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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빙붕은 붕괴되고 빙하는 점점 녹아 사라지며 이로 인해 해수
면도 상승하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특
히 남극은 지구평균 기온의 증가에 비해 훨씬 빠르게 기온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
근 수십 년간 대형 빙붕의 붕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빙하의 이동 속도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윤상웅 외, 2012). 따라서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증
가하고 있어, 극지방 빙하 및 빙붕의 면적변화에 대한 시계열적인 관측이 요구되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는 접근하기 어렵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현장관측에 제약
이 있어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극지방 빙하 관측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맑은 날이 거의 없고 흑야가 오래 지속되는 극지방에서는 기상조건과 태양고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해상도의 자료를 취득 할 수 있는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시스템이 광학위성에 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빙하의 유동특성을 연구하는 기법에는 InSAR (Interferometric SAR)와 offset
tracking이 있다. InSAR 기법은 동일한 연구지역에 대해 획득된 두 장 이상의 SAR
영상으로부터 위상의 차이를 계산하여 지표면의 변위와 고도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InSAR 기법을 통해 생성된 간섭도(interferogram)는 지표면의 변위와 고도에 의한
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구지역에 대한 DEM 또는 고도에 의한 위상이 지
배적인 다른 간섭도를 이용하여 고도에 의한 위상차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
한 기법을 DInSAR (Differential InSAR)라 한다. DInSAR는 수 mm의 정확도의 변위
를 제공해 주지만, 빙하 표면의 temporal decorrelation으로 인해 단시간의 변위만
을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동안의 빙하 유동특성 연구에는 부적합하다. 반
면 SAR 영상으로부터 관측되는 지표면의 후방산란 강도(amplitude)를 이용하여 변
위를 측정하는 offset tracking은 수 m의 정확도를 가지나, 빠른 유속을 가진 빙하
의 장시간에 걸친 유동특성 연구에는 InSAR보다 적합하다(Michel and

Rignot,

2004).
Strozzi et al. (2002)은 ERS (ESA Remote-sensing Satellite)-1과 ERS-2 SAR 영
상으로

offset

tracking

방법을

사용하여

북극

Spitsbergen

제도에

있는

Monacobreen 빙하의 유동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Giles et al. (200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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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ARSAT-1 SAR 영상을 이용하여 남극 Mertz 빙하의 ice tongue에서 유동특성을 관
측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ERS-1과 ERS-2, RADARSAT-1 및
ENVISAT (Environmental Satellite) ASAR (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영
상이 사용되었다. RADARSAT-1과 ENVISAT은 시간해상도가 각각 24일과 35일로써 속
도가 빠르고, 흐름 방향이 다양한 빙하에 대해 정확한 offset tracking 분석을 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RS-1/2 SAR는 1-day tandem과 3-days tandem 임무를 통해
영상을 획득하였으나 tandem 관측기간은 9개월만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위성의 모
든

임무가

종료된

상태이다.

반면,

COSMO-SkyMed

(Constellation

of

Small

Satellites for Mediterranean basin Observation)는 최소 1일에 한 번씩 동일한
지역을 관측할 수 있고 기존의 인공위성 SAR에 비해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른 빙하의 변위 및 면적변화와 같은 유동특성을 측
정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동남극 Terra Nova Bay 인근에 위치한 Campbell 빙하는 2014년 건설 예정인 장보
고 과학기지와 인접해 있는 빙하로 동남극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유동하고 있는 빙
하 중 하나이다. 따라서 Campbell 빙하에 대한 변화관측은 동남극 지역의 환경변화
분석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향후 장보고 과학기지의 빙하 분야 연구 활동에도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rezzotti (1993)는 광학위성인 SPOT을 사용하여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에
대한 면적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빙하의 이동속도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시계열적으
로 많은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최근 Campbell 빙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과 더불어 Campbell 빙하의 면적변화와
정확한 유동특성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Campbell 빙하의 면적변화와 변위분석을 위해 2010년 6월에서
2012년 1월까지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59장의 COSMO-SkyMed SAR 영상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SAR 영상은 1~8일에 한 장씩 획득되었으므로 속도가 빠른 Campbell 빙하의
면적변화와 유동특성 연구에 매우 유용하였으며, 계절 및 월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 누적유출면적과 유동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ice

