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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Sentinel-1A SAR 영상을 이용하여 이중차분간섭기법(Double-Differential InSAR,

DDInSAR)으로 남극의 Ross 빙붕의 조위변형을 관찰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Ross 빙붕의

동쪽과 서쪽의 육지경계부에서 2015-2016년 Sentinel-1A Sing look complex(SLC)영상을 획득했

고, DEM에 의한 효과가 제거된 2장의 DInSAR영상을 차분하여 획득한 DDInSAR영상에서 hinge

zone을 확인할 수 있다. DDInSAR영상에서 추출된 조위의 이중차분값(∆TDDInSAR)과 역기압효과

를(Inverse Barometer Effect; IBE) 보정 한 조위모델의 이중차분값(∆Tmodel)을 비교하여 조위모

델 정밀도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A지역에서 작은 변위차가 나타나 조위모델이 정확한 반면, B지

역에서 나타난 큰 변위차는 자동기상관측기구(Automatic Weather System; AWS)의 대기압 값

이 부정확하여 오차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hinge zone의 폭()과 얼음두께(h)의 상관성을 정량적

으로 분석했다. 탄성 보 모델의 이론을 유도했을 때 폭과 얼음두께는 ≈h
0.75로, A와 B지역의

DDInSAR영상에서 폭()과 얼음두께(h)의 회귀분석을 통해 관측값은 ≈53.85h
0.66로 추출되었

다. 관측값을 기반으로 탄성 보 모델의 이론을 통해 얼음의 물성값인 영률을 구했을 때 2.37Gpa

로 추출되었다.

1. 서론
남극의 얼음환경은 빙하와 빙상(ice sheet)과

빙붕(ice shelf), 빙산(ice berg)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변화의 지시자 이며, 빙상이 바다로

확장되면 해수면 위에 부유하는 빙붕을 형성

한다(Schoof, 2007). 빙상과 빙붕 사이에서 조

위변형이 나타나는 곳은 hinge zone이고, 폭

은 수 m에서 수 km까지 나타나며, 경계선인

grounding line을 포함한다(Fricker et al.,

2009). hinge zone은 빙상으로부터 얼음의 배

출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빙상의 안정성에 대

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곳에서의 얼음두께

는 해수면의 변화와 빙붕의 질량균형에 민감

하기 때문에(Vaughan,1994),조위변형(tidal

displacement)이 나타나는 hinge zone을 정밀

하게 분석 해야 한다.

DDInSAR(Double-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기법을 통해 중력에 의

한 수평방향의 흐름이 제거 되고 조위의 수직

변위를 추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 남극

Ross 빙붕 육지 경계부 동서지역에서

Sentinel-1A(S1A)의 DDInSAR 영상과 조위

모델에서 추출한 조위변형을 비교했다. 그리

고 hinge zone에서의 폭과 얼음두께의 상관성

을 정량적으로 분석했고, 이를 통해 연구지역

의 적합한 영률을 추출했다.

2.연구지역 및 자료
서 남극 Ross 빙붕(81.5S, 175W)은 로스해

(Ross Sea)남부에 위치한 최대의 빙붕 이며,

남극 빙붕의 약 30%를 차지하고, 면적은 52

만 7000이다. 그리고 서남극 빙상 주요빙하
의 main outlet으로 빙상의 질량균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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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 연구지역은 빙하의 흐름이 느린

Ross 빙붕 동서지역의 육지경계부에서 획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entienl-1A위성에서 Table 1

의 날짜와 시간에 각각 4장의 SLC영상을 획

득하였으며, revisit cycle은 12일로, C-Band

SAR를 탑재하여 날씨나 태양의 고도와 관계

없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sensor mode는

IW(Interferometric Wide swath)로 TOPSAR

기술을 활용하여 총 250km 3개의 sub swath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두 연구지역에서 각각

3개의 subswath 중 IW1을 연구지역으로 선

정했고, DDInSAR영상을 획득했을 때 Fig. 1.

