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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연구 개요

제목: 남극 대륙기지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위성영상 분석

기간: 2007년 8월 1일 - 2008년 3월 31일 (8개월)

지원: 30,000,000원

Ⅱ. 연구개발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인공위성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하여 남극 대륙기지 예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극대륙기지 예비후보지를 대상으로 위성자료 수집 및 신규 촬영 

○ 위성 영상의 자료처리 및 모자이킹 

○ 영상자료 해석을 통한 후보지 가능성 파악

- 연안지역의 해빙 분포, 해안의 결빙상태, 육상으로의 접근 가능성

- 육지의 노출 지역 유무 확인, 빙원으로의 접근로 여부 파악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촬영을 통해 계절과 기상상태에 따른 촬영의 제한성 극복

○ 축적된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대륙기지 건설 후보지점 주변의 자연 환경 연구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Amundsen Sea에 위치한 Lindsey Islands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인공위성 영상을 수집하고 신규 촬영을 하여 분석하였다. 

○ 최고 1 m 해상도의 KOMPSAT-2 MSC 스테레오 촬영 (2008년 2월 29일/ 3월 

14일)

○ 최고 15 m 해상도의 Terra ASTER 스테레오 영상 수집 (2002년 - 2008년)

○ 최고 250 m 해상도의 Terra/Aqua MODIS 시계열 영상 수집 (2007년 12월 - 

2008년 3월)

○ 25 km 해상도의 SSM/I Sea Ice Concentration 일변화 영상 수집 (197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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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 20 m 해상도의 ERS/1-2 Tandem 영상(1994-1996년) interferogram 분석으로 

Lindsey Islands 주변지역 DEM 및 빙하유동 관찰 

○ 150 m 해상도의 Envisat ASAR 영상 수집 (2008년 11월 ～ 3월)  

Ⅳ. 연구개발 결과

위 인공위성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m 해상도를 가지는 우리나라 위성인 KOMPSAT-2 MSC 영상은 Lindsey 

Islands의 지형과 피복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어 극지 연구에 있어서 실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Lindsey Islands는 지형이 평탄하고 노출된 암반이 많으며 접안이 용이해 기지 

건설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륙빙과 약 500 m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대륙 진출에 불리할 수 있다. 대륙빙(ice sheet) 연안에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는 150 m×50 m 크기의 노출된 암반을 확인하였나, 대륙빙 끝단이 급

경사를 이루고 있어 대륙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Bear Peninsula에 대한 15 m ASTER 영상 분석 결과 1km 이상의 노출된 암반

이 연안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Bear Peninsula 주변은 크레바스가 많

은 빙하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륙 진출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규모

의 노출 암반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남극의 여름에 KOMPSAT-2 영상의 추가 촬

영이 필요하다.  

○ SSM/I 해빙 영상 분석 결과, Amundsen Sea 지역의 해빙은 연변화가 심하고 

연중 접근이 불가능한 해도 있어 쇄빙선을 이용한 기지 보급 및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 ERS-1/2 Tandem 영상에 의하면 주변 지역의 빙하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

음이 확인되어 향후 기후 변화를 연구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남극 대륙 기지 후보 선정 및 건설에 있어서 위성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KOMPSAT-2 극지 촬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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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로 향후 극지 촬영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됨.

○ 이번 극지 위성자료의 수집 및 촬영에 대한 경험으로 향후 극지의 위성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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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극 제 2기지인 대륙기지 건설 사업은 국가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남극 대륙기지는 향후 오랜 기간 동안 극지 연구의 

전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설 후보지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

야 한다. 첫째 쇄빙선을 이용한 접근 및 보급이 용이하고, 안정된 지반이나 빙상 위에 건

설되어야하며, 주변 지형 및 대륙 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과학적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소에 건설되어야 한다. 

대륙 기지 건설을 위한 후보지점들을 선정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답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극지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상 답사가 가능한 

기간이 매우 짧고, 현재 국내에서 보유 중인 쇄빙선이 없는 관계로 외국의 쇄빙선을 이용

해야 하는 번거로움 따른다. 또한 답사가 가능하더라도 한 번의 답사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재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고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한 극지를 지속적으로 

관찰, 조사하기 위해 과거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다양

한 인공위성 센서로 획득된 연속적이고 고품질의 자료들은 현장에서의 인간 활동을 보조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지 조사의 주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륙기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접근이 제한적이고 현장 자료가 부족한 시점에서 위성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학적 접근 방식은 가장 기초가 된다 할 수 있다. 대륙기지 건설 및 유지에 적합

한 해빙, 연안, 육지 접근로 및 대륙 심부 접근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장, 

편광, 해상도의 위성 센서 자료가 시계열적으로 축적되어야 하며 원격탐사학적인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극지 촬영에 가용한 위성 센서는 크게 광학 센서와 마이크로파 센서로 나

눌 수 있다. 광학센서는 구름이나 태양 고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극지 촬영에 많

은 제약이 많이 따르지만, 다양한 파장대의 영상을 얻을 수 있어 널리 쓰이고 있다. 공간

해상도 250-1000 m 정도의 저해상도 광학 센서로서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위성에 실린 AVHRR(Advance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Terra 및 Aqua 위성의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Envisat(Environmental Satellite)의 MERIS(MEdium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센서가 있어 극지의 영상을 일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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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광학 영상은 넓은 지역의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동마이크로파 센서(수 십 

km)에서 얻어지는 해빙 밀도 자료와 더불어 남극 주변 해빙의 일변화를 거시적으로 관

찰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연안의 결빙상태 파악, 육상으로의 접근로, 건설부지 선정 등

에는 이보다 고해상도의 자료가 필수적이다. 현재 주문 촬영이 가능한 중해상도(10-100 

m) 센서로는 15 m급의 Terra ASTER(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가 거의 유일한 광학센서다. 대부분의 고해상도 광학센서 (1-10m 

해상도)의 경우 고비용 및 극지에서의 저효율로 사용이 불가하나, 우리나라 

KOMPSAT-2(KOrea Multi-Purpose SATellite-2) MSC(Multi Spectral Camera, 1 m급)

의 경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최근에 영상촬영 및 공개를 개시하였다. 극지에서는 태양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해상도 마이크로파 센서인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의 역할이 중대하다. 1990년대 이후 ERS-1/2, JERS-1, RADARSAT-1 자료가 축적되어 

왔으며, 신규 촬영이 가능한 SAR 센서로 Envisat ASAR(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 ALOS PALSAR, TerraSAR-X 등이 있다. 마이크로파 센서는 현재 단일 파장의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극지에서 중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까지의 다양한 영상을 전천후

로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의 광학영상과 

SAR 영상을 촬영 및 획득하고, 영상을 분석하여 남극 대륙기지 건설 후보지점 선정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 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이 연구의 목표는 다양한 인공위성 영상의 분석을 통해 남극 대륙기지 예비 후보지 선

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남극 대륙기지 예비후보지로 거론

되고 있는 Amundsen Sea 일대의  Lindsey Islands (남위 73도 36분, 서경 102도 54분) 

주변과 Bear Peninsula (남위 74도 20분, 서경 111도 20분) 주변지역(Fig. 1)을 대상으로 

고해상도의 광학영상과 SAR 영상, 수동 마이크로파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하여 대륙기지 

후보지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획득된 영상은 지형보정 및 방사보정과 같은 자료처

리 과정을 거쳐 좌표체계를 일치시켜 모자이크를 수행하였다. 정성적인 영상 자료의 해석

을 통하여 남극 대륙기지 예비 후보지점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평가 기준으로는 

연안지역의 해빙 분포, 해안의 결빙상태, 육상으로의 접근 가능성, 육지의 노출 지역 유

무, 빙원으로의 접근로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광학영상은 KOMPSAT-2 MSC 영상(1 m급), Terra ASTER 영상(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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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급), Terra/Aqua MODIS(250 - 1 km급)이며, SAR 영상은 ERS-1/2 영상과 Envisat 

ASAR 영상을 사용하였다. 또한 남극 전반에 걸쳐 해빙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동 

마이크로파 영상인 SSM/I 해빙 면적비(sea ice concentration) 자료도 함께 이용하였다.