tongue의

면적을

계산하여

시계열적인

면적변화를

추출하였고,

offset

tracking으로 ice tongue의 흐름속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남극 기온자료를 이용하
여 SAR 영상에서 관측되는 남극지표와 빙하표면의 후방산란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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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2.1 빙하
매년 겨울철에 내리는 눈의 양이 여름에 녹는 양보다 많다면 눈이 누적되면서 쌓
이게 되며, 쌓인 눈의 아랫부분은 압력을 받아 재결정되어 단단한 얼음이 된다. 이
렇게 누적되어 쌓인 얼음덩어리가 중력에 의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빙하가 생긴
다. 따라서 빙하란 재결정된 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력의 영향으로 사면 아래
쪽이나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영구적인 얼음덩어리로 정의된다(박수인 외, 2003).
빙하는 연평균 기온이 상당히 낮아 물이 일 년 내내 동결상태로 존재하는 지역에
서 발견된다. 대부분 인류의 생활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산 및 극지와 같은 곳
에 분포하고 높은 고도에서도 낮은 온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규모의 여러 빙하들
이 중·저위도의 고산 지대에서도 발견된다.
빙하는 내부온도에 따라 극빙하와 온빙하로 나뉜다. 빙하를 이루는 얼음의 온도
가 압력융점 이하라면 극빙하에 속한다. 극빙하는 강설량이 적은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 남극 빙하, 그린란드 북부의 빙하, 캐나다 북단의 빙하가 여기에 속
한다. 반면 어떤 압력 하에서 얼음의 온도가 압력융점에 가까우면 온빙하로 강설량
이 많은 중위도이나 저위도 지방의 고산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린란드 남부
의 빙하, 알래스카의 남쪽빙하, 캐나다의 빙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온빙하의 바닥
에 나타나는 녹은 물은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얼음이 암석이나 퇴적물의 바닥
위로 미끄러지게 한다. 일부 온빙하에서는 이런 미끄러짐이 빙하의 총 이동량의
90%를 차지하기도 한다. 반면 극빙하는 빙하가 바닥에 붙어있어 이들의 움직임은
바닥 미끄러짐보다는 내부 변형에 의해 일어나며 이동속도도 매우 작다(박수인 외,
2003).
빙하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에는 얼음 표면 위에 놓인 거
력의 위치를 빙하 주변의 고정된 지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되돌아가 보면, 거력이 빙하 아래쪽 방향으로 수
m 가량 이동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빙하와 그 주변의 지형을 관찰함으로써
이동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빙하가 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산사면에 쌓인 눈과 얼음의 누적된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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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두께에 달하면 이 물질들은 중력의 영향으로 변형을 받으면서 사면 아래로 흐
르게 된다. 상부에 쌓인 눈과 얼음의 무게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빙하 내의 얼음
결정들은 점점 더 많은 힘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각각의 얼음 결정들이 움직여
흐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응력 하에서는 얼음 결정들이 내부의 결정면을 따라
서서히 움직임으로써 변형이 일어난다. 단단하게 언 얼음이 움직임에 따라, 서로
인접한 얼음 결정 사이의 응력으로 인해 어떤 얼음 결정들은 작아지고 다른 결정들
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커진다. 또한 결정들이 성장하면 내부 결정면이 똑같은 방
향으로 배열된다. 결정들이 배열되면 모든 결정들의 내부 포행면이 서로 평행하게
되어 빙하는 더 빠르게 흐르게 된다.

Table 1. 빙하의 종류 (박수인 외, 2003)

빙하의 종류

특 징

권곡빙하

산사면의 권곡에 형성

곡 빙하

권곡에서 출발하여 계곡의 바닥을 따라 흐름

피오르드에 나타나는 곡 빙하
피오르드 빙하

빙하의 바닥은 해수면 아래에 놓임
빙산이 떨어져 나가 급격히 후퇴하면 가파른 선단을 형성

산사면을 지나 개방된 경사면에서 끝나버리는 넓은 잎사귀
산록 빙하

모양의 빙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곡 빙하에 의해 공급

분출 빙하

빙상이 해안산지를 흘러 넘쳐 곡빙하 형태로 바뀐 것
유속이 빨라 바다로 유입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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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지역
남극은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서경방향은 서남극, 동경방향은 동남극으로 구분
하고 있다. 연구지역인 Campbell 빙하(74° 37'S, 164° 26'E)는 동남극 Terra
Nova Bay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극 세종기지는 서남극에,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지
와 인접한 Campbell 빙하는 동남극에 위치하고 있다.

Fig. 1. Campbell 빙하의 위치 (Ⓒ Goog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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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2011년 7월 5일 획득된 Terra Nova Bay의 COSMO-SkyMed SAR 영상이다.
동남극 Terra Nova Bay는 우리나라 남극 대륙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가 건설되는
지역으로 동쪽에는 현재 활동 중인 Melbourne 화산과 Campbell 빙하가 있고, 서쪽
에는 Priestly 빙하가 위치한다.

Fig. 2. 연구지역에 대한 2011년 7월 5일 COSMO-SkyMed SAR 영상 (배경: Ⓒ Goog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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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빙하는 육지에서 Terra Nova Bay로 흐르는 분출 빙하의 특징을 보이며
길이는 약 100 km이다(한향선과 이훈열, 2010). Campbell 빙하는 본류와 지류로 구
분되는 ice tongue을 형성하고 있다(Fig. 3).

