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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동남극 Terra Nova 만 인근에 위치한 Campbell 빙하에 대해 하루
의 시간차를 가지는 16쌍의 COSMO-SkyMed SAR 간섭영상을 획득하였다. 획득된 간
섭쌍 영상에 이중 위상차분간섭기법을 적용하여 조위에 의한 빙하의 변위를 추출하였으
며, 조위 예측모델과 공학에서 사용되는 보 모델을 이용하여 조위에 의한 빙하의 변위특
성을 분석하였다. 조위에 의한 빙하의 변위특성은 빙하의 휨 상수(deflection factor)와 
탄성 감쇠계수(elastic damping factor)로 설명될 수 있으며, 총 120개의 이중 위상차분
간섭도로부터 휨 상수와 탄성 감쇠계수를 구하였다. Campbell 빙하의 휨 상수는 Ross 
Sea 조위모델로 예측된 조위와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추출된 변위의 비교를 통해 
1.571임을 알 수 있었다. 탄성 감쇠계수는 0.827±0.099 km-1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통
해 빙하의 두께는 약 400 m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휨 상수와 탄성 감쇠계수를 이용하
여 Campbell 빙하의 조위에 의한 변위를 정의하는 특성방정식을 제안할 수 있었으며, 이
는 조위자료만을 이용한 빙하의 수직변위 추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 서론
빙하와 같은 얼음환경은 기후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기
후 및 환경변화 연구에 중요한 지시자 역
할을 하고 있다(Rott et al., 1998; Rignot 

and Thomas, 2002). 극지방의 빙하는 접
근성이 제한적이고 지리적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관측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빙하의 모니터
링 및 변화 관측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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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SMO-SkyMed SAR image obtained 
on 16 June, 2010. The location of Campbell 
glacier is 74° 25‘S, 164° 22'E.

특히 합성구경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향선과 이훈열, 2011). 

SAR 영상에 위상차분간섭(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 DInSAR)기법을 적
용하면 빙하의 표면 변위를 매우 정밀하
게 관측할 수 있다. 이 기법을 통해 빙하
의 흐름 관측이 가능하며 빙하의 질량 균
형(mass balance) 상태를 연구할 수 있다
(Bamber and Rivera, 2007). 그러나 해
수면 위에 부유하는 빙붕 및 ice tongue에 
대한 DInSAR 결과는 빙하의 흐름에 의한 
변위뿐만 아니라 조위에 의한 변위를 함
께 나타낸다(Rignot, 2002). 따라서 정확
하고 다양한 빙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조위에 의한 빙하의 변위가 분석되
어야 한다. 

조위에 의한 빙하의 변위는 두 개의 위
상차분간섭도를 차분하는 방법인 이중 위
상차분간섭(Double DInSAR, DDInSAR)
기법을 통해 추출할 수 있다(Rignot, 
1996, Rignot, 2011). 본 연구에서는 동
남극 Terra Nova 만 인근에 위치해 있는 
Campbell 빙하에 대해 총 16쌍의 
COSMO-SkyMed SAR 간섭영상을 획득
하였다. 획득된 간섭쌍 영상에 DDInSAR
를 적용하여 조위에 의한 빙하의 변위를 
추출하였으며, 조위 예측모델과 공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 모델을 이용하여 조위
에 의한 빙하의 변위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위에 의한 빙하의 변
위를 정의하는 특성방정식을 제안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자료
동남극 Terra Nova 만은 우리나라 최

초의 남극 대륙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가 
건설되는 지역으로 주변에는 현재 활동 
중인 Melbourne 화산과 Priestly 빙하 및 
Campbell 빙하가 위치해 있다. 연구지역

인 Campbell 빙하(74° 25‘S, 164° 22'E)
는 Terra Nova 만으로 흐르는 outlet 빙
하로 길이는 약 110 km이다(Fig. 1). 
Campbell 빙하는 본류와 지류로 구분되는 
ice tongue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
서는 본류에 해당하는 ice tongue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erra Nova 만 주변지
역이 촬영된 COSMO-SkyMed SAR 영상
을 사용하였다. COSMO-SkyMed SAR 
영상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 사
이에 촬영된 것으로, 모두 위상간섭
(Interferometric SAR, InSAR)기법의 적
용이 가능한 간섭쌍 영상으로 획득되었다
(Table 1). 간섭영상은 총 16쌍이 획득되
었으며, 모든 간섭쌍은 하루의 시간차를 
가진다.  