최우선적으로 Amundsen Sea에 위치한 Lindsey Islands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인공위성 영상을 수집하고 신규 촬영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광학영상은 

KOMPSAT-2 MSC 영상, Terra ASTER 영상, Terra/Aqua MODIS 영상이며, SAR 영

상으로는 ERS-1/2 영상과 Envisat ASAR 영상을 이용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해빙 면적

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SSM/I sea ice concentration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고 1 m의 공간 해상도로 영상을 표현하는 KOMPSAT-2 MSC 영상의 경우 항공우주

연구원의 협조로 신규 영상의 촬영 주문을 하여, 촬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구름이 없

는 스테레오 영상 촬영에 성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2월 29일과 3월 14일에 걸

쳐 입체시 영상 제작을 위한 스테레오 영상을 취득하였다. 최고 15 m의 공간해상도를 가

지는 Terra ASTER 영상 또한 입체 영상 제작을 위해 스테레오 조합이 가능한 영상을 

수집하였다. ASTER 영상은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의 영상 중 12월-1월에 촬영된 영상

을 활용하였다. KOMPSAT-2 MSC 영상과 Terra ASTER 영상은 구름이 거의 없어 지

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 영상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Terra/Aqua MODIS 영상은 구름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상자료를 구축하였다. 최고 250 m 해상도를 가지는 Terra/Aqua 

MODIS 영상은 2007년 12월-2008년 3월 영상을 시계열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남극 대륙 주변의 전체적인 해빙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25 km 해상도의 SSM/I sea 

ice concentration 영상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NSIDC와 NOAA에서 공동으로 제공하

고 있으며, NSIDC에서는 1987년부터, NOAA에서는 1995년부터의 일변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ERS/1-2 SAR 영상은 20 m의 해상도를 가지며 Lindsey Islands 주

변지역의 DEM 및 빙하유동을 관찰하기 위해 1994년-1996년의 Tandem 영상을 사용하였

다. ERS-1/2 Tandem 영상은 interferogram 생성에 사용되며, 이를 분석하여 Lindsey 

Islands 주변지역의 빙하유동 및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150 m 해상도의 Envisat 

ASAR 영상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수집하여 Lindsey Islands 주변지역을 전

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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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undsen 

Sea

Lindsey 

Islands

Bear 

Peninsula

Figure 1. 남극 Radarsat-1 모자이크 영상과 Amundsen Sea, Lindsey Islands, 

Bear Peninsula의 개략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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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KOMPSAT-2 MSC 영상

제 1절 KOMPSAT-2 MSC 소개

KOMPSAT-2는 1999년부터 개발이 착수되어 2006년 7월 28일 발사된 다목적 실용위

성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10번째 인공위성이다(공공원격탐사센터, 2008). 

KOMPSAT-2(Fig. 2)는 고도 685 km, 경사각 98.13° 의 태양동기궤도를 선회하는 극궤

도 위성이다. 초속 7 km의 속도로 하루에 지구를 14.5 바퀴 돌며, 1회 촬영시 영상의 폭

은 약 15km로서 약 2분 동안의 촬영으로 한반도 길이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측할 수 있

다. 영상의 촬영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동일지점의 촬영주기는 적도에서는 약 4일이

며, 극지에서는 이보다 더 자주 촬영이 가능하다(Table 1).

KOMPSAT-2는 1 m 해상도의 팬크로매틱 영상과 4 m 해상도의 다중분광 영상을 촬

영할 수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인 MSC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MSC는 80 cm 직경의 망

원경(렌즈 직경은 60 cm)에 전자 장치를 포함해 길이가 1.6 m에 달하며, 무게는 대략 

250 kg 정도이다(Table 2). MSC는 1개의 팬크로매틱 밴드와 4개의 다중분광 밴드를 이

용하여 한 번의 촬영으로 가로, 세로 15 km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MSC로부터 획득

된 고해상도의 광학 영상은 전세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연 재해 감시와 

각종 자원의 이용실태 파악, 그리고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에 활용될 수 있다.       

궤도 태양동기 원 궤도

수명 3년 이상

고도 685 km (유사시 300 km 고도까지 낮출 수 있음)

경사각 98.13°

무게 800 kg

직경 200 cm

높이 280 cm

속도 초속 7 km

동일 지점 촬영 주기 4일

주요구성 부품

별 추적기

S밴드 안테나

다중대역 카메라 (MSC)

영상자료 전송 안테나

태양전지판

이차면경 방열판

Table 1. KOMPSAT-2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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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OMPSAT-2 모식도

팬크로매틱 밴드(PAN) 500 ~ 700 nm

다중대역 밴드(MS) 4 band in 400 ~ 900 nm

관측폭 15 km

최소 운용 기간 3년

운용 주기 20% per orbit

신호대 잡음비(SNR) 100 for PAN and MS

Modulation Transfer 

Function(MTF)
15% for PAN, 20% for MS

자료 전송률 350 Mbps

Radiometric resolution ≥ 8bit

해상도

(Ground Sample Distance)
PAN ≤ 1m, MS ≤ 4m 

Table 2. KOMPSAT-2 MSC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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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Lindsey Islands 주변 MSC 영상

본 연구에서는 2008년 2월 29일과 2008년 3월 14일에 촬영된 KOMPSAT-2 MSC 영상

을 활용하여 Lindsey Islands 주변을 관찰하였다. KOMPSAT-2 영상은 한국항공우주연

구원에서 상업용과 연구용으로 나누어 배포하고 있다. 영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http://www.spacecapture.kr/에 접속하여 사용자 그룹을 등록한 후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

여 영상의 촬영 및 주문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8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까지 Amundsen Sea 주변 지역에 대한 KOMPSAT-2 영상의 촬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

였다. 약 한달 동안 1-2일 간격으로 영상을 얻었으나, 대부분의 영상에서 구름이 많이 분

포하여 지표면을 관찰할 수 없었다. 다행히 촬영각을 달리한 2 궤도의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스테레오 영상을 구성하여 지형 고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획득한 영상의 정보는 Table 3과 같다.

Date Time (GMT) Center Lat./Lon. Tilt Angle (Deg.)

2008/02/29 18:57 73°59' S  103°03' W 15.96

2008/03/14 19:45 73°60' S  103°07' W -10.13

Table 3. KOMPSAT-2 영상 정보

Fig. 3은 2008년 2월 29일과 2008년 3월 14일에 각각 획득된 KOMPSAT-2 MSC 영

상을 겹쳐놓은 것으로써, (a)는 3월 14일 영상 위에 2월 29일 영상을 overlay 한 것이

다. 반대로 Fig. 3(b)는 2월 29일 영상 위에 3월 14일 영상을 overlay 한 것이다. Fig. 3

은 MSC 영상의 full scene이며, 두 영상 모두 4 m 해상도의 다중분광 영상을 1 m 해

상도의 팬크로매틱 영상과 합성하여 나타낸 pan-sharpened 영상이다. 대륙빙과 근접한 

지역에 두 개의 큰 섬이 있고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이 Lindsey Islands를 

구성하고 있다. 섬의 대부분이 암적색의 노출된 암반을 보이고 있다. 영상의 오른쪽에 

위치한 남극 대륙빙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노출된 암반이 쉽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월 29일에 촬영된 Fig 3(a)에서는 해빙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빙

산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3월 14일에 촬영된 Fig. 3(b)에서는 바다 표면이 결빙되기 

시작하여 new ice 혹은 young ice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빙의 일변화는 

SSM/I sea ice concentration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에서 흰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하여 각각 Fig. 4, 5, 6에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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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는 2월 29일 영상이며, Fig 4(b)는 3월 14일 영상, 그리고 Fig. 4(c)는 두 영상

을 이용한 Anaglyph 영상이다. Fig. 4(a), (b)에서 주변 섬들은 지표가 붉은색으로 관찰

되며, 이로부터 지표에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는 노출된 암반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의 가운데 위치한 섬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약 1 km x 1.5 km이며, 일부 지역에 

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섬 주변에는 해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섬의 가장자리 

지형이 절벽 혹은 급경사면이 아닐 경우 쇄빙선의 접안이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크고 작은 빙산들은 쇄빙선의 운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2월 29일 영상에 비하여 3월 14일 영상에는 섬 주변에 바다 표면이 

결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a)의 영상에서는 섬 주변에 해빙이 거의 관찰되

지 않으므로 Fig. 4(b)에 나타나는 섬 주변의 해빙은 fast ice라기 보다는 float ice 혹은 

두께가 얇은 thin ice일 것으로 예상된다. Fig. 4(c)는 Red 밴드에 3월 14일 팬크로매틱 

영상, Green 밴드와 Blue 밴드에는 2월 29일의 팬크로매틱 영상을 삽입하여 RGB 조합

을 수행한 Anaglyph 영상으로서, 입체안경을 통해 지형고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2월 29일과 3월 14일에 촬영된 MSC 영상은 거의 동일한 지역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

나 촬영 당시 센서의 경사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RGB 밴드에 서로 다른 날

짜의 영상을 조합하면 입체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Fig. 4(c) 영상의 입체적인 모습

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적청안경을 사용하면 된다. 적청안경을 

사용하여 영상을 관찰하면 섬의 고도가 비교적 낮고 평탄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 주변 연안의 경사가 완만하여 쇄빙선 및 바지선의 접안이 용이할 것으로 추정

된다. 

