터 예측된  사이의 선형

회귀 모델을 보여준다. 각각의 선형 회귀 모델에서 은 0.634에서 0.811 사이의 값

을 가지며, 역기압 효과가 보정된 의 RMSE는 4.7-5.8 cm로 나타났다(Table

12). Fig. 33에서 추정된  은 DDInSAR로 추출된  ∞와  사이의 선형 회귀

모델(Fig. 27)이 나타내는  에 비해 훨씬 작다. 이는 수위계의 조위측정 정밀도가

DDInSAR의 조위변형 측정 정밀도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수위계는 부이(buoy)에

설치되므로 파고와 풍속이 강한 경우 조위측정의 오차가 매우 크다. 반면에 파고와

풍속의 영향은 Campbell Glacier Tongue에서 감쇠되기 때문에, DDInSAR는 정밀한

조위변형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DDInSAR로 추출된 빙하의 조위변형을 분석하

거나, 조위모델의 조위예측 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안의 노두나 빙붕,

glacier tongue과 같이 고정된 지반에 설치된 조위계로 측정된 조위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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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 before the

IBE-correction (cm)

RMSE after the

IBE-correction (cm)

     

TPXO7.1 7.9 7.1 9.1 7.4 4.0 4.9

FES2004 7.3 7.2 8.9 6.8 4.1 5.1

CATS2008a 7.0 6.9 8.8 6.4 3.6 4.7

Ross_Inv 8.0 7.1 9.8 7.7 4.1 5.8

Table 12. The RMSE of tide height (), the one-day difference of tide height

() and the difference of  () predicted by the four tide models

before and after the IBE-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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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3. Linear regressions between  and  predicted by the

IBE-corrected (a) TPXO7.1, (b) FES2004, (c) CATS2008a, and (d)

Ross_Inv tid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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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하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총 16쌍의 COSMO-SkyMed SAR 간섭 영상

으로부터 생성된 120개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는 동남극 Campbell Glacier Tongue

의 조위변형 측정과 힌지 영역 정의에 매우 유용하였다. 역기압 효과를 보정한

Ross_Inv 조위모델로부터 예측된 조위변화와 DDInSAR를 통해 추출된 조위변형

사이의 선형 회귀 모델은 매우 높은  (0.964)을 보이며, 0.918의 휨 계수를 제시

하였다. 1차원 탄성 보 모델로 추정된 Campbell Glacier Tongue의 탄성 감쇠 계수

는 지반선과 유선이 서로 수직인 힌지 영역의 서쪽 부분에서 0.810±0.096 km-1이며,

이로부터 유도된 빙하의 두께는 418±86 m로 ICESat GLAS의 고도 자료로부터 추

정된 빙하의 두께(436±100 m)와 유사하였다. 2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힌지 영역

의 조위변형 모델링을 통해 Campbell 빙하의 지반선이 Campbell Glacier Tongue의

동쪽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휨 계수와 탄성 감쇠 계수는 Terra Nova 만 현장에서 측정

된 대기압 자료와 정확한 조위모델만을 이용하여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

변형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시간적 기선거리가

짧은 COSMO-SkyMed 간섭쌍에 의한 DDInSAR 기법은 흐름이 빠른 빙하의 조위

변형 추출에 매우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으며, 향후 남극 전역에 대한 빙하의 조위변

형 특성 분석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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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MSR-E NASA Team2 알고리즘에 의한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극지방에서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압축되면 빙하빙이 형

성된다. 따라서 빙하빙은 육지 기원의 얼음 환경이라 하며, 빙하와 빙상, 빙붕, 빙산

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북극의 그린란드와 남극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빙

하빙은 해빙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Oppenheimer, 1998;

Vinnikov et al., 1999; Picard and Fily, 2006; Hanna et al., 2008; Hattermann and

Levermann, 2010). 또한 빙하빙은 극지방 얼음의 질량 균형(mass balance)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Rignot and Thomas, 2002; Velicogna, 2009). 이러한 빙하빙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빙하빙의 붕괴에 따른 다양한 규모의 빙산이 생성되

고 있어 해안선의 변화와 해빙의 성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Fricker et

al., 2002).

빙하빙은 해양 기원의 얼음인 해빙과는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지므로, 빙하빙과

해빙은 서로 다른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나타낸다(한향선과 이훈열, 2007). 극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관측에는 인공위성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기상 및 태양 고도에 의존적인 광학 센서의 단점을 보

완할 뿐만 아니라, 매일 북극과 남극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avalieri

et al., 1997). 또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매일 극지의 해빙 면적비를 제공하고

있다. 해빙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해빙 면적비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 해빙

이 존재하는 면적의 비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으로, 해양에서의 얼음 분포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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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Comiso et al., 1997).

Aqua 위성에 탑재된 AMSR-E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NASA Team2 해빙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2.5 km

의 해상도로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비를 제공하고 있다(Markus and Cavalieri,

2000). NASA Team2 알고리즘은 SSM/I에 사용되는 NASA Team 알고리즘의 해

빙 면적비 측정 오류와 공간 해상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북극과 남극의 해빙에 대해

정확도 높은 면적비를 계산한다고 알려져 있다(Comiso et al., 1997; Cavalieri et

al., 2006). Cavalieri et al. (2006)의 연구에 의하면, NASA Team2 알고리즘은 북극

의 일년생 해빙과 young ice에 대해 정확한 면적비를 계산하였다. Lee and Han

(2008)은 남극의 해빙에 대해 NASA Team2 알고리즘이 NASA Team 알고리즘보

다 다양한 유형의 해빙을 감지하며, 더 정확한 해빙 면적비를 산출함을 증명하였다.