Fig. 3.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에 대한 COSMO-SkyMed SAR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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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자료
SAR 시스템은 안테나에서 생성된 마이크로파가 대상체에 의해 후방산란 되어 돌
아오는 진폭과 위상을 다각도에서 수신하여 합성하는 시스템이다. SAR 시스템은
RAR (Real Aperture Radar) 시스템과 다르게 더 작은 안테나로 훨씬 더 큰 안테나
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분해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원거리에서 고해상
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태양고도,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자료
획득이 가능하고 InSAR나 offset tracking 등을 이용해서 광학영상에 비해 유동특
성 분석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SAR 시스템은 빠르게 유동하고
있는 남극의 빙하연구에 적합하다.
이 연구에 사용된 COSMO-SkyMed는 이탈리아의 소형 경량의 군용 및 민수용의 저
궤도,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으로 개발되었다. COSMO-SkyMed는 이탈리아 우주국
(ASI, Agenzia Spaziale Italiana)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한 서로 다
른 궤도를 가진 4개의 위성으로 구성된다. 국방 및 도시 분야의 활용을 목표로 한
Delta Ⅱ 7420-10C의 발사체를 통해 2007년 6월 7일에 첫 번째 위성을 발사하였고,
2007년 12월 9일에 두 번째, 2008년 10월 25일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
6일에 네 번째 위성이 각각 발사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는 다중편파 레이더로서
X-band SAR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질량은 약 1,700 kg이며 최고 송신 전력은 5 kW
이다(곽영길, 2011).
COSMO-SkyMed는 HH, HV, VH 그리고 VV 편파에 대한 영상획득이 가능하며, 촬영되
는 영상은 단일 편파와 이중 편파 모드로 제공될 수 있다. 단일 편파 모드에서는
spotlight 모드, stripmap 모드, 광대역 ScanSAR 모드, 초광대역 ScanSAR 모드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이중 편파 모드에서는 pingpong(또는 stripmap 모드)만이 가능
하다. Spotlight 모드는 관측 폭 10 km에 1 m급의 고해상도 영상을 지원하며,
stripmap 모드는 관측 폭 40 km에 3~15 m의 해상도를 지원한다. 광대역 ScanSAR 모
드는 100 km 관측 폭에 30 m의 해상도를, 초광대역 ScanSAR 모드는 200 km 관측 폭
에 100 m의 해상도를 지원한다. 이중 편파를 사용하는 pingpong 모드는 관측 폭 30
km에 15 m의 해상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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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SkyMed는 4개의 위성이 군집형태로 영상을 획득하고, 4개 위성이 모두 가
동될 경우 영상을 획득하는 주기는 최소 1일로 지구전역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stripmap 모드로 획득된 SAR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관측 폭은
40 km, 해상도는 3 m x 3 m이다(Table 2).
이 연구에서는 2010년 6월 16일부터 2012년 1월 21일까지 Terra Nova Bay 지역에
대해 총 59장의 COSMO-SkyMed SAR 영상을 획득하였다. Campbell 빙하의 정확한 이
동속도 및 면적변화를 알기 위해 1~8일 간격으로 영상을 획득하였고, 시계열적인
분석에 사용된 많은 양의 SAR 영상자료는 면적변화양상을 좀 더 정확히 관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alving이 일어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 SAR 영상의 획
득일자는 Table 3과 같다. Fig. 4는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에 대한 월별
COSMO-SkyMed SAR 영상이다. 월별 SAR 영상을 비교해 보면 밝기의 변화와 해빙의
생성과 소멸, ice tongue의 크기변화, calving 등이 관측된다.

Table 2. COSMO-SkyMed 위성 제원 (곽영길, 2007)

주파수(GHz)

9.6 (X-band)

해상도(m)

1~100

관측폭(km)

10~200

편파

Full

고도(km)

619

중량(kg)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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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SMO-SkyMed SAR 영상 리스트 (편파는 VV, 해상도는 3 m x 3 m)
날짜

Local Time

∆T(day)

날짜

Local Time

∆T(day)