Fig. 5 역시 Fig. 3 영상의 일부를 확대한 것으로써, Fig. 4의 섬으로부터 대륙 방향

으로 약 1200 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을 나타낸다. 이 섬은 Fig. 4에서 관찰되는 섬에 

비해 전체적인 면적과 노출되어 있는 암반의 면적이 넓으며, 대륙과의 거리가 500 m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 수행을 위한 대륙으로의 진출에 거리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2월 29일 촬영한 Fig. 5(a)의 영상을 보면 남극의 여름에 대륙과 섬 사이

의 바다가 얼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대륙빙의 급경사로 인하여 대륙으로의 안전한 진

출 수단이 경비행기 또는 헬기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Fig. 5(b)는 3월 14일 영상으로 

섬의 표면은 Fig. 5(a)와 유사하나 눈이 더 많이 덮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륙과 섬 

사이에는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 해빙이 형성될 수 있는데, 해빙의 두께가 두꺼울 경우 

대륙으로의 접근이 도보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륙의 가장자리 부분이 대부분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의 직접적 진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해빙이 더욱 팽창할 경우 고립 지역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Fig.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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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Anaglyph 영상이며, 노출된 암반의 지형적으로 비교적 평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2008년 2월 29일과 3월 14일에 촬영된 KOMPSAT-2 MSC 영상으로부터 대

륙빙의 가장자리 부분을 일부 확대한 것이다. 두 영상에서 대륙빙의 가장자리 일부가 

암반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50 m×150 m로 소규모

의 기지를 조성하기에는 적합한 면적으로서,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될 수 있

겠다. 그러나 Fig. 6(c)의 입체시 영상을 보면 암반 노출 지역에서 대륙빙 쪽으로 급경

사면으로 판단되는 대륙빙 가장자리가 위치하고 있어 대륙으로의 접근이 결코 쉽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의 기후 변화가 심한 것을 고려할 때 대륙빙의 붕괴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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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dsey Islands 주변 (2008년 2월 29일) 

Figure 3. Lindsey Islands 주변 KOMPSAT-2 MSC Pan-sharpened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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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indsey Islands 주변 (2008년 3월 14일)

Figur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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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dsey Islands 일부 확대 영상 (2008년 2월 29일) 

Figure 4. Lindsey Islands 주변 확대 KOMPSAT-2 MSC 영상 (Fig. 3에서 좌측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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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indsey Islands 일부 확대 영상 (2008년 3월 14일)

Figur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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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indsey Islands 일부를 확대한 Anaglyph 영상 (R: 3월 14일 Pan, G,B: 2월 29일 

Pan)

Figur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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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dsey Islands 일부 확대 영상 (2008년 2월 29일) 

Figure 5. Lindsey Islands 일부 확대 KOMPSAT-2 MSC 영상 (Fig. 3에서 우측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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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indsey Islands 일부 확대 영상 (2008년 3월 14일)

Figur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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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indsey Islands 일부를 확대한 Anaglyph 영상 (R: 3월 14일 Pan, G,B: 2월 29일 

Pan)

Figur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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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륙빙 가장자리의 암반 노출지역 확대 영상 (2008년 2월 29일)

Figure 6. Lindsey Islands 주변 대륙빙 가장자리의 암반 노출지역 확대 영상 

(KOMPSAT-2 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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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륙빙 가장자리의 암반 노출지역 확대 영상 (2008년 3월 14일)

Figur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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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륙빙 가장자리의 암반 노출지역을 확대한 Anaglyph 영상 (R: 3월 14일 Pan, G,B: 

2월 29일 Pan)

Figur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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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Terra ASTER 영상

제 1절 ASTER 소개

ASTER는 Terra 위성(Fig. 7)에 탑재되어 있는 광학센서로써, 1999년 12월 Terra에 장

착되어 발사되었으며, 2000년 2월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Terra는 ASTER 외에 

CERES(Clouds and the Earth's Radiant Energy System), MISR(Multi angle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그리고 MOPITT(Measurement of Pollution in the 

Troposphere)의 5개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ASTER는 파장이 다른 14개의 밴드(가시광역에서 열적외선영역)가 고해상도의 이미지

(지표면, 생물권, 토양, 대기, 극지방, 해양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열, 방사율, 반사율, 

고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ASTER로부터 제공되는 영상은 

15-90 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다. ASTER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Table 4에 나타냈다. 

ASTER의 밴드는 VNIR(Visible Near Infra Red), SWIR(ShortWave Infra Red), 

TIR(Thermal Infra Red)의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Table 4). VNIR로 획득된 영

상은 15 m의 해상도로 가로, 세로 60 km의 영역을 나타낸다. VNIR은 2개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입체 영상을 만들어낸다. SWIR은 6개의 주파수대를 사용하며, 영상의 해상도는 

30 m, 촬영 영역은 VNIR과 동일하다. TIR은 5개의 주파수대를 가지며 90 m의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한다. 촬영영역은 VNIR과 동일하다. 

Figure 7. Terra 위성과 ASTER 촬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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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
705 km, 10:30 am desending node, sun-synchronous, 

near polar

Swath 60 km (across track), by 60km along track (nominal scene)

Size VNIR=58×65×83 cm, SWIR=72×134×90 cm, TIR=73×183×110 cm

Weight 421 kg

Data Rate 89 Mbps (instantaneous)

Quantization 8 bit (VNIR and SWIR), 12 bit (TIR)

Table 4. Terra ASTER의 제원

 

Band Label Wavelength(µm) Resolution(m)
Nadir or 

Backward
Description

B1 VNIR_Band1 0.520-0.600 15m Nadir  Green

B2 VNIR_Band2 0.630-0.690 15m Nadir Red

B3 VNIR_Band3N 0.760-0.860 15m Nadir
Near Infrared

B4 VNIR_Band3B 0.760-0.860 15m Backward

B5 SWIR_Band4 1.600-1.700 30m Nadir

Short-wave 

Infrared

B6 SWIR_Band5 2.145-2.185 30m Nadir

B7 SWIR_Band6 2.158-2.225 30m Nadir

B8 SWIR_Band7 2.235-2.285 30m Nadir

B9 SWIR_Band8 2.295-2.365 30m Nadir

B10 SWIR_Band9 2.360-2.430 30m Nadir

B11 TIR_Band10 8.125-8.475 90m Nadir

Long-wave 

Infrared or 

Thermal IR

B12 TIR_Band11 8.475-8.825 90m Nadir

B13 TIR_Band12 8.925-9.275 90m Nadir

B14 TIR_Band13 10.250-10.950 90m Nadir

B15 TIR_Band14 10.950-11.650 90m Nadir

Table 5. ASTER 각 밴드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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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Lindsey Islands 및 Bear Peninsula 주변 ASTER 영상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 촬영된 Lindsey Islands 주변 지역과 2002, 2003, 2007년에 

Bear Peninsula 주변 지역의 ASTER 영상을 획득하여 남극 대륙기지 후보지점으로써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ASTER 영상의 개략적인 정보는 Table 6

에 나타냈다. Terra ASTER 영상은 http://glovis.usgs.gov/에서 검색 및 주문이 가능하

다. 