3. 연구방법
DDInSAR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간섭쌍 영상에 InSAR 기법을 적용하여 



Dates Baseline (m) Dates Baseline (m)
2010/06/16, 2010/06/17 31.6 2011/06/03, 2011/06/04 -36.5
2010/07/02, 2010/07/03 -46.3 2011/06/19, 2011/06/20 -47.5
2011/01/26, 2011/01/27 18.9 2011/08/22, 2011/08/23 181.7
2011/02/27, 2011/02/28 5.7 2011/09/07, 2011/09/08 37.3
2011/03/15, 2011/03/16 -44.4 2011/10/09, 2011/10/10 -44.3
2011/03/31, 2011/04/01 -39.2 2011/10/25, 2011/10/26 -110.9
2011/05/02, 2011/05/03 -89.6 2011/11/10, 2011/11/11 -91.7
2011/05/18, 2011/05/19 75.9 2011/11/26, 2011/11/27 -23.4

Table 1. COSMO-SkyMed one-day interferometric tandem pairs used in this study  

간섭도를 생성하였다. Fig. 2(a)는 2011
년 9월 7, 8일에 획득된 간섭쌍을 이용한 
간섭도로서, 빙하 표면에서 관찰되는 간섭
띠(fringe)에는 빙하의 흐름에 의한 변위
와 하루 사이의 조위 차이()에 의한 변
위()가 모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ASTER Global Digital Elevation Model 
(GDEM)을 이용하여 DInSAR를 수행하였
고, 16개의 위상차분간섭도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DDInSAR의 적용을 통해 총 120
개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를 생성하였다. 

Fig. 2(b)는 2010년 6월 16, 17일과 
2011년 9월 7일, 8일에 획득된 간섭쌍으
로부터 생성한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이다. 
두 간섭쌍에서 빙하의 흐름속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흐름에 의한 변위는 대부분 
제거되었으며, 각 간섭쌍에 포함된 조위차
의 차이()에 의한 변위가 관찰된다. 
이를 통해 Campbell 빙하의 grounding 
line과 hinge zone을 확인할 수 있고, ice 
tongue의 끝 부분에서는 얼음의 붕괴
(calving)에 기인하는 변위를 관찰할 수 
있다. 해빙의 표면에서도 에 의한 간
섭띠들이 잘 관찰된다. 

Vaughan(1995)은 빙하의 두께가 공간
에 따라 변화가 없을 때, 시간 와 

grounding line으로부터 거리 의 함수로
써 조위에 의한 빙하의 변위  를 다
음과 같은 탄성 보 모델을 이용하여 구하
였다. 

      cos sin
  (1)

는 조위, 는 조위에 의한 변위가 최대
가 되는 지점(→∞)에서의 휨 상수
(deflection constant)로 이는 조위와 변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는 빙하의 탄성 감쇠계수
(elastic damping factor)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                (2) 

는 해수의 밀도(1030 kgm-3), 는 중
력가속도(9.8 ms-2), 는 빙하의 포아송
비(Poisson's ratio)로 0.3, 는 빙하의 
영률(Young's modulus)로서 0.88±0.35 
GPa, 는 빙하의 두께를 나타낸다. 식 
(1)에서 와 는 조위에 의한 빙하의 휨 
변위를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a)

(b)

Fig. 3. (a) One-day interferogram over 
Campbell glacier generated from the 
COSMO-SkyMed SAR images obtained on 
7 and 8 September, 2011. (b) Double 
differential interferogram generated from 
COSMO-SkyMed InSAR paris obtained on 
16, 17 June 2010 and 7, 8 September 
2011.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추출된 의 
차이()는 식 (1)의 탄성 보 모델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sin
(3)