의 빨간박스 부분에서 조위변형이 나타나 이

를 분석했다.

비교할 조위자료는 Ross 해에서 가장 정밀

한 Ross Sea Height-based Tidal Inverse

Mode(Ross_Inv)를 사용했고(Han and Lee

2014), 이 모델은 1/4와 1/12 (~10km)의 격

자 간격으로 Ross 해의 조위를 예측한다. 조

위모델의 조위는 위성에서 관측되어 자유해수

면의 변화를 포함하는 하중조위(load tide)를

TPXO7.2 모델에서 추출하여 보정해야 한다.

Fig. 1.의 x부분에서 두 모델의 조위와 하중조

위를 추출했다. 조위모델의 조위는 1mbar 변

할 때 1cm씩 변하고, 대기압에 따라 해수면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역기압효과(Inverse

barometer effect; IBE)보정 해야 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10분간격으로 측정된 자동기

상관측기구(Automatic Weather

System;AWS)의 Station에서 SAR영상 날짜

와 시간별로 대기압을 추출했고, A지역은

Fig. 1.에 ∆로 표시된 Margaret station과

○로 표시된 B지역은 Willie Field station과

Ferrell station의 대기압을 사용했다. hinge

zone와 얼음두께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얼음두께자료 Bedmap2는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더와 인공위성 고도계로부터 추정

된 고도자료를 기반으로 1km간격으로 grid한

얼음두께의 자료이다(Fretwell et al,. 2013).

3. 연구방법
Ross 빙붕의 조위에 의한 수직방향의 조위

변형을 분석하기 위해 DDInSAR기법을 이용

했다. DDInSAR영상을 획득하기 위해각각 연

구지역에서 4장의 SAR영상을 Coregistraion

후 생성된 간섭영상을 GETASSE30모델을 이

용하여 DEM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 2장의

DInSAR영상을 절대위상복원(phase

unwrapping)하여 DDInSAR기법을 통해 차분

하여 1장의 DDInSAR영상을 획득했고, Table

1.에 각 연구지역의 DDInSAR영상 추출과정

을 나타냈다. 영상에서 추출한 LOS(Line Of

Sight)의 방향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IW1,2,3

의 레이더 입사각을 평균하여 나누어주면 조

위의 수직방향의 이중차분값(∆TDDInSAR)을 구

할 수 있다. 이 값과 비교하기 위해 조위모델

의 이중차분값(∆Tmodel)은 SAR영상 날짜와

시간별로 조위모델의 조위와 하중조위를 추출

한 값을 더해 보정했고, AWS station의 대기

압을 구해 IBE보정을 수행하여 추출했다.

hinge zone의 폭과 얼음두께의 상관성을 확

인하기 위해 먼저 조위변형 모델인 탄성 보

모델을 이용했다. 조위변형(Z)를 grounding

line으로 부터의 거리()에 대한 함수로 나타

냈을 때 다음과 같다(Han and Lee, 2014).

  cossin (1)

T는 조위, 는 조위변형에 최대가 되는 지점

이고, 는 탄성감쇠계수이다(Han and Lee,

2014). (1)번식을 거리에 따라 미분하여  ′이

Fig. 1. The study area and the locations of 

AWSs. Obtain DDInSAR image from red box in 

IW1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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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때 에 대한 조위의 local

maixmum/minmum을 구할 수 있고, 두 곳의

차이를 hinge zone폭 으로 정의했고, 탄성

감쇠계수의 식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

냈다.