ASTER는 파란색 영역을 관찰하는 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근

적외선 밴드를 blue band에 삽입하여 RGB 조합을 하였다. Fig. 8은 2008년 1월 4일에 촬

영된 영상으로서, 대륙빙의 표면과 Lindsey Islands 지역을 비교적 자세히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KOMPSAT-2 MSC 영상과 같이 지표면의 지형특성은 15 m의 공간 해상

도로 인해 자세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KOMPSAT-2 영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대륙빙 끝단의 노출된 암반(150 m×50 m)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촬영 

폭이 60 km로서 보다 넓은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STER는 한 번의 촬영으로 입체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stereo pair를 제공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밴드는 VNIR의 3N 밴드와 3B 밴드이다. 두 밴드는 약 31° 정도의 track 

incidence 차이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Anaglyph 영상을 만들 수 있다(Fig. 8b). 대륙빙의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며, 대륙빙의 끝단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Fig. 8에서 표시한 흰색 박스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Lindsey Islands의 섬들의 

표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Fig. 9(a)로부터 KOMPSAT-2 MSC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Lindsey Islands 표면에 노출된 암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9(b)의 입체시 

영상으로부터 Lindsey Islands의 섬들도 지표면이 비교적 평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해상도의 문제로 인해 KOMPSAT-2 MSC 영상에서 확인된 대륙빙 가장자리의 암

반 노출 지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남극대륙기지 후보지점으로 고려되고 있는 Bear Peninsula 주

변 지역에 대한 총 5개의 ASTER 영상을 획득하였다. 각각의 영상은 2002년 12월 19일, 

2003년 1월 13일, 그리고 2007년 1월 13일에 획득되었다. Fig. 10(a)는 5개의 영상을 모자

이크한 것으로서,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Fig. 8, 9와 동일한 15 m이다. 전체적으로 지표 

피복이 눈과 얼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규모로 노출된 암반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의 암반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10(a)에서 Bear Peninsula 지역만을 

확대하여 Anaglyph 영상을 생성하였고, 이를 Fig. 10(b)에 도시하였다. 소규모의 암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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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지역을 찾고자 하였으나 영상에서는 노출된 암반 지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규모의 

노출 암반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남극의 여름에 KOMPSAT-2 영상의 추가 촬영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Date Time(GMT) Center Lat. / Lon. Geographical Position

2008/01/04 15:33:37 73.45S / 102.39W Lindsey Islands

2008/01/04 15:33:45 73.93S / 103.32W Lindsey Islands

2002/12/19 15:47:45 74.52S / 110.60W Bear Peninsula

2003/01/13 15:41:04 74.17S / 111.01W Bear Peninsula

2003/01/13 15:41:12 74.61S / 112.19W Bear Peninsula

2007/01/13 15:58:33 74.56S / 109.41W Bear Peninsula

2007/01/13 15:58:42 75.03S / 110.43W Bear Peninsula

Table 6. ASTER 영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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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GB 영상 (R: Band 3N, G: Band 2, B: Band 1)

Figure 8. Lindsey Islands 주변의 ASTER 영상 (2008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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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naglyph 영상 (R: Band 3N,  G, B: Band 3B)

Figure 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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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GB 영상 (R: Band 3N, G: Band 2, B: Band 1)

Figure 9. Lindsey Islands 주변의 ASTER 확대 영상 (2008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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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naglyph 영상 (R: Band 3N,  G, B: Band 3B)

Figure 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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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TER 모자이크 (2002, 2003, 2007년) 영상 (R: Band 3N, G: Band 2, B: Band 1)

Figure 10. Bear Peninsula 주변을 촬영한 ASTER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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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naglyph 확대 영상 (R: Band 3N,  G, B: Band 3B). 2007년 1월 13일에 촬영된 

것으로서, (a)의 적색 박스부분을 반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한 영상.

Figure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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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Terra/Aqua MODIS 영상

제 1절 MODIS 소개

MODIS는 Terra와 Aqua 위성(Fig. 11)에 탑재되어 있으며 36개의 파장 대역을 가지는 

광학 센서이다. Terra는 2000년 12월 발사되어 현재까지 지구 전역의 육상, 대기, 해양 

환경 변수들을 관측한다. Terra와 Aqua는 해수 순환, 대기 순환을 비롯한 전 지구의 육

상, 대기, 해양 환경 변수 관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Parkinson et al., 2006). 

Terra/Aqua MODIS는 지구 표면과 대기 하층에서 발생하는 전 지구적인 거동과 변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관측한다. 동시에 구름과 관련된 특성분석을 위해 대기 상층부 정보, 

해수면 온도, 클로로필 등의 해양 정보와 토지 피복 변화, 지표면 온도 및 식생 특성과 

같은 지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하루 또는 이틀에 한번 씩 같은 지역을 촬영하며, 촬

영 폭은 약 2300 km에 달한다. 밴드 구성은 250 m 해상도의 band 1 - 2, 500 m 해상도

의 band 3 - 7, 1 km 해상도의 band 8 - 36으로 이루어진다. MODIS는 0.4-3 μm 사이

의 파장영역에서 20개 밴드와 3-15 μm 파장영역에서 16개 밴드 등 총 36개 밴드에 대한 

자료가 획득된다(Table 7). Table 8에 MODIS의 각 밴드별 정보를 나타냈다.  

Figure 11. Terra 위성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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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
705 km, 10:30 a.m. descending node (Terra) or 1:30 p.m. 

ascending node (Aqua), sun-synchronous, near-polar, circular

Scan Rate 20.3 rpm, cross track

Swath Dimensions 2330 km (cross track) by 10 km (along track at nadir)

Telescope
17.78 cm diam. off-axis, a focal (collimated), 

with intermediate field stop

Size 1.0 x 1.6 x 1.0 m

Weight 228.7 kg

Data Rate 10.6 Mbps (peak daytime); 6.1 Mbps (orbital average)

Quantization 12 bits

Spatial Resolution

250 m (bands 1-2)

500 m (bands 3-7)

1000 m (bands 8-36)

Design Life 6 years

Table 7. MODIS의 제원

   



- 33 -

Band Wavelength (nm) Resolution (m) Primary Use

1 0.620-0.670 250
Land/Cloud/Aerosols/Boundaries

2 0.841-0.876 250

3 0.459-0.479 500

Land/Cloud/Aerosols/Properties

4 0.545-0.565 500

5 1.230-1,250 500

6 1.628-1.652 500

7 2.105-2.155 500

8 0.405-0.420 1000

Ocean Color/Phytoplankton/

Biogeochemistry

9 0.438-0.448 1000

10 0.483-0.493 1000

11 0.526-0.536 1000

12 0.546-0.556 1000

13 0.662-0.672 1000

14 0.673-0.683 1000

15 0.743-0.753 1000

16 0.862-0.877 1000

17 0.890-0.920 1000

Atmospheric Water Vapor18 0.931-0.941 1000

19 0.915-0.965 1000

20 3.660-3.840 1000

Surface/Cloud Temperature
21 3.929-3.989 1000

22 3.929-3.989 1000

23 4.020-4.080 1000

24 4.433-4.498 1000
Atmospheric Temperature

25 4.482-4.549 1000

26 1.360-1.390 1000

Cirrus Clouds Water Vapor27 6.535-6.895 1000

28 7.175-7.475 1000

29 8.400-8.700 1000 Cloud Properties

30 9.580-9.880 1000 Ozone

31 10.780-11.280 1000
Surface/Cloud Temperature

32 11.770-12.270 1000

33 13.185-13.485 1000

Cloud Top Altitude
34 13.485-13.785 1000

35 13.785-14.085 1000

36 14.085-14.385 1000

Table 8. MODIS 각 밴드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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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Lindsey Islands 주변 MODIS 영상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MODIS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그 중 

비교적 구름이 없고 Amundsen Sea가 잘 보이는 영상을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

에는 남극 대륙기지 후보지점 답사단이 이용한 쇄빙선이 Amundsen Sea를 진입하여 나

올 때까지의 기간인 2008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MODIS 영상(Table 9)을 Fig. 

12에 제시하였다. Fig. 12의 각각의 영상에서 빨간색 선은 쇄빙선의 이동 경로를 의미하

고, 노란색 점은 영상 날짜의 쇄빙선의 위치이다. 각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500 m이며, 

약 500 km×500 km의 영역을 나타낸다. 각각의 영상을 천연색으로 보기 위해 천연색으로 

RGB 밴드 조합을 하였다. 이를 통해 쇄빙선 항해시 기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에 제시된 5일 동안의 영상 모두 구름이 관찰되어 Amundsen Sea 주변의 해빙 상태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구름 사이로 open sea가 보이는 것은 확인할 수 있

었다. 영상에서 Amundsen Sea의 전체 영역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남극의 여름이라는 시

기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해빙이 녹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Satellite Date
Time

(GMT)
Center Lat./Lon.

