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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은 환경에 관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올해 우리

나라 역시 폭염으로 인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남극 지역에서는 빙하가 녹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 급격한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해수면을 상승

시키며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지역인 서남극에서는 아주 큰 

빙붕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있다. 1995년도 1월에는 Larsen A Ice Shelf가 모두 

분리되었고, 2002년도 초 Larsen B Ice Shelf가 분리되기 시작하여 2020년도에 모두 

분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Hulbe, Christina, 2002). 서남극 지역의 변화가 대기, 

해양, 빙상 등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서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게 된다면 전 

지구의 해수면은 약 6m나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변

화 속도와 크기, 원인, 방향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최태진 등, 2016). 그

러므로 지구의 환경문제와 기후관찰의 지표가 되는 남극지방의 연구와 관측을 통해 

남극 빙붕의 붕괴와 유동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로 되고 있다.

 빙하는 인간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므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하는 데에

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빙하의 넓은 범위에 대한 분포와 유동특성을 관측 

할 수 있는 인공위성 원격탐사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광학 센서(optical 

sensor), 합성 구경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passive microwave sensor)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극지의 

빙하를 관찰하고 있다. 광학 센서는 태양고도와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에 구름이 많고 6개월간 흑야현상이 지속되는 극지방에서는 고품질의 자료를 얻기 

힘들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시간 해상도가 ~1일로 높지만 수십 km의 공간 해

상도를 가지기 때문에 빙하의 국지적 분포 및 변화 연구에 사용하기 어렵다. 반면 

영상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기에 

빙하의 시공간적 분포 변화 관측에 매우 유용하다 (한향선과 이훈열, 2011).

 이 연구에서는 서남극 지역의 Larsen C Ice Shelf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했으며, 

Sentinel-1A/B 위성의 고해상도 SAR 영상을 받아 SNAP 프로그램을 통해 위상 간섭 

영상을 만드는 자료처리를 진행하여 자료처리를 완료한 영상을 Google Earth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지형에 투영함으로써 Larsen C Ice Shelf의 붕괴 전후부터 붕

괴 후의 유동성에 관한 관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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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이론 

  2.1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 구경 레이다)
  합성 구경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는 인공위성에 탑재된 안테나
에서 마이크로파를 입사시켜 물체에서 후방 산란 되는 진폭과 위상을 다각도에서 
수신하여 합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합성 구경 레이다는 커다란 안테나를 사용하
지 않더라도 지표물체의 상호움직임에 따른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해 
짧은 안테나로도 큰 안테나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항공기나 인공위
성에 탑재하기에 제약이 적다. 
 합성 구경 레이다는 구름을 통과할 수 있어서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원격탐사가 가
능하고 전자기파의 위상자료가 서로 간섭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고도,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 야간에 걸쳐 고해상도의 영상을 가진다. 또한 가시광
이나 적외선 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상체의 거칠기, 유전율, 
수분함량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그림 1은 합성 구경 레이다의 모식도이다. 실제 길이가 D인 안테나에 의해 보내진 
후에 다시 수신된 극초단파 펄스들의 위상에 대한 광학적 혹은 수치적으로 처리하
면, 마치 길이가 L인 안테나에 의하여 수신된 것과 같은 신호로서 합성할 수 있다. 
이로써 방위 방향 분해능이 향상된 SAR 영상을 얻을 수 있다(Sabins, 1997).
 

[그림. 1] 합성 구경 레이다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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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 영상에서 range 방향 해상도와 azimuth 방향 해상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range 방향의 해상도는 chirp 신호의 합성을 통해서 해상도가 향상되고, range 
방향 해상도 는 Eq 1과 같이 정의된다. 는 빛의 속도, 는 펄스 지속시간으로 (System bandwidth)의 역수이다.

  
Eq. 1

 
또한, azimuth 방향 해상도 는 Eq. 2와 같다. 는 안테나 길이, 는 platform의 

속도, 는 azimuth bandwidth를 나타낸다. 식에서 볼 수 있듯이 azimuth 방향의 

해상도는 오직 안테나의 길이에만 영향을 끼친다. 그림. 2는 SAR의 azimuth 방
향 해상도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Curlander andMcDonough,1991).

  ≈
Eq. 2

[그림. 2] Azimuth 방향 해상도



- 4 -

2.2  Sentinel-1A/1B
 Sentinel-1A/1B는 유럽우주기구(ESA, European Space Agency)에서 발사한 인공위

성으로 Sentinel-1A는 2014년 4월 3일 발사, Sentinel-1B는 2016년 4월 25일에 두 

번째로 발사한 인공위성이다. 두 위성 모두 무게는 2,300kg이고, 4,800W의 전원으

로 운용된다. 지구상에서 693km 떨어진 상공의 태양 동기 궤도(Sun-synchronous)를 

가지고 12일의 공전 주기로 지구의 SAR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탑재체로는 C-band 

SAR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Geudtner et al., 2014). C-band는 5.405GHz 의 주파

수대역을 사용하며, 구름을 투과할 수 있어서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위성영상의 획

득이 가능하다. [표.1] 은 Sentinel-1 C-SAR 시스템의 주요 스펙이다.