2010-06-16

3:46:58

0

2011-05-26

3:43:15

344

2010-06-17

3:46:57

1

2011-06-03

3:43:07

352

2010-06-24

3:46:52

8

2011-06-11

3:42:59

360

2010-07-02

3:46:47

16

2011-06-19

3:42:57

368

2010-07-03

3:46:45

17

2011-06-27

3:42:53

376

2010-07-10

3:46:39

24

2011-07-05

3:42:48

384

2010-12-01

3:45:03

168

2011-07-13

3:42:42

392

2010-12-09

3:44:56

176

2011-07-22

3:42:35

401

2010-12-10

3:44:55

177

2011-07-29

3:42:32

408

2010-12-17

3:44:49

184

2011-08-06

3:42:28

416

2010-12-25

3:44:43

192

2011-08-14

3:42:23

424

2010-12-26

3:44:42

193

2011-08-22

3:42:18

432

2011-01-02

3:44:38

200

2011-08-30

3:42:14

440

2011-01-10

3:44:33

208

2011-09-07

3:42:11

448

2011-01-18

3:44:27

216

2011-09-15

3:42:07

456

2011-01-27

3:44:20

225

2011-09-24

3:42:00

465

2011-02-03

3:44:16

232

2011-10-01

3:41:57

472

2011-02-11

3:44:12

240

2011-10-09

3:41:53

480

2011-02-19

3:44:05

248

2011-10-17

3:41:49

488

2011-02-27

3:44:01

256

2011-10-25

3:41:45

496

2011-03-07

3:43:57

264

2011-11-02

3:41:40

504

2011-03-15

3:43:52

272

2011-11-10

3:41:36

512

2011-03-23

3:43:47

280

2011-11-18

3:41:29

520

2011-03-31

3:43:44

288

2011-11-26

3:41:28

528

2011-04-08

3:43:38

296

2011-12-04

3:41:23

536

2011-04-16

3:43:35

304

2011-12-28

3:41:05

560

2011-04-24

3:43:32

312

2012-01-05

3:41:02

568

2011-05-02

3:43:27

320

2012-01-13

3:41:00

576

2011-05-10

3:43:19

328

2012-01-21

3:40:53

584

2011-05-18

3:43:16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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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에 대한 월별 COSMO-SkyMed SAR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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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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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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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COSMO-SkyMed SAR 영상자료를 Fig. 5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하였다.

Fig. 5. 자료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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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처리 과정
연구에 사용된 COSMO-SkyMed SAR 영상은 Single Look Complex (SLC)영상으로 획
득되었다. SLC 영상의 pixel은 마이크로파 후방산란 신호의 크기(magnitude)와 위
상(phase)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수(real number)와 허수(imaginary number)의 복
소수(complex number)로 되어 있다(채희삼, 2007).

(a) Multi-look
위성이 획득한 SAR 레이더 자료에서 나타나는 잡음(noise) 및 스펙클(speckle)은
multi-look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기법은 적당한 범위의 pixel을 설정해 주
면(예. 2×2, 4×4, 6×6), 이 범위를 가진 pixel 데이터가 결합되어 영상자료의
해상도는 저하되나 스펙클 현상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가진다.
Fig. 6에서 multi-look 처리 전(a)과 후(b)의 SAR 영상을 비교해보면 잡음이 줄어
SAR 영상이 좀 더 부드러워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SAR 영상자료의 자
료처리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look number는 2×2로 설정해 주었다.

Fig. 6. (a) multi-look 적용 전 SAR 영상, (b) multi-look 적용 후 SAR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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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하보정
SAR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전파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로서 기하구조,
관측방향, 전파특성 및 영상형성과정의 오차로 인해 기하위치 오차가 발생한다. 특
히 기하구조에 의한 오차는 위성영상 레이더 운용 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획
득된 영상을 지도와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왜곡들을 반드시 보정해야 한
다. 이러한 과정을 기하보정(geocoding)이라 하며 영상에서의 pixel 좌표와 지리좌
표를 일치시켜주는 것이다. 영상에 포함되는 기하학적 왜곡은 영상에서 각 pixel의
위치좌표와 지도좌표계에서의 대상물 좌표와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영상에서의 대상물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달라 왜곡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
서 자료의 응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지구 타원체와 좌표계를 적용시켜 기하학적인
왜곡을 제거해 주어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UTM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좌표계와 WGS84 타원체를 사용하였다. Fig. 7(a)는 기하보정 전 SAR 영상이며, (b)
는 기하보정을 적용한 SAR 영상이다.

Fig. 7. (a) 기하보정 전 SAR 영상, (b) 기하보정 후 SAR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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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mage digitizing을 통한 Campbell 빙하의 면적추출

기하보정이 끝난 후 빙하 면적의 증감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59장의 SAR 영상으로
부터 빙하면적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digitizing 기법을 이용하여 ice tongue의
경계를 폴리곤(polygon)으로 추출하였다. Ice tongue 면적추출을 위해 사용한
grounding line은 DDInSAR (Double-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기법을 적용
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한향선과 이훈열, 2012). 획득된 59장의 위성사진에서
ice tongue을 폴리곤으로 설정해 준 후, 각각의 면적을 계산하여 날짜별로 나열하
면 시간에 따른 면적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Fig. 8은 ice tongue의 경계를 폴리곤
으로 설정해 준 모습이다.

Fig. 8. ice tongue의 면적추출을 위한 폴리곤(pol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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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alving에 의해 손실된 면적을 보상하기 위하여 calving 면적을 구하였다
(Fig. 9). 이는 ice tongue 전체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같지만, 영상을 직접
비교하면서 과거 SAR 영상과 현재 SAR 영상 사이의 손실된 면적을 구하는 작업이
다. 손실된 구역은 빙하의 calving을 의미하므로, 손실된 구역을 보상함으로써 ice
tongue의 누적유출면적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큰 규모의 calving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COSMO-SkyMed SAR 영상의 해상도(3 m)로 인해 작은 규모의 calving 까지
는 감지하기 어려웠다.