Aqua 2008/02/13 00:25
81°47'14" S

78°56'09" W

Terra 2008/02/14 15:25
68°41'35" S

95°34'24" W

Terra 2008/02/15 14:30
70°44'52" S

84°29'34" W

Terra 2008/02/16 13:35
72°47'59" S

74°06'12" W

Terra 2008/02/17 15:55
65°43'55" S

100°03' W

Table 9. 2008년 MODIS 촬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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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qua MODIS (2008. 2. 13)

(b) Terra MODIS (2008. 2. 14)

Figure 12. 2008년 2월 13일에서 17일까지 Amundsen Sea 주변 MODIS 영상과 쇄빙선 

항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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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erra MODIS (2008. 2. 15)

(d) Terra MODIS (2008. 2. 16)

Figure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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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erra MODIS (2008. 2. 17)

Figure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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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SSM/I Sea Ice Concentration 영상

제 1절 SSM/I Sea Ice Concentration 소개

SSM/I(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동 마이

크로파 센서로 1987년 DMSP(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의 F-8 인공위

성에 처음 탑재되어 운용되었다. DMSP(Fig. 13)는 미 국방부가 국가 방어 체계 프로그

램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출범시킨 인공위성 개발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에 

의해 F-시리즈 위성이 개발, 발사되었다. F-시리즈 위성은 SSM/I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

를 탑재하였으며, 기상, 해양 및 극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

하여 지금은 국방부의 지원 하에서 상용화되어 있다. SSM/I는 F-8에 탑재된 이후 F-10

부터 F-14까지 지속적으로 탑재되었다(Table 10). 그러나 F-10은 1997년 11월 위성의 수

명이 다하였으며, F-12는 발사 후 3개월 만에 SSM/I의 작동이 중지되었다. F-12와 F-14

는 해빙을 관찰하고는 있으나 관측 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F-13에 탑재된 

SSM/I만이 해빙을 관측하여 해빙 면적비(Sea Ice Concentration, SIC)를 제공하고 있다

(Colton and Poe, 1999; Stroeve et al., 1998).

Figure 13. DMSP satellite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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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I는 19.35, 37.0, 85.5 GHz의 V 및 H 채널과 22.235 GHz의 V 채널 등 총 4개 주

파수, 7개 채널로 구성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이다(Derksen and Walker, 2003; 

Robinson et al., 1992; Stroeve et al., 1998). SSM/I의 각 채널은 서로 다른 순간 시야각

(IFOV)과 데이터 샘플링 간격(grid spacing)을 가지는데, 이러한 SSM/I의 기본 정보를 

Table 11에 나타내었다. DMSP F-시리즈에 탑재된 모든 SSM/I 센서는 구성 채널 및 시

스템 디자인이 동일하지만 F-시리즈 위성들의 서로 다른 궤도 요소 및 센서 보정 값의 

차이는 관측 자료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Stroeve et al., 1998). SSM/I의 다중 채

널은 해빙 표면의 복사세기를 관찰하며, 해빙 면적비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 1987년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비를 제공하고 있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획득된 자료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 비와 바람에 의한 해수면의 거칠기 등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SSM/I의 해빙 면적비 계산 알고리즘은 날씨에 의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기후 필터

(weather filter)를 적용하고 있다. SSM/I의 기후 필터는 대부분의 기후 효과를 효과적으

로 제거함과 동시에 계산된 정확도를 높여준다. 현재 SSM/I 기후 필터의 유효성이 지속

적으로 점검되고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기후 필터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Platform F-8 F-10 F-11 F-12 F-13 F-14

Orbit Sun synchronous polar orbit

Maximum 

altitude
872 km 861 km 876 km 881 km 877 km 861 km

Minimum 

altitude
835 km 726 km 836 km 841 km 845 km 855 km

inclination 98.8 98.8 98.8 98.8 98.8 98.8

Period 101.74 min 100.52 min 101.85 min 101.94 min 101.93 min 101.91 min

Eccentricity 0.00143 0.00793 0.00129 0.00126 0.00072 0.00089

Local time 06:30 20:45 17:10 20:45 17:35 20:40

Launch date 20 Jun 1987 1 Dec 1990 28 Nov 1991 29 Aug 1994 24 Mar 1995 4 Apr 1997

End mission 1 Aug 1994 26 Sep 1994 - - - -

Table 10. Facts and figures of DMSP F-series satellites on-orbit SSM/I (Colton and 

Po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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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s (GHz) 19.35, 22.235, 37.0, 85.5 

IFOV (km) 

19.35 GHz: 69 × 43

22.235 GHz: 60 × 40

37.0 GHz: 37 × 28

85.5 GHz: 15 × 13

Grid spacing (km)
25 × 25

(85.5 GHz: 12.5 × 12.5)

Polarization
H and V

except 22.235 GHz (V only)

Incidence angle 53.1°

Swath width 1400 km

Data acquisition Daily

Table 11. Facts and figures of SSM/I onboard DMSP F-13 

(Derksen and Walker, 2003).

제 2절 남극 Sea Ice Concentration 영상

현재 SSM/I 해빙 면적비 자료는 NSIDC(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에서 제

공하고 있으나, NOAA에서도 Graphics Interchange Format(확장자명 gif) 형식으로 격자 

형태의 해빙 면적비 자료를 1995년 자료부터 공개하고 있다

(ftp://polar.ncep.noaa.gov/pub/ice). NOAA에서 제공하는 해빙 면적비 자료는 NSIDC가 

제공하는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해상도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NSIDC는 일반적으로 

25 km 격자간격의 자료이지만 NOAA의 경우 25.4 km와 12.7 km의 해빙 면적비 자료를 

매일 공개하고 있다. 남극에서 NOAA의 해빙 면적비 자료는 약 8763 km × 9017 km의 

영역을 표현해준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향후 쇄빙선이 건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륙기지 후보지점으로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적으로 자료가 축척되어 있는 NOAA의 해빙 면적비 자료

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로부터 해빙의 분포를 파악하여 대륙기지 건설 후보지점으로 거론 

중인 Lindsey Islands의 접근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극지연구소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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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대륙기지 후보 지점 답사단이 남극 대륙 주변부를 항해한 쇄빙선 경로를 SSM/I 해빙 

면적비 영상에 도시하였다(Fig. 14). Fig. 14의 SSM/I 해빙 면적비 영상은 쇄빙선이 해빙 

분포지역에 진입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25일부터 남극 세종기지에 도달하기 직전인 

2008년 2월 19일까지 5일 단위로 나타낸 것이며, 전체 영상을 일부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6248 km × 6426 km). 보라색 선으로 표시한 것이 쇄빙선의 항로이며, 영상에서 흰색으

로 표현되는 것은 남극 대륙을 의미한다. 각각의 SSM/I 해빙 면적비 영상에는 그 날짜에 

해당하는 쇄빙선의 위치를 화살표로 나타냈다.  