본 연구에서는 120개의 이중 위상차분
간섭도로부터 와 를 계산하였으며, 이
를 통해 Campbell 빙하에 대한 대표적인 
와 를 구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토의
Fig. 2(b)에 나타낸 점선을 따라 에 

의한 빙하의 변위를 추출하였다. 각각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는   
km인 지점에서 수렴하였다. Campbell 빙
하의 대표적인 를 구하기 위해   
km의 와 조위모델로부터 추출한 
를 비교하였다. Fig. 3은 Terra Nova 만 
지역에 적용이 가능한 조위 예측모델인 
CATS2008a_opt (pers. comm., L. 

Padman, 2008), Ross Sea (Erofeeva et 
al., 2005), TPXO7.1 (Egbert and 
Erofeeva, 2002) 모델로부터 추출된 
와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추출된   
사이의 상관도이다. 세 가지 모델 중 
Ross Sea 모델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
였으며( =0.769), y 절편 또한 0에 가
까웠다(Fig. 3a). 이는 빙하의 흐름이 일
정하고, 빙하의 휨 상수 는 조위에 독립
적임을 의미한다. CATS2008a_opt 조위 
모델(Fig. 3b)과 TPXO7.1 조위 모델(Fig. 
3c)도 y 절편이 0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
냈으나,  이 각각 0.692와 0.641로서 
Ross Sea 모델을 이용한 결과보다 낮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Ross Sea 조위 모델에서 계산된 와 
이중 위상차분간섭도에서 추출된 는 
1.518의 기울기를 가지는 선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 기울기를 Campbell 빙하
의 대표적인 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a)

(b)

(c)

Fig. 4. Linear regression between 

extracted from the double differential 
interferograms and  calculated from the 
tidal prediction models as (a) CATS2008a_opt, 
(b) Ross Sea and (c) TPXO7.1. 

이 에는 GDEM의 수직해상도에 의한 오
차, 대기에 의한 위상 지연에 기인하는 오
차, 조위 모델의 오차, 그리고 두 간섭쌍 
사이의 빙하 흐름속도 차이가 불확실성
(uncertainty)으로 포함될 수 있다. 

Ross Sea 모델에서 추출된 를 이용
하여 각각의 이중 위상차분간섭도로부터 
를 구하였다. 는 평균이 0.827 km-1, 
표준편차는 0.099 km-1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빙하의 대표적인 
로 0.827±0.099 km-1를 적용하였다. 를 
식 (2)에 적용하면 빙하의 두께를 구할 
수 있으며, Fig. 2(b)의 점선에 해당하는 
빙하의 두께는 406±52 m로 계산된다. 유
체정역학적 평형(hydrostatic equilibrium) 
이론에 의하면 빙하의 두께는 빙하의 고
도에 9.11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Rignot, 2001). 를 구하기 위한 변위가 
추출된 곳의 고도는 50 m이며, 유체정역
학적 평형에 의한 빙하의 두께는 456 m
로 계산된다. 유체정역학적 평형에 의한 
빙하 두께 추정의 불확실성은 ±100 
m(Rignot, 2002)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정한 얼음의 두께(406±52 
m)는 타당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Campbell 빙
하의 대표적인 와 를 이용하여 조위에 
의한 Campbell 빙하의 변위를 다음과 같
은 특성방정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   cos sin 

(4)
위 식에서 의 단위는 km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중 위상차분간섭기법

과 조위 예측모델, 그리고 공학에서 사용
되는 탄성 보 모델을 이용하여 동남극 
Campbell 빙하의 조위에 의한 변위특성 
방정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위 특성 방정식은 조위 자료만을 이용
하여 Campbell 빙하의 조위에 의한 변위 
추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



히 Campbell 빙하의 질량 균형 상태를 분
석하기 위해 위상간섭기법을 적용할 경우 
조위에 의한 변위를 제거하고 빙하의 흐
름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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