 

 

Bandwidth 0-100 MHz

Polarisation HH+HV, VV+VH, VV, HH

Incidence angle range 20°- 46°

Look direction right

Azimuth beam width 0.23°

Azimuth beam steering range -0.9° to +0.9°

Elevation beam width 3.43°

Elevation beam steering range -13.0° to +12.3°

Pulse width 5-100 µs

Receiver noise figure at module input 3 dB

PRF (Pulse Repetition Frequency) 1 000 - 3 000 Hz

Data quantisation 10 bit

Attitude steering
Zero-Doppler steering and roll 

steering

[표. 1] Sentinel-1 C-SAR 시스템의 주요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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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AR는 후방 산란(back scattering)되어 돌아오는 레이다의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태양고도에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이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표면의 변형, 빙하 움직임 관측, 기름유출 추적 등 지구환경의 많은 부분을 

관측하는데 용이하다. Sentinel-1A의 SAR 영상은 해상도와 Swath 범위에 따라 

4가지의 모드가 있으며, 이는 다음의 [표. 2] 와 같다.

 SAR 영상 촬영방식은 StripMap(Standard)모드, ScanSAR(Wide Swath)모드, 

TOPS(Terrain Observation by Progressive Scan, 단계적 스캔에 의한 지형 관측)모

드가 있다[그림. 3]. StripMap 모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SAR 시스템의 촬영방식으

로, 위성의진행 방향으로 안테나 빔의 조향 없이 영상을 획득하는 운용 모드이다. 

ScanSAR 모드는 대상 물체에 대한 관측 영역을 확장하여 재방문 주기가 짧아지는 

광역 관측 모드이다. 그러나 ScanSAR 모드로 획득된 영상은 안테나 패턴 의 불균일

성에 기인하는 오차로 인해 지형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는 스캘러핑(scalloping) 현

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영상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중·저

해상도 관측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밀한 관측을 하

는 경우에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Sentinel-1A는 이러한 ScanSAR 모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TOPS 모드를 기본으로 채택하여 SAR영상을 촬영하고 있

다.[그림. 4] TOPS 모드는 기존의 ScanSAR 모드와 같이 넓은 대역폭(Swath)을 촬영

한다. 하지만 SAR 시스템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뒤로 빔을 조향하기 때문

에, 촬영지역의 방위 방향(azimuth direction)과 상관없이 빔의 중심을 따라 자료

가 획득된다. 이로써 스캘러핑 현상을 최소화하여 지형 왜곡 현상을 감소시켜서 

SAR 영상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Mode Swath (km) Spatial resolution (m)

Wave Mode(WM) 20 5×50

Strip Map Mode(SM) 80 5×5

Interferometric Wide Swath Mode(IW) 250 5×20

Extra Wide Swath Mode(EW) 400 25×100

[표. 2] Sentinel 1A/1B 모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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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AR 영상 촬영방식

[그림. 4] TOPS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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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연구지역

 연구지역으로는 서남극 지역으로 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남극대륙은 1천400만km
의 면적을 가진다. 남극은 지질학적으로 두 땅덩어리가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서남극(남극반도 쪽의 서반구에 위치한 부분)과 동남극(동반구에 위치한 부분)
으로 나뉜다. 두 대륙을 나누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남극의 한쪽을 가로지르는 큰 
산맥(Transantarctic mountain, 남극 횡단 산지)로 나뉜다. 남극대륙의 면적 가운데 

98%는 평균 두께 1.9km의 얼음으로 덮여있으며 지구상 가장 추운 지역이다. 남극
대륙을 덮고있는 얼음들을 빙하라고 하며 빙하는 바다 다음으로 많은 물을 저장하
고 있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의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
구온난화에 관련된 빙하의 시계열적 관측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지역은 [그림. 5] 서남극 지역의 Larsen C Ice Shelf로 선정했다. 
Larsen C Ice Shelf는 남극에서 네 번째로 큰 빙붕으로 남극대륙 북서쪽 웨들해가 

접한 남극반도에 위치한다. 면적은 약 44,200km에 달하며(NASA's MISR, 2016),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2017년에 Larsen C Ice Shelf의 12% 정도의 빙붕이 
떨어져 나가는 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분리된 빙산은 A-68 빙산[그림. 