Fig. 14(e), (f)에서 Lindsey Island로 진입하는 경로의 Amundsen 해에 해빙이 일부 녹

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변의 해빙 또한 면적비가 작은 값을 나타내 해빙의 두께가 

얇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15, 16, 17은 각각 2007년, 2006년, 그리고 2005년 1-2월의 남

극 해빙 면적비 영상이며, 날짜는 Fig. 14과 동일하다. Fig. 15의 2007년 남극 해빙 면적

비 영상을 보면 Amundsen Sea  해빙이 거의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Lindsey 

Islands로의 진입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해빙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Fig. 16과 17에서 보듯이 

2006년과 2005년의 여름에도 Amundsen 해에 해빙이 존재하여 Lindsey Islands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빙의 면적비가 높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쇄빙선을 이용한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과 2008년 1-2월의 남극 해빙 면적비 영상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Amundsen 해

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06년과 2005년에는 연중 쇄빙선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빙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기지 건설 후 2-3년 동안 해빙으로 인하여 쇄

빙선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빙의 분포 양상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며, 해빙 면적비가 해빙 두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수 년 간의 해빙 면적비 영상만을 가지고 

대륙기지 후보지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해빙 면적비 정보를 제

공하는 SSM/I 해빙 면적비 자료를 이용한다면 특정 지점으로의 쇄빙선 접근성을 간접적

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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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8년 1월 25일 (d) 2008년 2월 9일

(b) 2008년 1월 30일 (e) 2008년 2월 14일

(c) 2008년 2월 4일 (f) 2008년 2월 19일

Figure 14. 2008년도 남극 대륙기지 답사단의 쇄빙선 항로와 SSM/I sea ice 

concentration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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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7년 1월 25일 (d) 2007년 2월 9일

(b) 2007년 1월 30일 (e) 2007년 2월 14일

(c) 2007년 2월 4일 (f) 2007년 2월 19일

Figure 15. 2007년도 SSM/I sea ice concentration 영상 (2008 쇄빙선 항해와 동일한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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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6년 1월 25일 (d) 2006년 2월 9일

(b) 2006년 1월 30일 (e) 2006년 2월 14일

(c) 2006년 2월 4일 (f) 2006년 2월 19일

Figure 16. 2006년도 SSM/I sea ice concentration 영상 (2008 쇄빙선 항해와 동일한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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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5년 1월 25일 (d) 2005년 2월 9일

(b) 2005년 1월 30일 (e) 2005년 2월 14일

(c) 2005년 2월 4일 (f) 2005년 2월 19일

Figure 17. 2005년도 SSM/I sea ice concentration 영상 (2008 쇄빙선 항해와 동일한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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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ERS-1/2 SAR Tandem 영상

제 1절 ERS-1/2 SAR 소개 

1991년 7월 발사된 ERS-1(European Remote Sensing satellite-1)은 ESA에서 주관하는 

위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0년 3월까지 운용되었으며, 현재는 위성의 임무가 모두 끝

난 상태이다. ERS-1은 합성구경레이더 시스템과 레이더 고도계 등을 탑재하였다. ERS-1

에 이어 1995년 발사된 ERS-2는 ERS-1보다 다양한 관측 센서들을 탑재하였고, 현재까

지 매우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ERS-1은 극궤도와 거의 비슷한 태양 동기 궤도를 가지며 780 km 상공에서 운용되었

다. ERS-1은 AMI(Active Microwave Instrument), RA(Radar Altimeter), ATSR(Along 

Track Scanning Radiometer and microwave sounder), PRARE(Precise Range and 

Range Equipment), LRR(Laser Retro-Reflectors) 등 총 5개의 관측 센서를 탑재하였다

(Fig. 18a). AMI는 3가지의 모드로 구성되는데, 각각 SAR image 모드, SAR wave 모드, 

산란계 모드로 분류된다. SAR image 모드는 합성구경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며, 지표면의 눈과 얼음, 빙하, 그리고 해양 및 날씨에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제공

하였다. SAR wave 모드는 해양 분야에서 특히 해수면의 파장 관측에 사용되었으며, 산

란계 모드는 기후 및 기상학에 관련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관측하는데 이용되었다. 본 

연구과제에 사용된 ERS-1 영상은 AMI SAR image 모드에서 획득되었다.

(a) ERS-1 (b) ERS-2

Figure 18. ERS 위성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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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

Type: Near-circular, polar, Sun-synchronous 

Altitude: 782 to 785 km

Inclination: 98.52 deg.

Period: About 100 minutes

Orbits per day: 14.3

Repeat cycle: 3-day, 35-day and 176-day

Mass

Total mass: 2157.4 Kg 

Total payload: 888.2 Kg

Total platform: 1257.2 Kg

Electrical Power

Payload peak power: 2600 W 

Payload permanent power: 550 W 

Power supply voltage: 23-37 V

On-board energy: 2650 WH max

Attitude and 

Orbital Control

Type: 3 Axes stabilised earth pointed

Absolute rate errors: 0.0015 deg./sec 

Maximum errors: bias 0.11deg. (pitch/roll) 0.21deg. (yaw) 

harmonic and Random 0.03deg. (pitch/roll) 0.07deg. (yaw) 

Prediction accuracy: 30 m(radial), 15 m(cross), 1000 m 

Orbit restitution: 5 m(radial), 15 m(cross) 60 m

Data Handling

On-board computer: word length: 16 bits 

Payload memory capacity: 20 K words max 

Payload data exchange: OBDH type bus 

Number of payload users: redundant

Communications

Transponder: coherent S-band 

Transmission power: 50 to 200 mW max

Telemetry rate: 2048 bit/s

Telecommand rate: 200 bit/s

Data down link: X-band

Table 12. ERS-1/2의 제원

ERS-2는 ERS-1과 거의 동일한 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탑재된 관측 센서에 차이가 

있다. ERS-2에는 ERS-1에 탑재된 AMI, RA, ATSR, PRARE, LRR 외에 GOME(Global 

Ozone Monitoring Experiment), MS(Microwave Sounder), IDHT(Instrument Data 

Handling and Transmission)가 추가로 탑재되어 있다(Fig. 18b). 연구에 사용된 ERS-2 

영상은 ERS-1과 마찬가지로 AMI SAR image 모드에서 획득된 것이다. Table 12는 

ERS-1/2의 제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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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perational

Type Imaging microwave radars

Technical Characteristics 

Accuracy

 Landscape topography: 3m 

 Bathymetry: 0.3 m 

 Sea ice type: 3 classes 

 Sea surface wind speed: 3m/s

 Significant wave height: 0.2m

Spatial Resolution 30 m

Swath Width 100 km

Wave band Microwave: 5.3 GHz, C band

Applications

 Land (Landscape Topography, Vegetation)

 Water (Water Management) 

 Ocean and Coast(Coast Geomorphology, Ocean Waves, Ocean Winds) 

 Snow and Ice (Snow and Ice) 

Table 13. AMI SAR Image Mode의 세부 사항

AMI의 SAR image 모드(Table 13)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관측 폭 100 km로 제공한다. 

제공된 레이더 영상은 지표면에서 되돌아 온 신호의 강도로 표현되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지표면의 거칠기와 유전율 특성에 의존한다. AMI SAR image 모드는 하나의 궤도를 최

장 10분 동안 촬영할 수 있다. 레이더의 일반적인 입사각은 23도이며, 35도까지 기울여 

관측할 수 있다. 이러한 입사각의 조절은 특수한 지형 조건에 대한 관측을 할 때 유용하

게 사용된다. 

연구과제에 사용한 ERS-1/2 영상은 모두 Tandem pair이다. ERS-1과 ERS-2는 동일

한 조건으로 궤도를 운행하는데, ERS-2의 ground-track은 ERS-1에 비해 서쪽 방향을 

향해 이동되며, 같은 지역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단 하루의 시차를 두고 두 위성에서의 

영상이 획득되는데, 이를 ERS-1/2 Tandem pair라 한다. ERS-1/2 Tandem 영상은 

ERS-1이 임무를 마치는 시간까지 획득될 수 있었다. ERS-1/2 Tandem 영상은 하루 동

안의 지표면의 위상 변화 관찰과 DEM 생성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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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Lindsey Islands 주변 Tandem Interferogram

본 연구에서는 Lindsey Islands 주변을 촬영한 ERS-1/2 Tandem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총 4개의 영상으로부터 2개의 Interferogram을 생성할 수 있었다. Table 14에 사용된 

ERS-1/2 영상의 정보를 간략히 나타내었다. ERS-1/2 영상은 ESA에서 제공하는 Eolisa

라는 위성영상 검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ERS-1/2 영상 쌍(pair)은 1996년 3월 9일(Fig. 19a)과 1996년 3월 10일(Fig. 

19b)에 각각 ERS-1과 ERS-2가 획득한 영상으로 모두 VV 편파로 획득되었으며, Fig. 

19(c)와 같은 Topographic-pair Interferogram을 생성한다. 이러한 interferogram은 위성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baseline이 비교적 길어서 지형의 고도를 잘 나타내 준다. Fig. 