  


g v 


 (2)

는 해수밀도(1030 kgm-3)이고 g는 중력가

속도, 는 0.3으로 (Vaughan, 1995)

영률은 지역마다 다른값을 가지기 때문에 연

구지역에 적합한 영률을 찾아야 하고 hinge

zone의 폭은 조위와 관계없이 얼음두께의

0.75승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4.연구결과 및 토의
hinge zone의 조위변형을 분석하기 위해 먼

저 조위모델의 이중차분값(∆Tmodel)과

DDInSAR영상에서 추출한 조위의 이중차분값

(∆TDDInSAR)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 조위모

델의 IBE 보정 전 후와 ∆TDDInSAR의 값을 나

타냈다. ∆TDDInSAR와∆Tmodel는 작은변위차가

나타났고, IBE보정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조위모델은 정밀함을 판단할 수 있다.

B지역의 큰 변위차는 AWS station별로 대기

압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AWS의 기

계적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오차일 수 있어

정확한 AWS의 자료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hinge zone의 폭과 얼음두께의 상

관성을 확인했다. Fig 2.은 A지역의

DDInSAR영상과 Bedmap2의 얼음두께분포이

고, B지역은 Fig 3.에 나타냈다. grounding

line(G)은 검정색 실선으로, hinge line(H)점선

으로 표시했고, 두 선사이의 폭은 hinge zone

이다. 폭과 얼음두께의 상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H,G가만곡 없이 평행한 곳에

서 hinge zone의 폭()과 얼음두께를 추출하

여 상관도(Fig 4. )로 나타냈고, 이를 회귀분

석 하여 관측값 식(3)을 구했다.

 ≈ h (3)

R 은 0.95로 나타났으며 높은 상관성을 보였

고, hinge zone의 폭은 얼음두께의 0.66승에

비례한다. 탄성 보 모델 식 (2)에서는 0.75승

에 비례하여 두 값의 오차가 나타나고, 이는

탄성 보 모델에서 거리 를 ∞로 무한평면에

서 추출했고, 관측값은 실제 조위변형에서 구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성 보 모델의 얼음

두께는 균일하다고 가정한 반면, Bedmap2의

얼음두께는 고도자료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남

극은 표면의 변화가 심해 고도의 정밀도가 떨

어져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식(3)에서

53.85는 얼음의 물성값으로, 이 값을 기반으로

식(2)를 통해 영률을 역으로 구했을 때

2.37Gpa로 나타났다. Ross 빙붕은 GPS로 측

정된 조위변형을 통해 구한 영률은 Ice

stream C에서 E=3.0Gpa, 맥머도 빙붕에서 1.6

±0.69Gpa이고, Bedmore Glacier에서 1.5±
0.5Gpa로, 연구지역의 영률 2.37Gpa은 적절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5.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위변형이 나타나는 hinge

zone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먼저 ∆TDDInSAR와

∆Tmodel을 비교하여 조위모델의 정밀도를 판

단할 수 있었고, hinge zone의 폭과 얼음두께

의 상관성을 탄성 보 모델의 이론을 유도하여

추출한 값과 DDInSAR영상에서 hinge zone에

서의 폭과 얼음 두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관측값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지역의 영률값을 추출할 수 있으며

hinge zone의 폭은 얼음두께와 비례함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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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Date(UTC) DInSAR DDInSAR

A

T1 2015/06/16 
10:40

T2-T1
(T4-T3)-
(T2-T1)
∆TDDInSAR

T2 2015/06/28 
10:40

T3 2016/05/29 
10:40

T4-T3
T4 2016/06/10 

10:40

B

T1 2015/09/23 
12:47

T2-T1
T3-T2

(T3-T2)-
(T2-T1)
∆Tmodel

T2 2015/10/05 
12:47

T3 2015/10/17 
12:47

Table 1. Sentinel-1A SAR data and the 
DDInSAR processing

DDInSAR Before 
IBE

After 
IBE

Deviation

A -74.06 -49.02 -77.92 3.86

B 13.13 38.74 55.44 -42.31

Table 2. Vertical tidal deflection measured 
from DDInSAR and tide model (cm).

  

        

Fig. 2.  DDInSAR image of the A 

area(Top), Bedmap2 ice thickness A 

area(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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