Fig. 9.

Digitizing 기법을 이용한 calving 면적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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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Offset tracking을 통한 Campbell 빙하의 변위추출
두 SAR 영상의 offset 영역에서 변위와 방위각을 측정하는 데에는 offset
tracking이 유용하다. 두 SAR 영상의 offset 영역을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
하여 최댓값을 찾는 작업을 offset tracking이라 한다. 획득한 영상에서 offset
tracking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영상의 해상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상호상관이
높은 지점을 추정하는 데에 해상도가 높을수록 tracking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진
다. 해상도가 좋지 않은 SAR 영상을 활용할 때에는 oversampling으로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다.
Fig. 10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인 offset tracking으로 target의 변위를 표
시한 것이다. Offset tracking을 시작한 2010년 6월 영상의 한 target을 빨간 원,
그 target의 변위를 나타내기 위해 2012년 1월 영상의 같은 위치의 target을 파란
원으로 표시하였고, grounding line 윗부분을 포함한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
에서 총 76개 target들의 변위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
과 gronding line 윗부분 빙하의 표면 운동방향과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Fig. 10. Offset tracking 통한 변위추출

- 21 -

3.4 누적유출면적과 연간유출면적
누적유출면적이란 빙하의 면적에서 calving에 의한 면적손실을 보상한 면적이다.
누적유출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위 식에서 n은 data number로서 SAR 영상이 획득된 순서를 의미하며    은 n번째
의 누적유출면적이고,     은 n번째 영상에서 구한 ice tongue의 면적,     은 i
번째 영상과 i-1번째 영상사이에서의 calving된 면적을 의미한다. 즉 누적유출면적
은 빙하의 면적에서 calving에 의한 면적손실을 보상한 면적이다. 누적유출면적이
가지는 의미는 calving에 의한 ice tongue의 면적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Campbell
빙하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나온 총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e tongue
의 시간에 따른 면적 증감량으로 향후 Campbell 빙하의 누적유출면적을 알 수 있고
추후 연구를 통해 빙하의 상단부에서 이뤄지는 빙하의 공급량 또한 알 수 있다.
연간유출면적은 1년동안 빙하가 바다로 흘러나오는 면적을 의미한다. Campbell
빙하의 연간유출면적(  )은

   
  


(2)

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는 연구기간(1.5 yea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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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토의

Table 4는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의 SAR 영상 획득 날짜, ice tongue 면적,
calving 면적, 누적유출면적이다. calving 면적은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에서
n번째와 n-1번째 SAR 영상 사이에 발생한 calving의 양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COSMO-SkyMed SAR 영상의 해상도는 3 m로, 이보다 작은 규모의 calving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Table 4의 calving 면적에서 공란으로 표시하였다.

Table 4.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에 대한 날짜별 면적, calving 면적, 누적유출면적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

날짜
2010-06-16
2010-06-17
2010-06-24
2010-07-02
2010-07-03
2010-07-10
2010-12-01
2010-12-09
2010-12-10
2010-12-17
2010-12-25
2010-12-26
2011-01-02
2011-01-10
2011-01-18
2011-01-27
2011-02-03
2011-02-11
2011-02-19
2011-02-27
2011-03-07
2011-03-15
2011-03-23
2011-03-31
2011-04-08

면적(m )
  
77,313,710
77,240,590
77,306,130
77,321,860
77,402,270
77,400,580
78,017,460
77,955,680
77,968,620
77,971,550
78,041,870
78,043,020
77,780,660
77,626,690
76,974,210
76,925,730
75,344,210
75,220,740
74,532,340
74,499,860
74,432,240
74,185,650
74,189,500
74,233,870
74,322,130

2

calving 면적(m )
  
0
1,630
0
0
0
17,440
9,730
4,800
0
0
0
258,140
92,100
752,900
19,900
1,778,960
3,570
568,960
63,410
248,130
16,18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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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적유출면적(m )
  
77,313,710
77,240,590
77,307,760
77,323,490
77,403,900
77,402,210
78,036,530
77,984,480
78,002,220
78,005,150
78,075,470
78,076,620
78,072,400
78,010,530
78,110,950
78,082,370
78,279,810
78,159,910
78,040,470
78,071,400
78,251,910
78,021,500
78,025,350
78,069,720
78,157,980

Table 4. Continued.