19(c)에서 반도의 가장자리 부분은 비교적 급한 경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륙으

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나타낸다. Fig. 20(a)와 (b)는 ERS-1과 ERS-2가 각각 1995년 

10월 21일과 1995년 10월 22일에 획득한 두 번째 영상 pair로 영상이 나타내는 영역은 

Fig. 19(a), (b)와 거의 동일하다. 이 영상 pair로 생성된 Interferogram을 Fig. 20(c)에 나

타내었다. Fig. 20(c)의 Interferogram은 baseline이 짧아 지형의 고도에 의한 신호는 매우 

약한 반면 지형의 변형 정도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은 Diff-pair 

Interferogram이라 하며, interferogram의 한 fringe는 레이더의 주사방향으로 영상이 얻

어진 하루 동안 2.8mm의 변위를 나타낸다. 가장 지형 변화가 심한 것으로 관찰되는 영상

의 중앙 부분은 빙하가 흘러내리는 곳으로 빙하의 이동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판단된

다. 하루 동안 빙하의 흐름이 매우 급격함을 알 수 있으며, 바다로 밀려나오는 빙하에 의

한 stress로 인하여 해빙에도 strain이 생기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빙붕(ice 

shelf)에서의 stress-strain 현상도 목격된다. 이 지역은 남극의 어느 지역보다도 변화가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빙하 및 빙붕의 변화가 급격하다는 것이 

Fig. 20(c)의 Interferogram으로 쉽게 확인된다. 이 주변지역에 남극 대륙기지를 설립할 

경우 빙하 및 빙붕, 그 외의 눈과 얼음의 대한 변화 연구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 및 환경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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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pair Diff-pair

Platform ERS-1 ERS-2 Platform ERS-1 ERS-2

Date 1996. 3. 9 1996. 3. 10 Date 1995. 10. 21 1995. 10. 22

Polarization VV VV Polarization VV VV

Range pixel 

spacing
7.9 m 7.9 m

Range pixel 

spacing
7.9 m 7.9 m

Azimuth pixel 

spacing
20.0 m 20.0 m

Azimuth pixel 

spacing
20.0 m 20.0 m

Incidence angle 23.4 deg. 23.4 deg. Incidence angle 23.4 deg. 23.4 deg.

Baseline 161.9 m Baseline 44.3 m

Table 14. ERS-1/2 Tandem pair 영상의 정보



- 51 -

(a) ERS-1 image (1996. 3. 9) (b) ERS-2 image (1996. 3. 10)

(c) ERS-1/2 Topo-pair Interferogram

Figure 19. ERS-1/2 Tandem 영상과 Topo-pair Interfe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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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RS-1 image (1995. 10. 21) (b) ERS-1 image (1995. 10. 22)

(c) ERS-1/2 Diff-pair Interferogram

Figure 20. ERS-1/2 Tandem 영상과 Diff-pair Interfe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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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Envisat ASAR 영상

제 1절 Envisat ASAR 소개 

Envisat은 지금까지의 어떤 지구 관측 인공위성보다 훨씬 크기가 큰 위성으로, 총 무게 

8톤, 높이 25 m에 10 m의 폭을 가진다. 준비 기간만 약 15년을 가진 Envisat은 2002년 3

월 ESA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현재 고도 800 km 궤도를 운행 중이다(Table 15). 

Envisat의 임무기간은 약 5년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관측 기간 동안 지구 전체의 대기

와 해양, 대륙을 약 3일에 한 번씩 감시하게 된다. Envisat의 주요 임무는 지구의 오존층

의 발달 상황을 감시하고 해수면의 변동과 해양에 서식하는 식물 플랑크톤의 분포를 측

정하며 아울러 극지방의 빙하의 두께 변동을 측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부차적인 임

무로는 해양에서 자주 발생되는 유조선 사고에 의한 피해 범위와 복구 방법을 알려 준다. 

세부적인 관측 임무로는 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이산화 황()과 같은 산성비를 유

발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와 지구적인 규모의 기온 상승을 유발시키는 이산화탄소

의 양을 측정한다. 오염 배출 감소 정책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교토 환경 조약을 각 나라

가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Envisat의 여러 가지 임무와 운용 목표 중에서 1차적인 목표는 이미 발사된 ERS에 이

어 지속적인 레이더 영상을 제공하고, ERS의 임무 중 해양과 극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증진시키며, 더욱 다양한 환경 변수들을 관측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임무는 ERS-1, 2에 

의해 시작된 관측을 지속하고 개선하며, 전 지구적인 범위의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환경 및 기후 분야에 있어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가 되고 있다.

Envisat은 ASAR, MERIS, AATSR(Advanced Along Track Scanning Radiometer), 

RA-2(Radar Altimeter 2), MWR(Microwave Radiometer), GOMOS(Global Ozone 

Monitoring by Occultation of Stars), MIPAS(Michelson Interferometer for Passive 

Atmospheric Sounding), SCIAMACHY, DORIS(Doppler Orbitography and 

Radio-positioning Integrated by Satellite), LRR 등 총 10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다(Fig. 

21). 이 중에서 ASAR는 본 연구에 사용된 레이더 영상을 촬영한 센서로써 합성 구경 레

이더 시스템(SAR) 센서의 하나이다. 합성구경레이더 시스템은 지표의 물체를 향하여 기

존의 실 구경 레이더(real aperture radar) 보다 더 많은 수의 마이크로파 펄스를 송신하

고, 동일 관측 대상에 대한 더 많은 수의 반사파 신호를 측정한다. 그리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방위방향 빔 폭을 좁게 함으로써 방위 방향 분해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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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Envisat의 모식도

SAR 영상은 전자기파의 위상 자료가 서로 간섭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므로 위성 고도

에 상관없이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고 광량이나 대기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Launch vehicle Ariane 5 

Launch date 2002.03.01 

Launch site Kourou 

Altitude 780-820㎞ 

Mass 8,211㎏ 

Mission period 5 years 

Orbit circular, sun-synchronous polar 

Inclination 98.6° 

Repeat cycle 35 days 

Period 100.59 min 

Table 15. Envisat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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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sat ASAR 센서는 C-band를 사용하여 지구를 관측하고, ERS의 image mode와 

wave mode를 연속하여 사용한다. ASAR는 촬영범위, 입사각의 범위(incidence angle), 

편광, 그리고 적용 모드에서 ERS보다 강화된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강화된 능력

은 정확한 전송 및 수신 빔을 제공하는 전송/수신 모듈, 'chirp' 펄스 생산을 위한 디지털 

파형 생산, 그리고 운행 고도에서 ScanSAR 모드의 운용 등 센서 디자인에서의 주요한 

차이 때문에 가능하다. Table 16에 ASAR의 제원 및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ASAR는 1.5-3.5 dB의 복사 해상도 범위를 가지며, C-band에서 5개 편광모드(VV, 

HH, VV/HH, HV/HH, VH/VV)를 제공한다. Image mode(IM)와 Wave mode(WM), 

Alternating Polarization mode(AP)에서 각각 30 m×30 m의 nominal resolution을 가지며, 

Wide Swath mode(WS)에서는 약 150 m×150 m, Global Monitoring mode(GM)에서는 

약 1 km×1 km의 nominal resolution을 가진다. Envisat ASAR의 다양한 관측 모드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이 Table 17에 기술되어 있다. 

GM은 VV 또는 HH 편광 모드에서 405 km의 폭으로 지표면을 관측하는데 해상도는 

약 1km 정도이다. WM의 경우 ASAR는 해수면의 파장 변화에 기인한 후방산란의 변화

를 측정하게 되며, GM과 마찬가지로 VV 또는 HH 편광모드에서 관측이 이루어진다. 

ASAR의 IM은 약 30m 급의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IM은 관측 방향으로 센서

의 입사각이 15 - 45도로 변화하면서 7개의 swath를 형성한다. AP는 IM과 같이 고해상

도를 가지지만 마이크로파의 송수신 편광이 서로 다르다. WS는 ScanSAR 기술을 활용

하며, 약 150 m의 해상도로 400 km 정도의 관측 폭을 가진다. WS는 모두 5개의 swath

로 구성되며, HH와 VV에서 관측이 이루어진다. 

ASAR는 해양, 육상, 자연재해, 극지 분야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양 분야

에서는 해파 및 해수면의 특성 분석, 연안의 역학적인 현상 관측, 선박의 움직임 및 기름 

유출 사고 등과 같은 환경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육상 분야에서는 전 지구적 식생 관측, 

산림 및 도시 관측, 지질 및 지형, 농업, 홍수 및 지하수 등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이다. 

