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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기후 특색으로 인해 영하의 낮은 기온이 이어져 호수의 결빙 현상

이 여러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호수 얼음의 두께는 국지적 기후 변화를 파악하는데 매

우 중요하다. 또한 얼음관련 지역 축제 개최 시 얼음의 두께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

정성 있는 축제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에 수행되던 얼음 두께 탐사법으로는 GPR 탐사와 Drilling 방법이 있다. GPR 탐사의 

경우 좁은 대역폭으로 인해 낮은 해상도를 나타내므로 호수 얼음 두께 측정엔 어려움이 있

다. Drilling 방법의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용하려면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관측대상이 되는 얼음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여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므로 얼음이 손상되

는 단점이 있다. 

 연구에 적용된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GPR 탐사와 Drilling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격탐사 시스템이다. 산란계에 사용된 마이크로파는 9 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GPR 탐사 시 사용되는 주파수에 비해 고주파영역에 속하며 대역폭이 더 넓어 고해상도로 

얼음 두께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이용하면 넓은 지역의 얼음 두께 측

정도 비교적 단시간에 가능하다. 본 연구는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ector Network 

Analyzer, VNA)와 X-band Square Horn Antenna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구축

하였고 2011년 1월 25일 강원도 춘천시 서면 북부 오월리 호수의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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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구 방 법

2.1 산란계 구성

 연구에 사용된 탐사 장비는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ector Network Analyzer, VNA), 안

테나, 노트북, 발전기, 마이크로파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a)는 벡터 네트워크 분

석기로 Agilent Technologies사의 8720D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적용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

는 20 MHz ~ 20 GHz이다. 네트워크 분석기는 calibration kit를 이용하여 port를 보정한 

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기에는 안테나와 연결 되어 전파의 송신과 수신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port가 있다. (b)는 안테나로 전송선로에 의해 전해진 파를 자유공간 상에서의 파

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이다. 대부분 안테나는 송 · 수신 시 동일하게 동작하며 어느 쪽이 더 

취급하기 쉬운가에 따라 송신 또는 수신 안테나로 간주한다(윤영중 외, 2000). 

(a)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b) 안테나

(c) 노트북

  

(d) 발전기 

  

(e) 마이크로파 케이블

그림 1. 탐사장비

 



- 3 -

 연구에 적용된 안테나는 X-band Square Horn 안테나로 중심주파수가 9.5 GHz이고 대역

폭이 1 GHz이다. X-band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의 빔 폭이 작아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퍼

지지 않고, 집중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안테나는 수평편파(Horizontal Polarization, H)와 

수직편파(Vertical Polarization, V) 포트가 있으며, 이 포트를 네트워크 분석기의 포트와 연

결하여 HH, HV, VH, VV 편파에 대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경우 얼음 표

면에 대해 안테나가 수직이 되도록 위치시켜 편파의 구분이 없다. 탐사에 사용된 안테나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안테나 속성)

Band X-Band

Center frequency 9.5 GHz

Bandwidth 1 GHz

Antenna type Dual polarimetric square horn 

표 1. 안테나의 속성

 그림 1 (c)는 노트북으로 탐사 장비 전체에 대한 제어를 담당하며, (d)는 발전기로서 전력

공급원으로 사용되었고, (e)의 마이크로파 케이블은 VNA와 안테나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위와 같은 성능을 가진 장비들의 운용을 쉽게 하기 위해 카트에 위치시켜 이동성을 좋게 

하였다. 따라서 산란계 시스템을 이용하면 넓은 지역의 얼음 두께 측정을 단시간에 할 수 

있다. 또한 안테나의 경우 고정 프로파일에 연결한 뒤 카트에 장착하여 탐사 시 장비의 흔

들림에 따른 자료 획득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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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2. 산란계시스템 구축 (a) 산란계시스템, (b) 산란계가 관측하는 얼음에서의 후방산란 