AMSR-E NASA Team2 알고리즘에서 계산되는 얼음의 면적비에 대한 정확성

평가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해빙에

대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만을 분석하였고, 해빙과는 다른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가

지는 빙하빙에 대해서는 NASA Team2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보고된 바가 없다.

NASA Team2 알고리즘은 남극 대륙 및 그린란드와 같은 육지와 대규모 빙붕을 마

스킹(masking) 한 후 해빙 면적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빙붕과

glacier tongue, 바다에서 해빙과 혼재하고 있는 빙산은 마스킹 되지 않으며, 이는

NASA Team2 알고리즘에서 잘못된 해빙 면적비가 계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따라서 빙하빙에 대한 NASA Team2 알고리즘의 정확도 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오차가 발생할 경우 원인 해석을 위해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빙하빙에 대한 AMSR-E NASA Team2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평

가한다. 그리고 NASA Team2 알고리즘에 빙하빙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규명한다. 2절에서 연구지역과 연구자료를 소개하

며, 3절에서 NASA Team2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의 정확성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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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절에서 빙하빙에 대한 NASA Team2 알고리즘의 정확성 평가 결과를 제시

하고,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분석을 통해 빙하빙의 물성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5절에서 정리한다.



- 125 -

2.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에 인접한 동남극의 George V 해안에서 획득된 2장의

ENVISAT ASAR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ASAR 영상의 촬영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34). ASAR 영상은 2006년 4월 20일과 26일에 HH 편파, Wide

Swath SLC (WSS) 모드로 descending 궤도에서 촬영되었다(Table 13). Fig. 34(a)

는 2006년 4월 26일에 획득된 ASAR 영상이며, Fig. 34(b)는 같은 일자의 AMSR-E

NASA Team2 해빙 면적비 영상이다. ASAR 영상에서 빙상은 매우 어둡게 나타난

다. 남극 대륙의 빙상은 건조하고 두꺼운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조한 눈은 마이

크로파를 잘 침투시키며, 이에 따라 레이더 후방산란은 빙상의 표면보다 내부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Magagi and Bernier, 2003; Mäkynen et al., 2007; Tedesco

and Miller, 2007). 그러나 빙상 내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체적산란은 안테나에 되

돌아오기 전에 감쇠되므로 ASAR 영상에서 빙상은 어둡게 나타난다.

빙상은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밝게 나타나는데, 이는 강한 바람에 의해 빙상의 표

면 거칠기가 커져 강한 표면산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ASAR 영상의 오른쪽에는

빙하가 바다로 흘러내려 형성된 glacier tongue이 위치한다. ASAR 영상에서 바다

는 대부분 해빙으로 덮여 있으며, 다양한 규모의 빙산이 관찰되고 있다. Fig. 34(b)

의 AMSR-E NASA Team2 해빙 면적비 영상은 해빙 영역에서 100%에 가까운 면

적비를 보이고 있으나, 빙산이 분포하는 영역에서는 작은 면적비를 산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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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yyyy/mm/dd)

Time

(hh:mm:ss)
Swath Orbit Pass Polarization

Incidence

angle

(degree)

2006/04/20 21:34:42 WSS 21640 Descending HH 22.22

2006/04/26 21:46:08 WSS 21726 Descending HH 22.18

Table 13. ENVISAT ASAR images used in this study

ice shelf

sea ice
sea ice

 icebergs

ice shelf

sea ice
sea ice

 icebergs

ice sheet masked in NASA 
Team2 sea ice algorithm

ice sheet masked in 
NASA Team2 sea 
ice algorithm

50%

100%

SIC

(a) (b)

Fig. 34. (a) ENVISAT ASAR image of study area obtained on 26 April, 2006.

(b) AMSR-E NASA Team2 sea ice concentration (SIC) image

obtained on 26 April, 2006. The sea ice concentration is nearly 100%

but the glacial ice concentration is underestimated in NASA Team2

sea ice concentr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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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칠기가 큰 빙산은 ASAR 영상에서 매우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빙과의

구분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빙붕은 주변의 해빙과 후방산란 강도가 유사하여 쉽게

구별할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에 대한 빙붕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MODIS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영상을 활용하였다. Fig.

35는 2003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남극의 여름철에 시계열적으로 수집된

MODIS 영상 중 구름이 많지 않은 날짜의 영상을 선별해 나타낸 것이다. Fig. 35의

적색 실선은 NASA Team2 해빙 면적비 영상에서 마스킹 된 육지의 가장자리를 의

미한다. 청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는 매년 여름에 눈으로 덮인 얼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35(d)에서 해안선을 따라 고도가 높은 빙상의 그림

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그림자는 청색 원으로 표시한 지역에서

도 관찰되고 있다. MODIS 영상의 공간 해상도가 500 m인 점을 고려했을 때 청색

원으로 표시한 얼음의 부유 높이(freeboard height)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청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의 얼음은 해빙이 아닌 빙붕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ASAR 영상에서 빙붕과 해빙을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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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3/02/23 (b) 2004/04/08

(c) 2005/02/02 (d) 2005/12/17

(e) 2006/02/19 (f) 2006/04/29

Fig. 35. MODIS images obtained in summertime in (a) 2003, (b) 2004, (c and d)

2005, and (e and f) 2006. Red line represents the boundary of land

mask used in NASA Team2 algorithm. Blue circle in each image

represents an ice shelf that survived in summe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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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NASA Team2 알고리즘

NASA Team2 알고리즘은 SSM/I의 NASA Team 알고리즘을 일부 변형시킨 것

으로,  (polarization ratio)과  (spectral gradient ratio),  (rotated ),

을 이용하여 남극의 해빙 유형을 ice type A, B, C로 분류하고 개빙구역을 구

분한다(Markus and Cavalieri, 2000). 과 은 각각의 마이크로파 채널() 및

편파()에서 관측된 밝기온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61)

 
 

(62)

식 (61)과 (62)로부터 계산되는 과 는 해빙의 종류와 개빙구역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 NASA Team 알고리즘은 남극의 해빙 유형을

ice type A와 B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Ice type A는 북극의 일년생 해빙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ice type B는 표면에 두꺼운 눈이 쌓여 있는 해빙으로 북극의 다

년생 해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Comiso et al., 2003). Ice type A와 B는 

과 에서 작은 값을 가지는 반면에, 개빙구역은 과 

에서 모두 높은 값을 가지므로 해빙과 쉽게 구별된다.