이외에도 화산 및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분야와 해빙과 빙하의 움직임 및 기후 변화와의 

연계연구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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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perational

Type Imaging microwave radars

Technical 

Characteristics 

Accuracy Radiometric resolution in range: 1.5-3.5 dB

Spatial Resolution 

Image, Wave and Alternating Polarisation modes: 

approx 30m x 30m

Wide Swath mode: approx 150m x 150m

Global Monitoring mode: approx 1000m x 1000m.

Swath Width 

Image and alternating polarisation modes: up to 

100km

Wave mode: 5km

Wide swath and global monitoring modes: 400km 

or more

Waveband 
Microwave: C-band, with choice of 5 polarization 

modes (VV, HH, VV/HH, HV/HH, or VH/VV)

Applications

Ocean and Coast (Ocean Currents and Topography) 

Land (Landscape Topography) 

Snow and Ice (Snow and Ice) 

Table 16. Envisat ASAR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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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D Product Name

Nominal 
Resolution(m)

range×azimuth

Nominal Pixel 
Spacing (m)

range×azimuth

Approx.Coverage 
(km)

range×azimuth

Equivalent 
No. of 
Looks

IMP 
Image Mode 
Precision 30×30 12.5×12.5 56-100×100 >3 

IMS 
Image Mode 
Single-Look 
Complex 

9×6 natural 56-100×100 1 

IMG 
Image Mode 
high-resolution 
Ellipsoid Geocoded

30×30 12.5×12.5 56-100×100 >3 

IMM 
Image Mode 

medium-resolution 150×150 75×75 56-100×100 40 

IMB Image Mode 
Browse 

450×450 225×225 56-100×100 80 

APP 
Alternating 
Polarisation 

Precision Image
30×30 12.5×12.5 56-100×100 >1.8 

APS 

Alternating 
Polarisation 
Single-Look 
Complex

9×12 natural 56-100×100 1 

APG 

Alternating 
Polarisation Mode 
high-resolution 
Ellipsoid Geocoded

30×30 12.5×12.5 56-100×100 >1.8 

APM 
Alternating 

Polarisation Mode 
medium-resolution

150×150 75×75 56-100×100 50 

APB 
Alternating 

Polarisation Mode 
Browse

450×450 225×225 56-100×100 75 

WSM Wide Swath Mode 
medium-resolution

150×150 75×75 400×400 11.5 

WSB 
Wide Swath Mode 

Browse
1800×1800

(approximately)
900×900 400×400 30-48 

WVI 

Wave Mode 
Imagette and 
Imagette Power 
Spectrum

9×6 natural 5×5 1 

WVS Wave Mode Image 
Spectra

N/A N/A 5×5 N/A 

GMI Global Monitoring 
Mode Image

1000×1000 500×500 400×400 7-9 

GMB 
Global Monitoring 
Mode Browse

2000×2000 1000×1000 400×400 11-15 

Table 17. Envisat ASAR 관측 모드에 따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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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Lindsey Islands 주변 ASAR 영상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Amundsen Sea 주변 지역을 촬영한 

다수의 Envisat ASAR 영상을 수집하였고, 그 중에서 Lindsey Islands가 포함된 5장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Table 18). 5장의 영상은 모두 wide-swath mode(WSM)으로 

촬영되었으며,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150 m이다. 제 4장에서 제시한 MODIS 영상은 광

학영상이기 때문에 관측하고자 하는 지역에 구름이 분포할 경우 제대로 된 관찰이 어렵

다. 그러나 Envisat ASAR 영상과 같이 합성구경레이더 시스템으로 획득된 영상은 마이

크로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름의 분포 및 태양 고도에 상관없이 지표면의 영상을 획득

할 수 있다. 특히 Amundsen Sea와 같은 남극 대륙의 가장자리 지역은 기상학적으로 연

중 맑은 날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관찰하고자 할 때, SAR 영상이 매우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nvisat 영상은 ERS-1/2 영상과 마찬가지로 Eolisa에서 검색할 

수 있다.     

Fig. 22는 Lindsey Islands가 포함된 Envisat ASAR 영상으로 2007년 10월과 2008년 1

월 사이에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대륙의 가장자리 부분이 대부분 밝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륙 가장자리 지역의 지형 굴곡이 심할 수 있음을 암시한

다. 대륙의 안쪽은 대부분 어둡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비교적 평탄하여 마이크로

파의 전방산란을 일으키거나 눈의 특성이 건조하여 마이크로파를 흡수해 후방산란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륙의 중간 부분은 가장자리에 비해 비교적 평탄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바다에 존재하는 해빙이 남극의 가을에서 여름으로 향하는 1월로 갈

수록 대부분 녹아 바다가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Product ID Date
Time

(GMT)
Center Lat./Lon. polarization 

WSM 2007/10/30 07:40
69°45'01" S

108°53'57" W
HH

WSM 2007/11/02 07:46
69°45'02" S

110°20'15" W
HH

WSM 2007/11/05 07:52
69°19'26" S

112°43'32" W
HH

WSM 2007/11/08 07:56
71°06'30" S

109°49'13" W
HH

WSM 2008/01/11 07:46
71°16'57" S

106°21'37" W
HH

Table 18. 2007년 10월 ~ 2008년 1월 ENVISAT ASAR 촬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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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7년 10월 30일 (b) 2007년 11월 2일

(c) 2007년 11월 5일 (d) 2007년 11월 8일

(e) 2008년 1월 11일

Figure 22. Amundsen Sea 주변의 ENVISAT-ASAR Wide Swath Mode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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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안

제 1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극 대륙기지 예비 후보지 선정에 도움이 되고자 중,저 및 고해상도의 광

학영상과  SAR 영상, 그리고 수동 마이크로파 자료 등 다양한 인공위성 영상을 구축 및 

획득, 신규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Amundsen Sea 지역의 Lindsey Islands 및 Bear 

peninsula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급의 고해상도 정보를 제공하는 KOMPSAT-2 MSC 영상은 Lindsey Islands의 지형

과 피복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어 극지 연구에 있어서 실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MSC 영상에서 관찰된 Lindsey Islands는 지형이 평탄하고 노출된 암반이 많으

며 쇄빙선 등의 접안이 용이해 기지 건설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륙빙과 약 

500 m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대륙 진출에 불리할 수 있다. 대륙빙 연안에는 150 

m×50 m 크기의 노출된 암반을 확인하였으나, 대륙빙 끝단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대륙

접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SSM/I 해빙 면적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Amundsen Sea 지역의 해빙은 2007-8년에는 해빙 밀도가 비교적 적어 접근이 가능하였

으나, 2005-6년에는 해빙 밀도가 높아 쇄빙선 접근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

된다. 이 지역의 해빙은 연변화가 심하고 연중 접근이 불가능한 해도 있어 2-3년간 쇄빙

선을 이용한 보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지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

다. 

Bear Peninsula에 대한 ASTER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어느 지역에서도 폭 1km 이상의 암

반이 노출된 지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소규모의 노출 암반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남극의 

여름에 KOMPSAT-2 영상의 추가적인 촬영이 필요하다. ERS-1/2 Tandem 영상에 의하

면 주변 지역의 빙하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향후 기후 변화를 연구하

기에 좋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제 2절 향후 연구 방안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남극 대륙 기지 후보 선정 및 건설에 있어서 인공위성 자

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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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KOMPSAT-2 극지 촬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및 

기술,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극지 촬영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륙기

지 후보지의 선정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는 보다 더 많은 위성 자원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쇄빙선이 진수되면 남극 대륙뿐만 아니라 극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현장 접

근성은 과거보다 용이하게 될 전망이며, 인공위성을 통한 극지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

이다. 극지 원격 탐사는 극지의 전반적인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해빙의 분포와 체적 변

화, 빙하 및 빙붕, 그리고 빙상의 이동과 면적 변화 연구, 빙하의 이동속도와 지구온난화

의 관계, 그리고 빙산의 이동 경로 예측을 통한 향후 쇄빙선의 항로 설정 등 다양한 분야

에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극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극지에 숨어있는 새로

운 사실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해상도의 광학센서를 탑재한 KOMPSAT-2 (1m급)를 보유하고 있

으며, 조만간 KOMPSAT-3, 3a가 궤도에 오르게 된다. 또한 X-band SAR를 탑재한 

KOMPSAT-5도 2010년에 발사 예정이다. 이 인공위성들은 향후 극지연구에 유익한 자료

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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