모식도, (c) 후방산란 측정결과

 그림 2 (a)는 연구에 사용된 마이크로파 산란계 시스템이며 (b)는 마이크로파의 입사각이 

0° 일 때 공기/얼음, 얼음/물의 두 경계에서 산란계가 관측하는 후방산란 모식도이다. 그림 

2 (c)는 후방산란 측정결과로 x축은 안테나로부터 산란이 측정된 거리(range), y축은 마이

크로파의 후방산란 크기(amplitude)이다. 원으로 표시된 두 피크 중 첫 번째 피크는 공기/

얼음 경계면에서 후방산란 된 값이고, 두 번째 피크는 얼음/물의 경계면에서 후방산란 된 

값을 나타낸다. 그래프 상에서 이러한 두 개 피크의 ∆R 값은 0.9 m로 90 cm이나 얼음의 

두께를 구하기 위해서 ∆R을 얼음의 굴절율로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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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란계의 해상도

 연구에 적용된 산란계의 시간해상도( )는

  




                          (1)

공기에서의 거리해상도()는

  


××

×
                       (2)

얼음에서의 거리해상도(
)는

   




×
 ×   이므로                (3)


 ×× 

×
    이다.               (4)

     ( : 얼음에서의 마이크로파 진행속도,  :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 굴절율,  : Bandwidth) 

 따라서 연구에 적용된 산란계의 시간해상도는 1 ns이고, 공기에서의 거리해상도는 15 cm

이며 얼음에서의 거리해상도는 약 8 cm이다. 또한 얼음의 굴절율은 식 (5)와 같이 ∆R을 나

누어 얼음의 두께를 구하는 과정에 적용되었다. 이때 마이크로파에서 얼음, 물, 눈의 굴절율

을 구한 Sadiku (1985)의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파에서 얼음의 굴절율은 1.78로 하였으며  

이는 광학에서 얼음의 굴절율인 1.31과는 다르다. 

얼음의두께

∆
                              (5)

(∆ : 공기/얼음, 얼음/물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두 피크 간 거리,  : 굴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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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처리 전 과정

 

그림 3. 얼음 두께 파악을 위한 자료처리 과정

 그림 3은 자료획득부터 해석까지의 자료처리 전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자료처리 시 

Excel을 이용한 4단계와 좌표 변환, Kriging을 거쳐 결과를 해석하였다. 아래의 목차 2.4 

좌표변환과 2.5의 Kriging은 각각 자료처리 과정 중 적용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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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좌표변환

 최종적인 결과해석을 위해서는 Surfer를 통한 자료처리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탐

사 장비는 WGS 84 데이텀을 기준으로 자료를 획득하고, Surfer는 UTM 52 평면좌표계를 

기반으로 얼음의 두께를 나타낸다. 따라서 WGS 84 데이텀을 기준으로 획득된 자료가 

UTM 52 평면좌표계를 기반으로 바뀌었을 때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WGS 84 좌표계란 현 좌표체계의 기준의 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텀이다(이

희연, 2003). 이 좌표체계는 지구질량의 중심에서 중력이 0인 지점들은 연결한 등중력면을 

지구 표면의 위치와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좌표계의 편평률은 1/298, 적

도반경은  6378.13 km이며 극반경은 6356.752 km이다. 그림 4는 편평률의 정의이다.

 UTM 좌표계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화 된 횡축 메르카토르 투영법이다(이희연, 

2003). 이 좌표계는 가상적인 준거기준으로부터 북과 동으로 각각 떨어진 거리를 m로 나타

내고 지구를 여러 구역(zone)으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적용한 좌표체계이다. 이 때 구역 설

정은 왜곡을 줄여 지구가 가장 정확하게 투영되도록 하기위해 원통과 지구본이 접하는 부분

을 6˚ 씩 나누어 총 60개의 구역을 설정하였다. 각 구역의 기준은 그 구역의 중앙을 지나는 

자오선과 적도의 교차점이다. 또한 각각의 구역은 직사각형으로 나타나며 형태를 그대로 유

지한 채 면적, 거리, 방향 등을 나타낼 수 있어 유용하다. UTM 좌표계는 대부분의 경우 발

행되는 지형도의 가장자리에 표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51과 52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된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호수는 52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편평률 = (a-b) / a

a = 적도 반경 (장축)

b = 극 반경 (단축)

그림 4. 편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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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riging 보간법

 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는 해당 측점에서의 얼음 두께만을 지시하므로 측선 외의 영역은 

Kriging과 같은 보간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자료처리 시 Kriging 보간법을 

적용하여 얼음의 두께를 추정하였다.