No.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2

날짜
2011-04-16
2011-04-24
2011-05-02
2011-05-10
2011-05-18
2011-05-26
2011-06-03
2011-06-11
2011-06-19
2011-06-27
2011-07-05
2011-07-13
2011-07-22
2011-07-29
2011-08-06
2011-08-14
2011-08-22
2011-08-30
2011-09-07
2011-09-15
2011-09-24
2011-10-01
2011-10-09
2011-10-17
2011-10-25
2011-11-02
2011-11-10
2011-11-18
2011-11-26
2011-12-04
2011-12-28
2012-01-05
2012-01-13
2012-01-21

면적(m )
  
74,250,770
74,304,900
74,364,830
74,233,310
74,314,860
74,314,860
74,350,770
74,325,280
74,457,300
74,649,680
74,680,830
74,680,880
74,708,530
74,709,060
74,766,880
74,767,970
74,834,800
74,833,980
74,973,740
74,972,350
74,970,030
74,964,960
75,106,340
75,103,650
75,127,120
75,142,480
75,115,680
75,365,620
75,402,450
75,316,930
75,313,090
75,321,180
75,334,290
75,351,170

2

calving 면적(m )
  
112,160
0
0
96,540
0
13,1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63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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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적유출면적(m )
 
78,198,780
78,252,910
78,312,840
78,277,860
78,359,410
78,372,590
78,408,500
78,383,010
78,515,030
78,707,410
78,738,560
78,738,610
78,766,260
78,766,790
78,824,610
78,825,700
78,892,530
78,891,710
79,031,470
79,030,080
79,027,760
79,022,690
79,164,070
79,161,380
79,184,850
79,200,210
79,173,410
79,423,350
79,460,180
79,374,660
79,392,450
79,400,540
79,413,650
79,430,530

4.1 Campbell 빙하의 면적 및 누적유출면적

Fig. 11.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에 대한 면적변화

Fig. 11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 면적변화
및 calving된 면적변화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날짜이며 좌측 세로축은
ice tongue의 면적, 우측 세로축은 calving 면적이다. 파란색 실선은 ice tongue의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이고, 빨간색 실선은 calving 면적, 초록색 실선은 누적유출
면적이다.
Ice tongue의 면적은 2010년 12월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1년 1월에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그 후 2011년 3월부터 다시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게 된다. Calving은 남극의 여름인 1월~2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름이 시작되
면 급격히 증가하다가 정점에 도달하고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Ice
tongue 면적이 감소한 시기와 calving이 집중된 시기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Ice tongue의 면적은 소규모의 calving보다는 큰 규모로 발생한 calving에 영
향을 많이 받는다. Fig. 11에서 누적유출면적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Campbell 빙하의 면적증가는 3801.3 m2/day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식 (2)를 통
2

해 구한 Campbell 빙하의 연간유출면적은 1.411 km /yea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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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빙하의 ice tongue 면적은 2010년에는 77.6±0.3 km2, 2011년에는
2

2

74.9±0.8 km , 그리고 2012년 1월에는 75.3±0.01 km 으로 2010년 보다 2011년에
감소했으며 그 후 2012년까지 면적증가를 보인다.
Fig. 12는 calving 면적과 극지연구소에서 측정한 AWS (Auto Weather System) 자
료 중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월평균 기온자료를 도시한 그래프의 모습
이다. 가로축은 날짜이며 좌측 세로축은 calving 면적, 우측 세로축은 월평균기온
이다. 파란색 실선은 ice tongue의 시간에 따른 월평균기온이고, 빨간색 막대는
calving 면적이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calving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와 연구지역의 기온이 가장 높
을 때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극 최고기온의 시기와 calving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기온의 상승이 빙하가 붕괴하는데 영향
을 주는 지연시간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Calving은 남극의 여름인 2010년 12월에서
2011년 3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의 표면이 녹고 균열이
발생하여 calving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2년 1월
이후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calving을 확인할 수 없다.

Fig. 12. Calving 면적과 남극기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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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의 상승이 누적유출면적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온자료와 누적
유출면적을 비교해 보았다. Fig. 13은 누적유출면적과 남극기온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가로축은 날짜이며, 좌측 세로축은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
누적유출면적이고, 우측 세로축은 월 평균기온이다. 빨간색 실선은 누적유출면적이
고, 파란색 실선은 월 평균기온이다.
그래프에 의하면 누적유출면적은 월 평균기온과는 큰 관련 없이 선형적으로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극빙하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
Campbell 빙하의 연간유출면적은 기온변화와 무관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Fig. 13. 누적유출면적과 남극기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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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ampbell 빙하의 변위
Offset tracking을 통해 분석된 Campbell 빙하의 이동방향은 Fig. 14와 같다. 빙
하의 전체적인 이동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며 Campbell 빙하의 상부는 Fig.
14(a)의 바위산으로 추정되는 적색 원을 기준으로 빙하의 흐름이 좌우로 갈라지며
바위산 아랫부분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흐름을 보인다. 흐름속도의 경우 적색
원을 기준으로 좌측이 우측보다 빠른 속도를 보인다. 그리고 빙하의 흐름에서 전체
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좌우측의 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흐름방향의
회전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다. 같은 Campbell 빙하에서 속도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
정한 암괴나 산맥에 의해 본래의 빙하의 흐름방향이 방해를 받아 빙하가 가지고 있
는 흐름의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14(b)는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의 변위를 나타낸 그림으로 본류와 지류로 나누어져 있고, 지류보다 본
류의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Fig. 15는 offset tracking으로 구한 빙하의 전체적인 유동 양상을 도시한 모습
이다. Fig. 15를 보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면서 속도(화살표의 크기)가 점차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류의 속도보다 grounding line을 지난 ice tongue
에서 빙하의 속도가 증가함을 뜻한다.

