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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호수 얼음의 상변화에 따른 마이크로파 산란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얼음 표면에 물을 도포한 후 마이크로파 산란계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전자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얼음의 물성을 추정하였다. 산란계 실험 결과에서 두 개의 강한 산란이
관찰되었다. 첫 번째 산란신호(  )는 얼음의 표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크기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얼음/물 경계면의 위치에서 발생
한 두 번째 산란신호(  )는  과 대조적인 증감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얼음 표면의 상변
화에 따른 유전율 변화에 기인한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된 얼음 표면의 유전율
은 도포된 물에 의해 실험 초기에 매우 큰 값을 나타냈으나 물이 결빙되면서 급격히 감
소하였다. 이 때 얼음 표면의 거칠기는 무작위하게 변화하지만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
기온이 영상으로 상승하고 얼음 표면에 해빙이 일어나면서 유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거칠기는 다시 무작위성 변화를 나타냈다.

1. 서론
얼음은 기온의 변화와 물의 온도, 바람
의 세기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화한다
(Williams et al., 2004). 이러한 얼음의
물성은 기후 변화 관찰을 위한 중요한 인
자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수자원의 사용
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얼음의 정확한 물
성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Gherboudj et
al., 2010).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관측 대상으로부
터 후방산란을 측정한다. 얼음에서의 후방
산란은 얼음의 유전율과 거칠기 뿐만 아
니라 기포의 함량과 같은 다양한 물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얼
음의 물성 측정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Gherboudj et al., 2010).
얼음의 표면은 결빙기와 해빙기에 서로
상반되는 상변화를 일으키며, 유전율과 거

칠기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에서는 일정
한 유전율과 거칠기에 대해 파장과 편파,
입사각에 따른 얼음의 산란특성만이 논의
되었다(Dierking, 1999; Geldsetzer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C-band HH 편파 산란
계를 구성하여 호수 얼음 표면에서 상변
화가 진행되는 동안의 산란특성을 측정하
였다.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음의 물성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얼음의
후방산란을 모델링하였다.

2. 현장 실험 및 얼음의 물성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중심주파수가 5.3 GHz인
C-band HH 편파 Square Horn 안테나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산란계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안테나의 빔 폭은 600 MHz로
설정하였고, 시간해상도와 거리해상도는
각각 1.67 ns와 25 cm이다. 마이크로파
산란계 현장실험은 2006년 2월 2일 춘천
호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전기적, 구조적 변화가 없는 삼면코너반사
기에 대한 반복측정을 통해 산란계의 안
정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변화를 구현
하기 위하여 얼음 표면에 물(surface
water)을 도포한 후 안테나의 높이를 2
m, 입사각은 40°로 설정하여 호수 얼음에
서의 산란을 2시간 동안 10회 반복 측정
하였다.
산란계 실험 결과로부터 얼음의 물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후방산란 모델링이 수
행되어야 한다. 얼음으로부터 관찰될 수
있는 후방산란은 얼음 표면에서의 표면산

용에 의한 산란(  )이다(Fung, 1994).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ice model
을 고려하였다. 이 모델에서 surface
water의 유전율과 거칠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다른 물성들은 고정된 값이 적
용된다. 얼음의 유전율은  와 
가 발생한 위치와 실측된 얼음의 두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얼음 아래에 위
치한 물의 유전율은 Sadiku(1985)에 의해
제안된 경험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Ice model로부터 후방산란을 모델링하기
위해 Fig. 2와 같은 scatterometer
measurement model을 가정하였다. Fig.
2에서 산란계는 2개의 radar return을 측
정할 수 있다. 첫 번째 return(  )에는 안
테나의 빔 중앙에서 관측되는  와

Fig. 1 The ice model used in this study.

란(  ), 체적산란(  ), 얼음/물
경계면에서의 산란(  ), 그리고 얼음/물
경계면에서 반사된 신호와 얼음의 이질성
(volume inhomogeneity) 사이의 상호작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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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함된다. 두 번째 return(  )에
는 안테나의 빔 중앙에서 수신된  ,

 ,  , 그리고 안테나 빔의 가장자
리에서 수신된  가 모두 포함된다.
얼음에서의 후방산란을 모델링하기 위
해서는 얼음 표면과 얼음/물 경계면의 유
전율과 RMS height, correlation length,
그리고 기포의 크기와 함량이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델변수들은 현장에서
직접 측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역 최적
화 기법 중 하나인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GA)을 수행하여 모델
변수들을 추정하였고, Fung(1994)에 의해
제안된 integral equation model 등을 이
용하여 얼음으로부터의 후방산란을 모델
링 하였다.

Fig. 3 Result of the scatterometer
measurement showed as 3-dimension.