기존의 NASA Team 알고리즘은 아래 식에 과 을 적용하여 ice type A와

B의 면적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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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 (64)

식 (63)과 (64)에서 와 는 각각 ice type A와 B의 면적비를 의미하며, 는

아래 식과 같다.

    × (65)

식 (63)과 (64)에 사용된 상수 , ,  (     )는 과 의 계산에 사용되

는 채널로 관측된 개빙구역, ice type A, ice type B의 밝기온도로부터 구해진다.

Table 14에 SSM/I로 관측된 개빙구역과 ice type A, ice type B의 밝기온도 대푯

값(tie point), 그리고 식 (65)에 사용되는 각각의 상수를 정리하였다(Comiso et al.,

1997).

18.7 GHz로 관측된 지표면의 밝기온도는 대기 중의 수증기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한다. NASA Team 알고리즘은 대기 중 수증기량에 의한 해빙 면적비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기후 필터(weather filter)를 적용한다. 기후 필터는 가

0.05보다 크거나 가 0.045보다 클 경우 해빙 면적비를 0%로 계산하며,

이를 통해 NASA Team 알고리즘의 해빙 면적비 산출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Cavalieri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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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 points

Channel
Open water Ice type A Ice type B

19.35 V 176.6 K 249.8 K 221.6 K

19.35 H 100.3 K 237.8 K 193.7 K

37.0 V 200.5 K 243.3 K 190.3 K

Coefficients

 = 3055.00

 = -18592.6

 = 20906.9

 = 42554.5

 = -782.750

 = 13453.5

 = -33098.3

 = -47334.6

 = 2078.00

 = 7423.28

 = -3376.76

 = -8722.03

Table 14. NASA Team sea ice algorithm tie points and the coefficients of

southern hemisphere (Comiso et al., 1997)

해빙의 표면에 snow layer가 존재하거나 눈과 해빙의 경계면이 불균일한 성질을

가질 경우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Cavalieri et al., 2006;

Markus and Cavalieri, 2000). 이와 같이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표

면적 영향요소(surface effect)를 가지는 해빙을 ice type C라 한다. Ice type C의

는 ice type A와 ice type B의  사이에서 그 값을 유지한

다(Andersen et al., 2007; Markus and Cavalieri, 2000). 반면에 18.7 GHz 수평 편

파 채널로 관측된 ice type C의 밝기온도는 다른 해빙 유형에 비해 작기 때문에 ice

type C의 은 개빙구역의 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NASA Team

알고리즘에서 해빙 면적비는 과소평가된다(Markus and Cavalieri, 2000).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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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2 알고리즘은 ice type C를 구분하기 위해 18.7 GHz 채널보다 해빙의 표면

상태에 영향을 덜 받는 89.0 GHz 채널을 사용하여 과 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계산한다(Matzler et al., 1984; Markus and Cavalieri, 2000).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in cos (66)

식 (66)에서 는 남극에서 18.7 GHz에 대해 -0.59 라디안, 89.0 GHz에 대해 -0.40

라디안이 적용된다. 은 89.0 GHz의 V, H 채널에 대한 의 차이로서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   (67)

은 해빙의 표면 영향이 심할수록 그 값이 커지지만 과 같이 개빙

구역에 크게 가까워지지지는 않는다. 는 해빙의 표면 영향이 커지더라도 그

값이 0에 가까운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89.0 GHz 채널의 밝기온도가 해

빙의 표면 영향이 커지더라도 거의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89.0 GHz는

대기의 영향에 민감한 단점이 있으며, 대기 효과가 심할 경우 ice type C와 개빙구

역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NASA Team2 알고리즘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보정을 수행한

다(Markus and Cavalieri, 2000). 먼저 direct radiative transfer model (Kummerow,

1993)을 이용하여 다양한 대기조건에서의 채널별 밝기온도를 계산하고, 1%에서

100% 사이의 해빙 면적비에 해당하는 , , 을 모델링한다. 그리

고 AMSR-E가 실제로 관측한 픽셀을 라 할 때, 아래 식의 을 최소화하는 모델

링 된 , , 의 해빙 면적비를 대기보정 된 해빙 면적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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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 〈〉 (68)

식 (68)에서 〈〉, 〈〉, 〈〉은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값이다. 대기

보정 모델의 적용 결과, 대기 영향에 의한 NASA Team2 해빙 면적비의 오차는

±5% 범위 안에 분포하였으며, 해빙과 개빙구역의 구분 또한 모호하지 않았다

(Markus and Cavalieri, 2000). NASA Team2 알고리즘은 대기보정이 적용된 해빙

면적비가 다른 기상 조건에 의해 오차를 가질 경우, NASA Team 알고리즘의 기후

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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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Date

(yyyy/mm/dd)

User accuracy

(%)