Fig. 14. (a) Campbell 빙하의 상부, (b) ice tongue의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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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Offset tracking으로 구한 Campbell 빙하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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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b)는 빙하의 변위를 더 명확히 보기 위해 등변위선으로 나타낸 그림이
다. Maximum velocity line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곳으로 Fig. 16(b)
의 등변위선을 이용해 Campbell 빙하의 maximum velocity line을 추측할 수 있었다
(Fig. 16a). Fig. 16(a)에서 빨간색 화살표는 Campbell 빙하의 maximum velocity
line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Fig. 16. Campbell 빙하의 (a) maximum velocity line, (b) 등변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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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한 면적 및 속도 변화 분석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

면적은

2010년에는

77.6±0.3 km2, 2011년에는 74.9±0.8 km2, 그리고 2012년 1월에는 75.3±0.01 km2
이며, offset tracking으로 구한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의 흐름속도는 최대
295.9 m/year, 최소 46.7 m/year이다. Campbell 빙하 상부의 흐름속도는 최대
182.2 m/year, 최소 12.7 m/year이다(Table 5).
Frezzotti(1993)의 연구에 의하면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 면적은 1963년에
는 77 km2, 1972-3년에는 77.9 km2, 그리고 1989년에는 78.4 km2이며, 흐름속도는
최소 140±20 m/year, 최대 240±20 m/year로 계산되었다(Table 5).
Frezzotti (1993)의 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면 면적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에 비해 2011년과 2012년에 면적이 줄어든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11년에 발생한 calving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반면 최대
흐름속도는 현재가 현저히 빠름을 볼 수 있다. 즉 빙하의 흐름속도는 점점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인다고 추측 할 수 있다.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 최대흐름속도는 약 20년 전에 비해 55.9 m/year 만
큼 증가했다. 이 결과는 남극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빙하와 육지의 마찰이 감소하
여 흐름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에 대한 면적 및 속도 비교 (Frezzotti, 1993)

년도
2010

Campbell 빙하의 면적 및 이동속도
1963년 ~ 1989년
2010년 ~ 2012년
(Frezzotti,1993)
면적
속도
면적
속도
년도
2
2
km
m/year
km
m/year
77.6±0.3

-ice tongue

46.7 (min)

1963

77

1972-3

77.9

1988-9

78.4

295.9 (max)
2011

74.9±0.8
-Campbell 빙하 상부

2012

75.3±0.01

12.7 (min)
182.2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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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 (min)
240±20 (max)

4.4 기온변화에 따른 지표면 후방산란의 변화
후방산란은 위성에서부터 표면으로 입사된 마이크로파가 입사방향에서 정반대로
산란되어 돌아오는 세기로, 표면의 거칠기가 크거나 유전율이 클 때 후방산란이
크고 이는 SAR 영상에서 밝게 보이게 된다. 반면에 후방산란이 작으면 SAR 영상은
어둡게 보이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육지와 빙하에서의 기온에 따른 마이크로파의
후방산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17의 (a)와 (b) 지점에서의 후방산란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Fig. 17. 후방산란 sampling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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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a) 지점은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예정지로 표면이 빙퇴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Fig. 18a). Fig. 17(b) 지점은 빙하표면이며, Fig. 18(b)에서 빨간색 사
각형으로 표시한 지점이다. 이 두 지점에서 기온에 따른 후방산란을 비교해 보았
다.

Fig. 18. Sampling한 지역의 현장 사진 (a) 빙퇴석 지역, (b) ice tongue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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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는 온도에 따른 후방산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빨간색 실선은 월 평
균온도, 초록색 실선은 Fig. 17에서 (a) 지점에서의 후방산란이고 파란색 실선은
Fig. 17에서 (b) 지점에서의 후방산란을 나타낸다.
좌측 세로축은 후방산란 강도, 우측 세로축은 기온이다. Fig. 17의 (b) 지점은
(a) 지점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후방산란을 보인다(Fig. 19). 이는 빙하인 (b)
지점의 표면에는 크레바스(crevasse) 등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a) 지점보다 거칠기
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9에서 월 평균온도가 높은 시기에서의 후방산란
은 2010년 12월 25일 (b) 지점에서 –31.80 dB, (a) 지점에서 -21.45 dB로 낮은 값
을 보였고 그 후 계절이 겨울로 바뀌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서 후방산란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되어 기온이 높아져 후방산란은 2012년
12월 28일 (b) 지점에서 -32.5 dB, (a) 지점에서 -30.42 dB 의 값을 보인다. (b)
지점은 높아진 온도로 인해 빙하표면의 액화현상으로 인하여 거칠기가 감소하여 후
방산란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겨울에 후방산란의 작은 변화는 눈이 내려 마이
크로파를 흡수하여 후방산란이 감소하였다가 바람으로 인해 다시 표면이 빙하나 지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다시 후방산란이 증가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정확한 이
유는 연구지역의 기상자료와 비교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Fig. 19. 기온과 지표면 후방산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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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Terra Nova Bay 지역의 Campbell 빙하에 대해 2010년 6월 16일부터 2012년 1월
21일까지 획득된 3 m 해상도의 COSMO-SkyMed SAR 영상으로부터 image digitizing과
offset tracking을 이용하여 Campbell 빙하의 ice tongue 면적과 속도를 분석하였
다.
Campbell 빙하의 면적은 2010년에는 77.6±0.3 km2, 2011년에는 74.9±0.8 km2,
그리고 2012년 1월에는 75.3±0.01 km2으로 2010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1년에 발생한 calving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Campbell 빙하의
전체적인 누적유출면적의 증가량은 약 3801.3 m2/day, 연간유출면적은 약 1.411
km2/year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ampbell 빙하가 연간 바다로 유입되는 면적을
지시한다.
빙하의 변위는 offset tracking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Campbell 빙하 상부의 흐
름은