 Kriging 보간법은 공간보간법에 포함된다. 공간보간법(spatial interpolation)이란 구하고자 

하는 지점의 값을 관측을 통해 얻어진 주변지점의 값들로부터 보간 함수를 적용하여 추정하

는 것으로 실측되지 않은 지점의 값을 합리적으로 어림짐작하는 계산법이다(이희연, 2003). 

공간보간법은 전역적 보간법과 국지적 보간법으로 나뉜다. 먼저 전역적 보간법은 모든 기준

점을 하나의 연속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국지적 보간법은 대상지역 전체를 작은 도면이

나 한 구획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세분화된 구획별로 부합되는 함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Kriging 보간법은 국지적 보간법으로서 공간통계를 통해 측정되지 않은 지점의 값을 추정

하는 방법이다. 최근 Kriging 보간법은 토양이나 지질, 수문과 관련된 현상의 공간적 변이

의 크기를 정량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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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적지 예비탐사

3.1 연구지역

 본 논문의 예비탐사는 2011년 1월 6일 강원대학교 내에 위치한 연적지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5. 강원대학교 연적지 예비탐사 지역(WorldView I, google earth)

 예비탐사는 산란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안테나와 얼음 표면 사이의 거리 선정 및 데이터

의 획득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강원대학교 연적지는 37°52′

10.66″N 127°44′34.25″E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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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테나 높이 선정

 그림 6은 안테나와 얼음 표면 간의 거리가 (a) 100 cm, (b) 45 cm, (c) 13 cm, (d) 0 cm 

일 때 공기/얼음, 얼음/물 경계에서 후방산란이 나타난 그래프이다.

그림 6 (a)는 안테나와 얼음 표면 간의 거리가 100 cm 일 때 나타난 그래프로서 카트의 

가장 위 쪽, 3단에 안테나를 고정한 뒤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 경우 공기/얼음의 경계에서

만 신호가 나타나고 얼음/물의 경계에서는 파의 신호가 약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프 상의 

거리가 0인 지점에서 나타나는 amplitude 값은 파가 안테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신만 

된 것으로 에러이다. 따라서 안테나와 얼음 표면 간의 거리가 100 cm일 경우, 정확한 두 

개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아 얼음 두께 측정이 어렵다. 그림 6 (b)는 안테나와 얼음 표면 간

의 거리가 45 cm 일 때 나타난 그래프로서 카트의 2단에 안테나를 고정시킨 뒤 자료를 획

득하였다. 45 cm의 높이에 안테나를 위치시킬 경우 공기-얼음, 얼음-물의 경계에서 두 개

의 피크가 나타나지만 신호가 약하다. 그림 6 (c)는 카트의 가장 아래쪽, 1단에 안테나를 

고정한 뒤 획득한 자료로 안테나와 얼음 표면 간의 거리는 13 cm이다. 13 cm에 안테나를 

위치시킬 경우 공기/얼음, 얼음/물의 경계에서 뚜렷한 두 개의 피크를 볼 수 있다. 또한 카

트의 1단에 안테나가 위치함으로 장비 전체의 균형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안테나의 높이가 100 cm, 45 cm, 13 cm의 순서로 낮아질수록 공기/얼음, 얼음/물의 두 경

계에서 강한 신호가 나타나 안테나를 얼음 표면에 직접 맞닿게 위치시킨 0 cm에서는 더욱 

강한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장비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림 6 (d)는 안테나와 얼

음 표면 간의 거리가 0 cm일 때 획득된 그래프이다. 안테나를 얼음의 표면에 완전히 밀착

한 뒤 측정된 그래프는 많은 피크가 나타나게 되어 공기/얼음, 얼음/물의 두 경계만을 확인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안테나의 위치 선정을 위해 여러 높이에서 장비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13 cm 높