Producer accuracy

(%) Overall

accuracy

(%)Sea ice
Open

water
Sea ice

Open

water

2006/04/20 98.51 84.12 98.66 82.68 97.40

2006/04/26 96.35 86.69 96.64 85.67 94.41

Table 15. Classification accuracy of ENVISAT ASAR images

2) ASAR와 NASA Team2 해빙 면적비 비교

ASAR 영상에서 빙하빙과 해빙의 면적비를 산출하고 이를 AMSR-E NASA

Team2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기 위해, 먼저 NASA Team2 알고리즘의 land-mask

product를 이용하여 ASAR 영상에서 육지를 마스킹 하였다. 그리고 감독분류

(supervised classification) 방법과 디지타이징(digitizing)을 이용한 육안분류 방법을

통해 ASAR 영상에서 빙하빙과 해빙이 포함된 얼음 영역과 개빙구역을 분류하였

다. 감독분류의 전체 정확도는 4월 20일 영상에서 97.4%, 4월 26일 영상에서 94.4%

로 계산되었다(Table 15). 두 ASAR 영상에서 얼음의 면적비는 모두 97.3%로 계산

되었다. ASAR 영상 내에서 빙하빙과 해빙이 영상 전체에 걸쳐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개빙구역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97.3%의 값을 ASAR

영상의 빙하빙과 해빙 면적비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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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큰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빙하빙과 해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이 시간

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바람이 강하거나 해류의 영향이 큰 경우 빙하빙과 해빙

면적비의 공간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NASA Team2 알고리

즘의 일평균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Lee and Han, 2008; 한향선과 이훈열, 2007).

따라서 AMSR-E로 획득된 밝기온도와 NASA Team2 해빙 면적비의 시공간적 변

화가 큰 지역은 연구에서 제외해야 한다. ASAR 영상에서 바다는 대부분 얼음으로

균일하게 덮여 있으며 영상이 획득된 시기는 얼음 분포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작은

겨울에 해당하므로, 연구지역에 대한 빙하빙과 해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은 시공

간적으로 안정적임을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빙하빙 및 해빙에 대해 NASA Team2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된

일평균 면적비를 ASAR 영상에서 계산된 면적비(97.3%)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빙하

빙에 대한 NASA Team2 알고리즘의 오차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 AMSR-E의 채널

별 밝기온도를 추출한 후, 과 , , 을 계산하여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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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의

Fig. 36(a)는 NASA Team2 알고리즘의 land-mask product를 이용해 육지를 마

스킹 한 4월 26일의 ASAR 영상이며, Fig. 36(b)는 ASAR 영상에서 추출된 빙하빙

및 해빙의 면적비와 NASA Team2 해빙 면적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해빙 영

역에 대해 ASAR 영상에서 추출된 면적비는 NASA Team2 해빙 면적비와 거의 차

이가 없었으며, RMSE는 1.4%로 매우 작았다. 그러나 빙하빙 영역에서 NASA

Team2 알고리즘은 ASAR 영상에서 추출된 면적비에 비해 매우 작은 면적비를 계

산하였으며, RMSE는 26.4%로 매우 컸다. 이는 해빙과는 다른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으로 인한 NASA Team2 알고리즘의 면적비 계산 오류라고 판단되었다.

빙하빙과 해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MSR-E의 각 채

널에서 관측된 해빙과 빙하빙의 밝기온도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과 , ,

을 계산하여 빙하빙과 해빙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Fig. 36(c)-(h)는 각각 4월

26일 획득된 AMSR-E 자료의 , , , ,

, 이다. 빙하빙이 위치한 영역에서 모든 과 , , 은 해빙

영역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특히 빙하빙 영역에서 NASA Team2 해빙 면적

비 자료의 오차가 클수록 높은 과 , ,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빙하빙에 대한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보다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 NASA

Team2 해빙 면적비에 적용되는 과  산점도(scatter plot)를 생

성하였다.



- 137 -

-5% 50%
ASAR-NT2 SIC

0.01 0.10
PR(18)

-0.01 0.04
GR(37V18V)

(a) (b)

(c) (d)

ice sheet masked by land-mask 
product of NT2 algorithm

ASAR image

ice 
shelf

ice 
shelf

sea 
ice

sea 
icesea 

ice
sea 
ice

icebergs icebergs

Fig. 36. (a) ENVISAT ASAR image obtained on 26 April, 2006, (b) the

difference between ASAR ice concentration and NASA Team2 (NT2)

sea ice concentration (SIC), (c) , (d) , (e)

, (f) , (g)  and (h) . Ice sheet in

all images was masked by the land-mask product of NASA Team2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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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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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은 해빙과 빙하빙에 대한  산점도로 가로축은

, 세로축은 이다. 산점도에서 해빙은 검은색 원 표식으로 나타냈

으며, 빙하빙은 파란색 원 표식으로 표현하였다. 산점도에 나타낸 삼각형의 각 꼭짓

점은 100% 해빙 면적비의 ice type A와 B, 그리고 0%의 해빙 면적비를 가지는 개

빙구역의 과  값에 해당한다. 남극에서 ice type A는 북극의 일

년생 해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ice type B는 북극의 다년생 해빙과 그 물리적

성질이 유사하다. 남극의 경우 대부분의 해빙은 여름에 녹아 소멸되는 ice type A

에 해당하며, ice type B는 주로 웨들 해(Weddell Sea)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 면적비의 ice type A와 B를 연결하는 선분과  축 사이의

예각은 의 계산에 사용되는 를 의미한다.