바위산의

영향으로

갈라지며

하부에서

다시

합쳐지는

흐름을

보인다.

Campbell 빙하에서 grounding line 하부에 있는 ice tongue의 속도는 최대 295.9
m/year, 최소 46.7 m/year, grounding line 상부 쪽의 흐름속도는 최대 182.2
m/year, 최소 12.7 m/year으로 ice tongue의 흐름속도가 Campbell 빙하 상부보다
더 빠르다. 이는 Campbell 빙하 상부와 ice tongue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육지와
바다의 마찰력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SAR 영상의 후방산란 차이는 기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전체적으로 빙하표면
이 크레바스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에 의하여 지표보다 후방산란이 크게 나타난다.
육지지역보다 빙하지역의 후방산란이 큰 변화를 보였고 온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
는 양상을 보였다. 지표면에서 후방산란이 기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기온
의 변화가 지표면에 상변화를 야기하여 거칠기가 변하여 후방산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해 Campbell 빙하가 바다로 유입되는 전체적인 면적을 알 수 있었
고, ice tongue에서의 유동특성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향후의 남극의 빙하의
유동특성과 관련한 연구에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온에 따른 후
방산란의 변화를 통해 SAR 영상의 밝기와 지표면 특성에 따른 후방산란의 강도를
검증해 본 점도 높게 평가될 수 있다.

- 35 -

참 고 문 헌
곽영길,

2011.

위성

영상

레이더(SAR)

기술

동향,

한국전자파학회지,

22(6):10-11..
곽영길, 2007. 원격탐사 위성 영상레이더(SAR)시스템 개발 동향, 위성통신과 우주
산업, 14(1):44-60.
박수인, 2003. 생동하는 지구, 시그마프레스, pp.326~337.
윤상웅, 임현수, 박영윤, 최현미, 이진용, 윤호일, 2012. 서남극 세종기지 주변 빙
하의

균열시스템

및

융빙수

흐름

분석:

예비연구결과,

지질학회지,

48(2):201~208.
채희삼, 2007. 인공위성 SAR 영상과 산란계를 이용한 조간대 갯벌의 후방산란계수
변화 연구, 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 석사학위논문.
한향선, 이훈열, 2007. 북극의 KOMPSAT-1 EOC 영상과 SSM/I NASA Team 해빙 면적비
의 비교 연구,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3(6):507-520.
한향선, 이훈열, 2011. 4-pass DInSAR 기법을 이용한 서남극 Canisteo 반도 주변
빙하와 해빙의 표면 변위 해석,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7(5):535-542.
한향선, 이훈열, 2012. 이중 위상차분간섭기법과 보 모델을 이용한 Campbell 빙하
의 조위에 의한 변위 분석, 대한원격탐사학회 춘계학술대회 3월 29일, 무주.
Giles, A.B., R.A. Massom, and R.C. Warner, 2009. A method for sub-pixel scale
feature-tracking using Radarsat images applied to the Mertz Glacier Tongue,
East

Antarctica,

Remote

Procedures,

Sensing

of

Environment,

113(8):1691-1699.
Frezzotti, M., 1993. Glaciological study in Terra Nova Bay, Antarctica,
inferred from remote sensing analysis, Annals of Glaciology, 17:63-71.
Remi, M. and E. Rignot, 1999. Flow of Moreno Glacier, Argentina, from
repeat-pass

Shuttle

Imaging

Radar

images:

Comparison

of

the

phase

correlation method with radar interferometr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Journal of Glaciology, 45(149):93-100.
Strozzi, T., A. Luckman, T. Murray, U. Wegmuller, and C.L. Werner, 2002.
Glacier

motion

estimation

using

SAR

offset-tracking

procedures,

Transaction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0(11):2384-2391.

- 36 -

IE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