이에 안테나가 위치할 경우 가장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연적지에서 수행된 장비테스

트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안테나의 높이를 13 cm로 고정하여 추후 이루어질 탐사에 적

용하였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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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안테나와 얼음 표면 간의 거리가 (a) 100 cm, (b) 45 cm, (c) 13 cm, (d) 0 cm 

일 때 공기/얼음, 얼음/물 경계에서 후방산란이 나타난 그래프

그림 7. 장비테스트를 통해 안테나의 높이를 13 cm로 고정한 모습



- 12 -

3.3 자료획득

그림 8. 연적지 예비탐사 이동측점

 그림 8은 강원대학교 내 연적지에서 획득한 GPS 이동경로로서 이 경로를 따라 자료를 획

득하였다. 자료획득은 산란계 시스템을 얼음 위에서 이동시키며 하였다.

(a)                                (b)

        그림 9. 연적지 예비탐사에서의 후방산란 측정결과 (a, b)

 그림 9 (a), (b)는 연적지 예비 탐사를 통해 획득한 후방산란 측정 결과이다. 두 그래프 모

두 공기/얼음, 얼음/물 경계에서 정확히 두 개의 피크가 나타난다.



- 13 -

(a) (b)

3.4 자료처리 및 해석

 그림 10. (a) 2D와 (b) 3D로 나타낸 연적지의 얼음 두께 

 예비 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는 해당 측점에서의 얼음 두께만을 지시하며 측선 외의 영역

은 Kriging과 같은 보간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0은 Surfer를 통해 2D와 3D로 

나타낸 연적지의 얼음 두께이다. 그림 10 (a)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난 지점들은 연적지 예비 

탐사가 이루어진 측점이다. 측점이 위치하는 곳의 얼음 두께는 대부분 약 16 cm의 녹색으

로 나타난다. 그림 10 (b)에서 뾰족하게 솟아있는 지점들은 탐사 측점과 일치한다.

 산란계로 측정된 얼음 두께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실측 두께와 비교하였다. 실측 두

께는 얼음끌을 이용하여 실제 연적지의 얼음을 뚫어본 것으로서 비교 결과 산란계와 실측으

로 얻은 얼음 두께가 서로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산란계의 정확성을 검증 할 수 

있었다.



- 14 -

4. 오월리 1차 탐사

4.1 연구지역

그림 11. 강원도 춘천시 오월리 탐사지역 (WorldView I, google earth) 

 1차 탐사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북부에 위치한 오월리 호수에서 2011년 1월 20일 수행되

었다. 오월리의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 후,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며 대략적인 강 폭

은 좁은 곳에서 50 m, 넓은 곳에서 100 m로 형성되어 있다. 탐사 지역은 37°59′00.35″N 

127°38′45.40″E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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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획득

 

그림 12. 오월리 1차 탐사 측선

 오월리 1차 탐사의 목적은 마이크로파 산란계 시스템을 통한 얼음 두께 측정의 용이성 확

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기/얼음 경계면과 얼음/물 경계면에서의 후방산란 확인 및 산란

계 운용을 위한 탐사 지역의 빙질 상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림 12는 오월리 1차 탐사 측

선이다. 측선의 시작부분은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a)                                (b)

         그림 13. 오월리 1차 탐사에서의 후방산란 측정결과 (a, b) 

 그림 13 (a), (b)는 오월리 1차 탐사에서의 후방산란 측정 결과로 탐사 시 획득한 그래프

들 중 일부를 추출한 것이다. 두 그래프 모두 공기/얼음, 얼음/물 경계면에서의 후방산란으

로 인해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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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4. 오월리 호수의 현장모습 (a, b)

 그림 14는 오월리 1차 탐사의 현장 모습으로서 눈이 모두 치워져 있어 산란계 시스템의 

이동이 용이하였다. 