높은 은 얼음 위에 30 cm 이상의 두꺼운 눈이 쌓여있는 경우 자주 나타나

며, 이러한 경우 해빙 면적비는 과소평가 된다(Cavalieri et al., 2006; Markus et

al., 2006). 그리고 두께가 매우 얇은 new ice도 개빙구역과 유사한 마이크로파 복사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은 해빙의 표

면 영향과 비례 관계를 가지며, NASA Team2 알고리즘에서 표면 영향이 큰 해빙

은 ice type C로 정의된다(Markus and Cavalieri, 2000). Ice type C의 경우 18.7

GHz의 수평 편파에서 마이크로파 복사휘도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남극의 일반적

인 해빙인 ice type A보다 큰 이 계산된다. Ice type C의 는

100% 해빙 면적비를 가지는 ice type A, B의  값 사이에 분포한다.

Fig. 37의  산점도를 통해 연구지역의 해빙은 대부분 ice type

A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산점도에서 빙하빙과 해빙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빙하빙에 대한

의 평균은 0.072로 계산되었으며(Table 16), 해빙에 대한 의 평균

(0.048)보다 크다. 이는 빙하빙의 표면에 매우 두꺼운 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빙하

빙의  또한 해빙의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빙과

해빙의  차이는 얼음 표면에 존재하는 눈의 밀도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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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Scatter plot of  and  of sea ice (black dots) and

glacial ice (blue dots).

Powell et al. (2006)의 연구에 의하면 얼음 표면에 존재하는 눈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빙하빙의 표면을 형성

하는 눈의 밀도는 약 700-900 kg m
-3

으로 해빙 표면에 존재하는 눈의 밀도

(100-400 kg m
-3

)보다 크다(Kelly et al., 2003; Luckman et al., 2009). 이에 따라

빙하빙의 가 해빙의 보다 큰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Fig. 37의  산점도를 통해 빙하빙은 해빙 및 개빙구역과 구분

되는 고유한 범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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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cial ice Sea ice

avg. std. max. min. mdn. avg. std. max. min. mdn.

 0.072 0.020 0.181 0.044 0.068 0.048 0.019 0.128 0.021 0.042

 0.025 0.008 0.048 0.004 0.025 0.004 0.007 0.028 -0.017 0.004

 0.074 0.021 0.123 0.016 0.076 0.016 0.020 0.071 -0.026 0.013

 0.118 0.030 0.211 0.046 0.120 0.044 0.030 0.134 -0.016 0.040

 0.074 0.019 0.175 0.045 0.070 0.042 0.017 0.106 0.016 0.038

 0.044 0.014 0.118 0.021 0.042 0.028 0.016 0.098 0.006 0.024

Table 16. Statistics of the AMSR-E , , , and 

Fig. 38은 빙하빙과 해빙에 대한 와 의 산점도이다. 빙하

빙과 해빙은 각각 검은색과 파란색 원 표식으로 나타냈다. 산점도에 표시한 검은색

실선은 100%의 면적비를 가지는 ice type A와 B에 해당하며, 실선에서 멀어질수록

작은 해빙 면적비가 산출되게 된다. 검은색 점선의 원으로 표시한 영역은 개빙구역

에 해당한다. NASA Team2 해빙 면적비 영상에서 높은 면적비로 계산된 해빙은

이 실선으로부터 가까운 영역에 분포하는 반면, 실제보다 작은 면적비로 계산된 빙

하빙은 실선에서 먼 영역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빙하빙은 해빙보다 큰 와 를 가진다. 이는 18.7 GHz와

89.0 GHz 영역에서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이 빙하빙과 해빙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

이다. 빙하빙에서 18.7 GHz에 대한 밝기온도는 해빙에서 감지된 밝기온도보다 작다

(Andersen et al., 2007; Jiang et al., 2007). 89.0 GHz 채널이 얼음의 표면 또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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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Scatter plot of  and  of sea ice (black dots)

and glacial ice (blue dots).

면에서 가까운 얼음 내부에서의 복사휘도를 감지하는 반면에, 18.7 GHz 채널은 얼

음의 하부층(lower layer)으로부터 발생된 후 얼음 내부에서 감쇄된 복사휘도를 감

지한다. 따라서 빙하빙에서 18.7 GHz 채널로 측정된 복사휘도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해빙에서 측정된 복사휘도보다 작으며, 이로 인해 빙하빙에서 해빙보다 높은

과 가 계산된다. Fig. 38의  산

점도에서도 빙하빙과 해빙, 그리고 개빙구역은 서로 구분되는 범위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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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는 과 의 산점도로서, 빙하빙은 파란색 원 표식으로 나타냈으

며 해빙은 검은색 원 표식으로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빙하빙의 과 은

해빙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극에서 ice type A, B, C는 모두 0에

가까운 을 가지므로 산점도에서 해빙의 은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

다. 빙하빙의 이 해빙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빙하빙에서의 와

의 차이가 해빙에서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차이는 18.7 GHz

채널에 대한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휘도가 수직 및 수평 편파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빙하빙은

 산점도에서도 고유한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Fig. 37과 Fig. 38, Fig. 39의 과  산점도에서 빙하빙은 해빙

및 개빙구역과는 다른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때문에 고유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

며, 이는 빙하빙이 AMSR-E NASA Team2 해빙 알고리즘에서 새로운 유형의 얼

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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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Scatter plot of  and  of sea ice (black dots) and glacial

ice (blue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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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동남극의 George V 해안에서 획득된 ENVISAT ASAR 영상으로부터 빙하빙과

해빙의 면적비를 구하였고, 이를 AMSR-E NASA Team2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

다. NASA Team2 해빙 면적비는 해빙 지역에서 1.4%의 RMSE로 매우 높은 정확

성을 나타냈으나, 빙산 및 빙붕과 같은 빙하빙 영역에서는 실제보다 매우 작은 면

적비를 계산하였다(RMSE=26.4%). 이는 빙하빙과 해빙의 서로 다른 마이크로파 복

사특성에 기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NASA Team2 알고리즘의  , , 

을 이용하여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규명하였다. 빙하빙의 ,

, , , , 그리고 은 모두 해빙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해빙보다 상대적으로 두껍고, 표면을 구성하는 눈의 밀도가