 는 흰색 원,  은 흰색 삼각형,
 은 흰색 사각형,  는 흰색 마름
모로 나타냈다.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 추
정된  은 점선의 검은색 원,  는 점선

3. 산란계 실험 및 모델링 결과
Fig. 3은 산란계 실험 결과를 3차원으로
도시한 것으로 x 축은 2-way travel
time, y 축은 산란된 신호의 세기(unit),
그리고 z 축은 측정 시각을 나타낸다.
Fig. 3에서 두 번의 강한 radar return이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 얼음 표면
인 28.6 ns에서 측정되었으며,  는 얼음/
물 경계면인 35.2 ns에서 측정되었다. 
과  가 측정된 위치는 각각 얼음 표면과
얼음/물 경계면이므로 얼음 내부에서 마이
크로파 이동시간은 6.6 ns 이다. 이를 통
해 얼음의 유전율을 4.38로 추정할 수 있
었다.
Fig. 4(a)는 후방산란 모델링 결과를 현
장 실험 결과와 함께 나타낸 것으로 신호
의 세기를 dB로 변환하였다. 실측된  은
실선의 검은색 원,  는 실선의 검은색 삼
각형으로 나타냈다. 모델링을 통해 추정된

의 검은색 삼각형으로 나타냈다. 산란계
실험과 모델링 결과 사이의 RMSE는
0.0051 magnitude로 서로 잘 일치하였다.

 와  는 magnitude가 0에 가까운
것으로 예측되었다.
GA를 통해 추정된 surface water의 유
전율은 Fig. 4(b)에 검은색 원으로 나타냈
다. 흰색 원은 실험 당일 매 시간마다 측
정된 기온의 내삽을 통해 구한 10분 단위
의 기온이다. 유전율은 처음에 큰 값을 나
타냈으며 11시 30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
였다. 이후 30분 동안 작은 구배로 증가
하다가 12시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얼음 표면의 RMS height는 Fig. 4(c)에
원으로 나타냈으며, correlation length는
삼각형으로 나타냈다. Surface water의 거
칠기는 유전율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
하는 시기에 무작위하게 변화하였으며, 유
전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시기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얼음의 기포 함량과 직경은
각각 0.1%와 0.21 mm, 얼음/물 경계면의

포된 surface water의 영향 때문이다.
Surface water는 액체이므로 유전율이 매
우 크고 이로 인해 얼음 표면에서 측정된
산란은 강하다. Surface water는 마이크로

(a)

파의 투과율을 저하시키므로 작은  가
측정되며, 산란계로 측정되는  는 작다.
Fig. 4(b)를 통해 오전 11시 50분까지
영하의 기온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온이 얼음의 어는점 이하로 유지되면서
surface water는 고체의 얼음으로 상변화

(b)

하였고, 유전율이 감소하여  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전율 감소는 마이크로
파의 투과율을 증가시키므로 강한  가

 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시 30분부
터  은 서서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얼음
(c)

Fig.

4

(a)

Measured

backscattering

and

result of the modeling, (b) Gradients of the
dielectric constant of ice surface and air
temperature, (c) Gradients of rms height and
correlation length of the ice surface.

RMS height와 correlation length는 각각
1.64 cm와 9.99 cm로 추정되었다.

4. 토의
마이크로파 산란계 실험 결과에서  은
실험 초기에 큰 값을 나타낸 반면에  는
작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얼음 표면에 도

표면의 해빙으로 인한 유전율 증가를 의
미한다. 기온이 영하임에도 얼음 표면이
해빙될 수 있는 것은 얼음 표면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기온보다 높은 표
면 온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GA로
추정된 유전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Surface water의 유전율은 50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여 11시 30분에 가장 작
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30분 동안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
냈고, 정오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
냈다.
유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
는 동안에는 상변화의 발생으로 인해 얼
음 표면의 거칠기는 무작위적 변화를 나
타낸다. 그러나 산란계 실험이 수행되기
전의 얼음 표면이 비교적 부드럽기 때문
에 상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도 거칠기의
변화 폭은 크지 않다. 이를 통해 얼음 표
면의 상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거칠기도
함께 변화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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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신호(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
다. 두 번째 산란신호(  )는  과 대조적
이었다. 이는 surface water가 유전율이
크고 투과율이 작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의 얼음으로 결빙되어 유전율이 작고 투
과율이 커지다가 다시 액체 상태로 해빙
되는 상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된 얼음
표면의 유전율은 surface water가 도포된
직후 결빙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때 얼음 표면의 거칠기는 무작위하게
변화하지만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 기온
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얼음 표면의 유전
율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기온이 영상으
로 상승한 이후 해빙에 의해 급격히 증가
하였다. 그리고 빠른 상변화로 얼음 표면
의 거칠기는 다시 무작위성 변화를 나타
냈다.
본 연구를 통해 얼음 표면의 상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한 얼음의 산란 특
성 해석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특히 기
온의 일변화가 크고 바람이 강한 지역에
서는 얼음 표면의 상변화가 급격히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상변화에 의한 유전율과
거칠기 변화 분석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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