(a) 

 

(b) 

그림 15. 오월리 호수 얼음의 빙질상태 (a) 얼음 표면의 균열, (b) 얼음 내부의 기포

 

 그림 15는 오월리 호수 얼음의 빙질 상태이다. 오월리 1차 탐사 시 눈으로 쌓여있지 않은 

곳의 얼음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15 (a)는 얼음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나타난 

것이고 그림 15 (b)는 얼음 내부에 존재하는 기포이다. 오월리 1차 탐사 측선은 얼음 표면

의 균열과 얼음 내부의 기포가 많은 곳을 가능한 한 피해 설정하였다. 따라서 산란계를 통

해 얼음의 두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균열 및 기포에 의한 영향이 측정 결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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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료처리 및 해석

(a) 

(b)

 그림 16. (a) 2D와 (b) 3D로 나타낸 오월리 1차 탐사의 얼음 두께

 

 오월리 1차 탐사를 통해 해당 측점에서 획득된 자료로부터 측선 외의 영역을 추정하기 위

해 데이터 보간법 중 하나인 Kriging을 사용하였다.  

그림 16은 Surfer를 통해 2D와 3D로 나타낸 오월리 1차 탐사의 얼음 두께이다. 그림 16 

(a)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난 지점들은 탐사 측선이다. 측선을 따라 획득된 부분의 얼음 두께

는 대부분 약 50 c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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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탐사를 통해 오월리 호수의 빙질상태는 탐사에 매우 적합했고 공기/얼음 경계면과 얼

음/물 경계면에서의 후방산란으로 인해 두 개의 피크가 정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산

란계를 통해 관측한 얼음의 두께를 현장에서 끌을 이용해 얼음을 뚫고 측정한 실측 값 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방법으로 획득한 얼음 두께가 서로 잘 일치하여 산란계를 통한 얼

음 두께 측정의 정확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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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월리 탐사

5.1 자료획득

그림 17. 오월리 2차 탐사 측선

 오월리 2차 탐사는 1차 탐사 지역과 동일한 강원도 춘천시 서면 북부 오월리 호수에서 

2011년 1월 25일 수행하였다. 그림 17은 오월리 2차 탐사 측선이다. 앞선 오월리 1차 탐

사 결과 얼음의 두께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호수의 전반적인 얼음 두께 측정을 위해 

2차 탐사 측선은 좀 더 넓게 설정하였다. 또한 측선 구간 중 오월리 빙어 낚시터와 눈을 쌓

아놓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측선 설정 시 이 곳을 피해 측선을 설정하였다. 측선의 길이

는 가로 144 m, 세로 80 m이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매 년 겨울마다 빙어축제를 통해 빙어낚시, 썰매타기 등의 행사

를 개최하는 것이며, 이러한 축제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우리가 방문한 시

기는 본래 빙어축제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시기였으나 전국적인 구제역의 여파로 인

해 지역 상인들이 장사를 모두 하지 않았다. 또한 빙어축제와 관련된 계획이 모두 무산됨에 

따라 연구지역인 오월리 호수 내에 인적이 드물었다. 따라서 탐사 시 산란계 시스템의 운용

에 어려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2차 탐사 당일의 최저기온 -17 °C, 

최고기온 -4 °C의 한파로 인해 탐사지역 전 구간에서 얼음의 결빙 상태가 매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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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리 2차 탐사는 연적지 예비 탐사와 오월리 1차 탐사를 통해 정확성이 검증된 마이크

로파 산란계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자료획득은 앞선 두 번의 탐사와 동일하게 탐사 시 카트

를 끌며 측선을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안테나를 통해 파는 3초 당 1번 송신되도록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한 자리에 멈춰선 후 약 

8초 동안 정지하여 적어도 한 자리에서 두 번의 파가 송신된 후 데이터가 획득되도록 탐사

를 수행하였다. 같은 지점에서의 반복적인 자료획득은 파의 송신이 한 번만 이루어졌을 때 

보다 더욱 정확성 있는 자료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첫 번째 측점에서 송신된 파가 그 다음 

두 번째 측점에서 송신된 파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위해 측점 사이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였다. 각각의 측점 간에 10걸음(약 435 cm)정도의 거리를 두어 탐사하였다. 그림 18

은 오월리 2차 탐사에서의 자료획득 모습이다. 