큰 빙하빙의 물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빙하빙은 해빙 및 개

빙구역과는 다른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으로 인해, 과  산점도에

서 고유의 영역을 형성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고, NASA

Team2 해빙 알고리즘에서 빙하빙이 새로운 유형의 얼음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

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지역과 계절의 영상이 분석의 한계

점으로 작용하였다. 남극의 빙하빙을 대표하는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지역 및 계절에 대한 위성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NASA Team2 알고리즘에 빙하빙 면적비(Glacial Ice Concentration)를 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빙하빙 면적비는 AMSR-E 및 SSM/I 해빙 면적비 자

료의 land-mask product 개선, 빙산 추적, 빙하빙의 증감에 의한 해안선의 변화 등

다양한 극지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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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1. 종합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와 인공위성 SAR, 인공위성 수동 마이

크로파 센서를 이용하여 호수 얼음 및 극지방 빙하 환경과 마이크로파 사이의 다양

한 상호작용을 관찰하였고, 이로부터 호수 얼음의 레이더 후방산란 특성, 조위에 의

한 빙하의 변형특성,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규명하였다. 호수 얼음의 레

이더 후방산란은 얼음 표면의 상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로

측정되었다. 호수 얼음의 물리적 특성과 후방산란 메커니즘은 유전 알고리즘에 의

한 역산 모델링을 통해 해석되었다.

동남극에 위치한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에 의한 반응특성을 해석하고

자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COSMO-SkyMed SAR 간섭 영상에 DDInSAR 기법을 적

용하여 빙하의 조위변형을 추출하였다. 1차원 탄성 보 모델을 이용하여 조위에 의

한 Campbell Glacier Tongue의 휨을 결정하는 물리적 특성을 추정하였고,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2차원 조위변형 모델링을 통해 Campbell 빙하의 지반선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인 AMSR-E로 관측된 빙하빙의 밝기온도를 이

용하여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규명하였고, 빙하빙에 대한 해빙 면적비

산출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오차 원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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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수 얼음의 상변화에 의한 후방산란 특성

호수 얼음의 표면이 결빙되는 상태, 결빙 상태, 해빙되는 상태로 상변화 하는 동

안 C-band HH 편파의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이용하여 얼음으로부터 레이더

후방산란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유전 알고리즘에 의한 역산 모델링을 통해 호수 얼

음의 상변화에 따른 물리적 특성 및 후방산란 메커니즘의 변화를 규명하였다. 얼음

표면에 물이 도포된 경우 얼음 표면은 높은 유전율을 가지며 마이크로파의 투과율

은 매우 작아진다. 이에 따라 호수 얼음의 표면산란은 매우 강하였으며,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의 산란은 매우 약했다. 얼음 표면이 결빙되는 시기에는 표면의 유전율

감소로 표면산란이 약해졌으나, 마이크로파의 투과율이 증가하면서 체적산란과 얼

음 바닥면에서의 산란은 강해졌다. 얼음 표면이 완전히 결빙되었을 때, 얼음 표면에

형성된 얼음 결정의 평균 제곱근 높이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강한 표면산란을 야기

하였다. 그리고 얼음 표면의 유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마이크로파의 투

과율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의 산란은 더욱 강해졌다. 얼

음의 표면이 해빙되어 가는 경우, 얼음 표면의 유전율이 증가하여 표면산란은 더욱

강해졌으며, 체적산란과 얼음 바닥면의 산란은 감소된 마이크로파의 투과율로 인해

약해졌다.

이 연구는 얼음에서의 레이더 후방산란 특성 분석에 얼음의 상변화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인공위성 및 항공 SAR 영상으로부터 얼음의

후방산란 특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선행연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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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 특성

이 연구에서는 동남극 Campbell Glacier Tongue에서 획득된 하루의 시간적 기선

거리를 가지는 16쌍의 COSMO-SkyMed SAR 간섭 영상을 이용하여 DDInSAR 기

법을 수행하였다. COSMO-SkyMed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로부터 Campbell Glacier

Tongue의 정확한 조위변형을 추출할 수 있었고, 힌지 영역을 정의할 수 있었다. 이

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추출된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과 역기압 효

과가 보정된 Ross_Inv 조위모델로부터 예측된 조위변화 사이의 선형 회귀 모델은

0.964의 매우 높은 결정계수를 보였으며, 0.918의 휨 계수를 제시하였다. 1차원 탄성

보 모델로부터 Campbell Glacier Tongue의 서쪽 부분에 대한 탄성 감쇠 계수는

0.810±0.096 km-1, 빙하의 두께는 418±86 m로 추정되었다. 2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Campbell Glacier Tongue의 조위변형 모델링 결과는 Campbell 빙하의 지반선

이 Campbell Glacier Tongue의 동쪽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DDInSAR 기법과 조위모델, 그리고 대기압 자료의 병용은

남극 전역에 존재하는 빙붕과 glacier tongue에 적용될 수 있으며, 조위의 의한 빙

하의 반응특성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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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동남극 George V 해안에서 획득된 2개의 ENVISAT ASAR 영상으로부터 빙하빙

과 해빙의 면적비를 구하였고, 이를 AMSR-E의 NASA Team2 알고리즘으로 계산

된 해빙 면적비와 비교하였다. NASA Team2 알고리즘은 해빙 지역에서 매우 정확

한 면적비(RMSE=1.4%)를 산출하였으나, 빙하빙 지역에서는 매우 작은 면적비를

계산하였다(RMSE=26.4%). 이는 빙하빙과 해빙의 서로 다른 마이크로파 복사특성

에 기인한다.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AMSR-E의 채널별로

관측된 빙하빙의 밝기온도를 추출한 후 NASA Team2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과 , , 을 계산하였다. 빙하빙의 , , ,

, , 은 모두 해빙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빙하빙의 표

면에 덮인 눈이 해빙에서보다 두껍고 밀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빙하

빙은 과  산점도에서 해빙 및 개빙구역과는 다른 마이크로파 복

사특성으로 인해 고유의 영역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NASA Team2 해빙 알고

리즘에서 빙하빙이 새로운 유형의 얼음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NASA Team2 해빙 면적비 알고리즘에서 빙하빙 면적비가 추

가되어 계산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부터 제공된 해빙 면적

비 자료의 land-mask product 개선, 빙산의 이동 경로 탐지, 해안선의 변화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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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X-band SAR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다목적실용

위성 5호(KOMPSAT-5)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다. 다목적실용위성 5호가 성공

적으로 발사될 경우, 다양한 얼음 환경에 대해 고해상도의 다중 편파 SAR 영상이

제공될 것이며, 이는 얼음의 레이더 산란특성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다목

적실용위성 5호에 의한 얼음의 정확한 산란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X-band SAR 시

스템에 대한 검정 및 보정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X-band의 지상용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구축하여 얼음의 레이더 산란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극빙의

마이크로파 산란특성 분석을 위해 P-band 산란계 시스템과 같이 얼음에서 마이크

로파 침투 깊이(penetration depth)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저주파수의 파장 대역을 사

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극지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COSMO-SkyMed는 하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레이더 간섭쌍을 16일마다

획득할 수 있으므로 흐름 속도가 빠른 빙하의 변형 특성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COSMO-SkyMed 간섭쌍에 이중

위상차분간섭기법을 적용하여 조위에 의한 빙하의 변형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위에 의한 해빙의 변형특성은 향후 연구에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수행된 빙하의 조위변형 특성 연구를 남극 및 북극의 빙붕 및 glacier

tongue에 대해 확대할 가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해빙 면적비 알고리즘에 빙하빙이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고, 빙하빙의 마이크로파 복사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한된 지역과

계절에 대해 획득된 위성자료를 사용하였다. 남극 전역의 빙하빙을 대표하는 마이

크로파 복사특성을 제시하고, 해빙 면적비 알고리즘에 빙하빙의 면적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절에 대해 획득된 다수의 위성자료를 확보하여 이 논문

에서의 연구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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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Description Units

 Illuminated area m2

 Baseline m

⊥ Baseline perpendicular component m

║ Baseline parallel component m

 Ice type A concentration %

 Ice type B concentration %

 Sea ice concentration %

 Open water concentration %

 Flexural rigidity N m

 Young's modulus Pa

 complementary field coefficient

 Antenna gain

 Spectral gradient ratio

 Gain of the receiving antenna

 Gain of the transmitting antenna

 Altitude m

부 록 (Appendix)

1. Mathematical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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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gth scale km

 Number of looks

 Polarization ratio

 Rotated polarization ratio

 Phase function of Rayleigh scattering

 Power received at receive-antenna terminals

 Power transmitted at transmit-antenna terminals

 Slant range m

 Scattering amplitude of the object

 Tide height m



Fresnel power transmission coefficient when the

microwave is transmitted into the ice from the antenna

 Brightness temperature K

 Brightness temperature of sea ice K

 Brightness temperature of open water K

 Ice temperature ℃



Fresnel power transmission coefficient when the

microwave is transmitted into the air (antenna) from

the ice

 Water temperature ℃

 Voltage of the received microwave

 Voltage of the transmitted micro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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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power of surface autocorrelation function

 Tidal displacement m

∞ Tidal displacement beyond the hinge zone m

 One-day difference of  m

 One-day difference of  m

 Speed of light m s-1

 Lake ice thickness m

 Freeboard height m

 Frequency Hz

 Carrier frequency Hz

 Kirchhoff field coefficient

 Acceleration of gravity m s-2

 Glacier ice thickness m

 Height ambiguity m

 Root mean square height m

 Wave number m-1

 Extinction coefficient m-1

 Volume scattering coefficient m-1

 Wave number component in the  direction m-1

 Wave number component in the  direction m-1

 Correlation lengt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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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active index

 Polarization

 Radius of Earth m

 Azimuth time s

 Range time s

 Distance from a grounding line m

 Target elevation m

 Deflection coefficient

 Angle of baseline from horizon degree

 Elastic damping factor m-1

 Coherence

 Difference of 

 Height difference km

 Slant range difference m

 Difference of two-way travel time of radar returns s

 Difference of  m

 Difference of  m

 Slant range spatial resolution m

 Range time resolution s

 Dielectric constant

 Dielectric constant of static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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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lectric constant of infinite frequency

⊥
Error of the perpendicular component of baseline m

⊥

 Vertical displacement error associated with ⊥
m

 Displacement error associated with atmospheric effect m

 Displacement error associated with low coherence m


 line of sight displacement error due to low coherence m

 Displacement error associated with irregular glacier flow m

topo Displacement error associated with topography m

 Total error of displacement m




Line of sight displacement error due to

tropospheric effects
m


Displacement error associated with phase unwrapping

error
m

 DEM error m


 Vertical displacement error associated with DEM error m

 Surface displacement m

 Beam width degree

 Radar center's look direction degree

 Incidence angle degree

 Radar look angle degree

 Refractive angl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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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length m