  

그림 18. 오월리 2차 탐사의 자료획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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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료처리 및 해석

(a)

 

(b)

 

(c)

 

(d)

(e)

 

(f)

(g)

 

(h)

그림 19. 후방산란이 나타나 자료처리 시 유효한 그래프 (a, c, e, g)와 삭제한 그래프 (b, 

d, 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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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a), (c), (e), (g) 그래프는 공기/얼음, 얼음/물의 경계면에서 후방산란이 잘 일어

나 피크가 정확히 나타나며 (b), (d), (f), (h)는 삭제한 그래프로서 하나의 경계면에서만 후

방산란이 발생하거나 세 개 이상의 후방산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후방산란이 잘 나타나 자

료처리 시 유효한 (a), (c), (e), (g)와 같은 자료는 남기고 (b), (d), (f), (h)와 같이 좋지 않

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삭제하여 자료처리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의 총 개수 1398개 중 1262개만이 유효한 그래프로 판단되

어져 자료처리 시 사용되었다. 초기 자료에서 유효한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90.27 %이

다. 한편 안테나에서 파의 진행거리는 15 m이나 자료처리 시 3 m 밖에서 수신된 파는 결

과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래프의 x축 최댓값을 3 m까지 도시하였다. 그림 19 (a), 

(c), (e), (g)의 자료처리 시 유효한 그래프들은 공통적으로 공기/얼음의 경계면에서 후방산

란 된 첫 번째 피크가 0.6 m에서 나타나고, 얼음/물의 경계면에서 후방산란 된 두 번째 피

크가 1.5 m 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유효한 그래프만을 선별하여 측선에서의 호수 얼음 두께를 추출하였다. 산란계

를 통해 획득한 얼음의 두께를 좌표를 이용해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탐사 시 사용하였던 

GPS의 경도-위도 값을 대응시켰다. 탐사에 사용된 GPS는 WGS84 좌표체계가 적용된 3차

원 좌표계를 기준으로 자료를 획득하므로 2차원적인 UTM 좌표를 필요로 하는 Surfer를 

통해 얼음의 두께를 도시하기 위해 좌표변환 과정을 수행하였다. 좌표변환은 MATLAB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면을 0으로 기준 잡은 뒤 수면으로부터 깊어지는 얼음의 두께

에 관해 도시하기 위해 최종적인 자료처리를 통해 얻은 얼음의 두께에 -1을 곱해 음수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면으로부터 깊어짐에 따라 음수의 부호로 나타나는 얼음의 두께 파악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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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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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20. 2D로 나타낸 오월리 2차 탐사의 얼음두께. (a) 초기자료, (b) 측선에서의 자료, 

(c) 1차 low pass filtering 결과, (d) 2차 low pass filtering 결과

 

 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는 해당 측점에서의 얼음 두께만을 지시하며 측선 외의 영역은 

Kriging과 같은 보간법을 통해 추정된 것이다. 그림 20 (a), (b), (c), (d)는 2D로 나타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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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리 2차 탐사의 얼음 두께이다. 그림에 검정색으로 나타난 지점들은 탐사 측선이다. x축은 

Easting, y축은 Northing이며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얼음의 두께가 증가한다. 그림 

20 (a)는 최종적으로 획득된 자료로 나타낸 얼음의 두께이다. 이 결과를 통해 오월리 호수

의 북동쪽과 남서쪽에 얇은 얼음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b)는 측선외

의 영역에서 보간법을 통해 추정된 얼음 두께를 삭제한 후 나타낸 것이다. (b)의 결과에 1

차 low pass filtering을 적용시켰다.

Easting(m) Northing(m) 두께(m) Easting(m) Northing(m) 두께(m) Easting(m) Northing(m) 두께(m)

381017.7 4204795 -0.50562 381018.1 4204799 -0.50562 381080 4204888 -0.42135

381018.9 4204795 -0.50562 381016.6 4204801 -0.50562 381079.3 4204887 -0.42135

381020.3 4204795 -0.50562 381015.8 4204801 -0.50562 381079.1 4204887 -0.42135

381021.3 4204794 -0.50562 381015.6 4204801 -0.50562 381078.5 4204888 -0.42135

381021.4 4204793 -0.50562 381016.1 4204802 -0.50562 381078 4204888 -0.42135

381021 4204792 -0.58989 381015.9 4204802 -0.42135 381077.6 4204887 -0.25281

381020.8 4204792 -0.50562 381014.6 4204803 -0.50562 381076.4 4204889 -0.42135

381021.3 4204792 -0.50562 381013 4204804 -0.50562 381075.1 4204890 -0.42135

381022 4204791 -0.50562 381011.5 4204806 -0.50562 381074.5 4204890 -0.42135

381022.7 4204791 -0.50562 381011 4204806 -0.50562 381074.5 4204891 -0.42135

381023.3 4204792 -0.50562 381011.5 4204806 -0.50562 381074.5 4204891 -0.42135

표 2. 1차 low pass filtering이 적용된 측점 

 

 1차 low pass filtering은 표 2와 같은 측점들에 대해 수행되었다. 표 2는 Easting과 

Northing지점이 위치하는 곳의 얼음 두께를 나타낸다. 가장 왼쪽의 표에서 일정한 두께로 

50 cm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다가 노란색 셀로 표시한 58 cm의 얼음 두께가 나타난다. 이와 

동일한 예로 가운데 표에 나타난 42 cm, 오른쪽 표에 나타난 25 cm도 주변 얼음 두께와  

다른 하나의 두께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이러한 주변의 얼음 두께와 다른 지점을 오류로 판

단하여 제거하는 1차 low pass filtering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그림 20 (c)는 (b)에서의 

1차 low pass filtering을 거쳐 획득한 결과를 통해 나타낸 얼음의 두께이다. (c)의 얼음 두

께 분포 양상이 (b)에 비해 간결해졌고, 그 결과 국지적인 얼음 두께의 변화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다. 하지만 1차 low pass filtering만으로는 (c)에 여전히 남아있는 2개의 빨간 지

점을 삭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2차 low pass filtering을 (c)에 적용시켰다.

 2차 low pass filtering은 표 3과 같은 측점에 대해 수행되었다. 표 3은 표 2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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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ing과 Northing지점이 위치하는 곳의 얼음 두께를 나타낸다. 50 cm와 같이 일정한 얼

음의 두께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다가, 앞선 1차 low pass filtering과는 달리 노란색 셀의 두 

지점이 나타난다. 이처럼 주변의 얼음 값에 대해 갑자기 두 지점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2차 

low pass filtering 과정을 통해 삭제하였다. 그림 20 (d)는 (c)에서의 2차 low pass 

filtering 결과로 획득한 얼음의 두께만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20 (d)를 통해 결

론적으로 오월리 호수 얼음의 두께는 대부분 50 cm이며 측선 시작부분인 남서쪽은 42 cm, 

측선 끝 부분인 북동쪽은 평균 38 cm로 나타났다. 

Easting(m) Northing(m) 두께(m)

381068 4204881 -0.50561

381068 4204881 -0.50561

381069 4204881 -0.50561

381070 4204881 -0.50561

381070 4204881 -0.42134

381071 4204880 -0.42134

381072 4204880 -0.50561

381074 4204879 -0.50561

381074 4204879 -0.50561

381073 4204879 -0.50561

381073 4204878 -0.50561

표 3. 2차 low pass filtering이 적용된 측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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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그림 21. 3D로 나타낸 오월리 2차 탐사의 얼음 두께. (a) 초기자료, (b) 1차 low pass 

filtering 결과, (c) 2차 low pass filtering 결과

 그림 21은 3D로 나타낸 오월리 2차 탐사의 얼음 두께이다. 3D에서 x축은 Easting, y축은 

Northing, z축은 -두께 값으로 수면을 0 m로 설정하여 아래로 깊어질수록 -0.3 m, -0.4 

m, -0.5 m로 얼음의 두께가 증가한다. 그림 21 (a)는 초기자료로 나타낸 얼음 두께 3D 결

과로 주변의 얼음 두께와 비교할 때 갑자기 두께가 다르게 나타나는 측점들이 많이 보인다. 