 Relaxation wavelength m

 Relative permeability

 Poisson's ratio

 Density of ice kg m
-3

 Density of sea water kg m-3

 Radar cross section m2

 Backscattering coefficient


 Ice-bottom scattering coefficient


 Ice-surface scattering coefficient


 Ice-volume scattering coefficient

 Firn density correction


Phase

Phase difference of InSAR image pair

 Differential phase

 Spread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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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S Advanced Land Observing Satellite

AMSR-E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EOS

ASAR 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

ASTER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CATS2008a
Inverse Model Version 2008a of Circum-Antarctic Tidal

Simulation

COSMO-SkyMed
Constellation of small Satellites for Mediterranean basin

Observation

DInSAR 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DDInSAR
Double-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DEM Digital Elevation Model

DMSP 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

ENVISAT ENVIronmental SATellite

EOC Electro-Optic Camera

ERS European Remote Sensing satellite

ESMR Electrically Scanning Microwave Radiometer

FEA Finite Element Analysis

FES2004 Finite Element Solution tide model 2004

2. Abbreviations and Acrony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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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Genetic Algorithm

GDEM Global Digital Elevation Model

GLAS Geoscience Laser Altimeter System

GPIB-USB General Purpose Interface Bus-Universal Serial Bus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IBE Inverse Barometer Effect

ICESat Ice, Cloud, and Land Elevation Satellite

IEM Integral Equation Model

IFOV Instantaneous Field Of View

InSA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JERS Japanese Earth Resources Satellite

KOMPSAT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MODIS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NRMSE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NSIDC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PALSAR Phased Array type L-band Synthetic Aperture Radar

RCS Radar Cross Sec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Ross_Inv Ross Sea Height-based Tidal Inverse Model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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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Single Look Complex

SMMR Scanning Multichannel Microwave Radiometer

SPOT Système Pour l’Observation de la Terre

SRTM Shuttle Radar Topographic Mission

SSM/I 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

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

VNA Vector Network Analyzer

WSS Wide Swath S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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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physical properties of ice is very important to expect the change of global water 
resources and climate in the future. Microwave remote sensing is a useful research tool to 
analyze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ice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as well as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ice. In this study, radar backscattering from lake ice during phase transition of 
ice surface, tidal deformation of glacier and microwave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glacial ice 
were investigated by using ground-based microwave scatteromete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InSAR) and satellite passive microwave sensor. 

To study the effects of freezing/thawing of ice on radar backscattering in a short time, water 
was spread over lake ice and radar backscattering was continuously measured by a ground-based 
microwave scatterometer system operated in C-band HH polarization. By establishing scattering 
models and applying inversion from genetic algorithm, radar returns were separated into 
ice-surface, volume, and ice-bottom scatterings, and the changes in dielectric constant and 
roughness parameters of ice surface were estimated as well. Immediately after spreading water on 
ice surface, ice-surface scattering was the strongest due to high dielectric constant of surface 
water while volume and ice-bottom scatterings were very weak due to low microwave 
transmissivity into ice body. As surface water was being frozen, ice-surface scattering be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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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with decreasing dielectric constant while volume and ice-bottom scattering increased due to 
higher transmissivity into ice body. In a transition stage, when surface water was almost frozen, 
all three scatterings increased simultaneously. Crystallization of ice produced rougher surface 
overcoming the decrease in dielectric constant, resulting in the increase of ice-surface scattering, 
while volume and ice-bottom scattering was continuously increased due to increasing 
transmissivity.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air temperature rose above freezing point, and ice 
surface thawed again so that ice-surface scattering increased while volume and ice-bottom 
scattering were decreased. 

Tidal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Campbell Glacier Tongue, East Antarctica, were analyzed 
by using 120 Double-Differential InSAR (DDInSAR) images as a set of combinations out of 16 
COSMO-SkyMed one-day tandem InSAR image pairs obtained from the year 2010 to 2011. The 
linear regression between DDInSAR-derived tidal deflection and the inverse barometer 
effect-corrected Ross_Inv tide model provided the deflection coefficient of 0.918 with the highest 

   of 0.964 than other tide models such as TPXO7.1, FES2004, and CATS2008a. This implies 
that Campbell Glacier Tongue is in a partially hydrostatic equilibrium state instead of 
free-floating. The elastic damping factor and ice thickness were estimated to be 0.810±0.096 km-1 
and 418±86 m, respectively, by an 1-dimensional elastic ice beam model at the western part of 
hinge zone where the grounding line is perpendicular to the ice flow. The 2-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hinge zone proved that the grounding line extends to the eastern part of 
Campbell Glacier Tongue. 

Sea ice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the AMSR-E onboard Aqua satellite by using NASA 
Team2 sea ice algorithm has proven to be very accurate over sea ice in Antarctic Ocean. When 
glacial ice such as icebergs and ice shelves are dominant in an AMSR-E footprint, the accuracy 
of the ice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NASA Team2 algorithm is not well maintained due to 
the different microwave characteristics of the glacial ice from sea ice. The concentration of sea 
ice and glacial ice were extracted from two ENVISAT ASAR images of George V Coast in 
East Antarctica, and compared them with NASA Team2 sea ice concentra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NASA Team2 algorithm accurately estimates ice concentration in sea ice region showing 
root mean square error (RMSE) of 1.4%, however, that underestimates the concentration of 
glacial ice (RMSE=26.4%). To interpret the large deviation of estimation over glacial ice, the 
characteristics of microwave radiation of the glacial ice were analyzed by  (polarization 
ratio),  (spectral gradient ratio),   (rotated ), and  domain. It was found that 

glacial ice occupies a unique region in the ,  ,  , and   domain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ice such as ice type A, B, and C, and open water. This implies that glacial ice 
can be added as a new category of ice to the AMSR-E NASA Team2 sea ic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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