(a)에 1차 low pass filtering을 적용하여 그림 21 (b)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1차 low pass 

filtering 결과만으로는 아직 삭제되지 못한 지점들이 남아 있어 2차 low pass filtering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인 오월리 호수 얼음의 두께를 나타낸 그림 21 (c)를 획득하였

다. 따라서 2D와 3D 결과로부터 오월리 호수 얼음의 두께는 대부분 50 cm이고 측선상에

서 국지적인 얼음 두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국지적인 얼음 두께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로 측선 끝 부분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구간임을 생각하였다. 물의 

흐름이 바뀔 경우 유속이 빨라져 얼음이 얇게 결빙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측선의 중간 

지점인 50 cm가 나타나는 곳은 물의 유속이 느려 결빙이 더 잘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란계로 측정한 얼음 두께를 실측 두께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1.5 cm의 차이가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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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춘천시 서면 북부 오월리 호수에서 X-band 마이크로파 산란계 시스템을 이용

하여 호수 얼음의 두께 변화를 측정하였다. 마이크로파 산란계의 안테나 위치선정과 얼음 

두께 측정의 정확성 검사를 위해 춘천시 강원대학교 내 연적지에서 예비 탐사를 수행하였

다. 안테나와 얼음 표면 간의 거리를 100 cm, 45 cm, 13 cm, 0 cm로 설정하고 후방산란

을 측정한 결과 13 cm일 때 공기/얼음, 얼음/물의 두 경계면에서 가장 정확한 후방산란이 

나타나 산란계 시스템에서 안테나의 위치를 13 cm로 고정하였다. 또한 산란계 측정 결과 

공기/얼음, 얼음/물의 두 경계면에서 후방산란이 잘 일어나 그래프 상에서 정확히 두 피크

가 나타났다. 또한 산란계를 통해 획득한 얼음의 두께와 실측 두께와의 비교를 수행했을 

때, 두 값이 서로 잘 일치하여 산란계 시스템의 정확성이 검증되었다.  

 마이크로파 산란계 시스템을 통한 얼음 두께 측정의 용이성 확인을 위해 오월리 1차 탐사

를 수행하였다. 용이성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공기/얼음, 얼음/물 경계면에서의 후방산란 확

인과 빙질 상태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공기/얼음, 얼음/물의 두 경계면에서 후방산란이 정

확히 관측되었고, 빙질 상태도 좋아 산란계 시스템의 이동이 용이하였다. 하지만 오월리 1

차 탐사 결과 얼음의 두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호수의 전반적인 얼음 두께 측정을 

위해 탐사 측선을 수정하여 오월리 2차 탐사를 수행하였다. 

 2차 탐사 결과 오월리 호수 얼음 두께는 대부분 50 cm로 나타났고 측선 상에서 국지적인 

얼음 두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국지적인 얼음 두께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

유로 측선 끝 부분에서 물의 흐름이 바뀔 경우 유속이 빨라져 얼음이 얇게 결빙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란계로 측정한 얼음 두께를 실측 두께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1.5 cm의 차

이가 나타나 산란계의 정확성이 검증되었다. 마이크로파 산란계 시스템을 이용한 얼음 두께 

측정은 기존의 얼음 두께 측정을 위한 탐사들에 비해 탐사 시간이 짧고 더욱 정확한 얼음 

두께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산란계 시스템의 해상도는 얼음에서 약 8 cm로서 세밀한 얼음 두께 파악

과 얇은 두께의 얼음 측정엔 적용하기 어렵다. 향후 산란계 시스템의 대역폭을 보다 넓게 

설정하여 거리해상도를 높인다면 더욱 정밀한 얼음 두께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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