6]으로 불리며 면적은 약 5,800km이다. 2016년도 중반에 Larsen C Ice Shelf의 
큰 균열이 확인됐으며 2016년 11월 10일 처음으로 균열을 확인했다(John 
Sonntag, NASA, 2017). 이후 균열이 계속 커지다가 2017년 5월 31일에는 13km
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2017년 7월에 결국 분리되었다(MIDAS Team, 2016).
 Larsen C Ice Shelf 위로는 Larsen B Ice Shelf과 Larsen A Ice Shelf가 차례대로 
위치 해 있으며 Larsen A Ice Shelf는 1995년 1월 해체되었고 Larsen B Ice Shelf
는 2002년 1월 3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빙산이 표류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Larsen B Ice Shelf는 2020년 까지 분리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며(NASA, 2015) Larsen C Ice Shelf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점이 주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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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arsen C Ice Shelf의 위치

[그림. 6] A-68 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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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자료획득

  연구자료로 얻은 Sentinel-1A/1B의 고해상도 SAR 영상은 ESA의 Sentinels
Scientific Data Hub 웹사이트 (https://scihub.copernicus.eu/)에서 얻었다. 
Sentinel 위성은 12일 간격으로 일정한 구간을 촬영하며 Sentinel-1A가 찍은 SAR 
영상과 Sentinel-1B가 찍은 SAR 영상을 각각 얻어서 6일 간격의 SAR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 [표. 3]은 서남극 지역의 Larsen C Ice Shelf 지역의 SAR 영상 
목록이다.

위성 날짜 파일이름

Sentinel-1B 2017.03.20
S1B_IW_SLC__1SSH_20170320T080124_20170320T080151

_004789_0085D4_D3E9

Sentinel-1A 2017.03.26
S1A_IW_SLC__1SSH_20170326T080206_20170326T080233

_015860_01A227_9F7F

Sentinel-1B 2017.04.01
S1B_IW_SLC__1SSH_20170401T080124_20170401T080151

_004964_008ADD_E671

Sentinel-1A 2017.04.07
S1A_IW_SLC__1SSH_20170407T080206_20170407T080233

_016035_01A75D_049A

Sentinel-1B 2017.04.13
S1B_IW_SLC__1SSH_20170413T080125_20170413T080151

_005139_008FE1_8B4E

Sentinel-1A 2017.04.19
S1A_IW_SLC__1SSH_20170419T080207_20170419T080234

_016210_01ACBF_CCB2

Sentinel-1B 2017.04.25
S1B_IW_SLC__1SSH_20170425T080125_20170425T080152

_005314_0094FC_CBBC

Sentinel-1A 2017.05.01
S1A_IW_SLC__1SSH_20170501T080207_20170501T080234

_016385_01B20C_EF91

Sentinel-1B 2017.05.07
S1B_IW_SLC__1SSH_20170507T080126_20170507T080153

_005489_0099E5_5BA9

Sentinel-1A 2017.05.13
S1A_IW_SLC__1SSH_20170513T080208_20170513T080235

_016560_01B758_F85D

Sentinel-1B 2017.05.19
S1B_IW_SLC__1SSH_20170519T080126_20170519T080153

_005664_009EBA_4C2C

Sentinel-1A 2017.05.25
S1A_IW_SLC__1SSH_20170525T080209_20170525T080235

_016735_01BCB8_DC65

Sentinel-1B 2017.05.31
S1B_IW_SLC__1SSH_20170531T080127_20170531T080154

_005839_00A3C7_B10B

Sentinel-1A 2017.06.06
S1A_IW_SLC__1SSH_20170606T080210_20170606T080237

_016910_01C230_F635

Sentinel-1B 2017.06.12
S1B_IW_SLC__1SSH_20170612T080128_20170612T080155

_006014_00A8E3_3F56

Sentinel-1A 2017.06.18
S1A_IW_SLC__1SSH_20170618T080210_20170618T080237

_017085_01C792_10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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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날짜 파일이름

Sentinel-1B 2017.06.24
S1B_IW_SLC__1SSH_20170624T080128_20170624T080155

_006189_00ADFB_4632

Sentinel-1A 2017.06.30
S1A_IW_SLC__1SSH_20170630T080211_20170630T080238

_017260_01CCD8_D9D4

Sentinel-1B 2017.07.06
S1B_IW_SLC__1SSH_20170706T080129_20170706T080156

_006364_00B2ED_82E6

Sentinel-1A 2017.07.12
S1A_IW_SLC__1SSH_20170712T080212_20170712T080238

_017435_01D227_75F9

Sentinel-1B 2017.07.18
S1B_IW_SLC__1SSH_20170718T080130_20170718T080157

_006539_00B7F8_C2FB

Sentinel-1A 2017.07.24
S1A_IW_SLC__1SSH_20170724T080212_20170724T080239

_017610_01D775_F161

Sentinel-1B 2017.07.30
S1B_IW_SLC__1SSH_20170730T080131_20170730T080158

_006714_00BCF4_D201

Sentinel-1A 2017.08.05
S1A_IW_SLC__1SSH_20170805T080213_20170805T080240

_017785_01DCD0_E027

Sentinel-1B 2017.08.11
S1B_IW_SLC__1SSH_20170811T080131_20170811T080158

_006889_00C209_C703

Sentinel-1A 2017.08.17
S1A_IW_SLC__1SSH_20170817T080214_20170817T080240

_017960_01E21B_D6E3

Sentinel-1B 2017.08.23
S1B_IW_SLC__1SSH_20170823T080132_20170823T080159

_007064_00C71B_8570

Sentinel-1A 2017.08.29
S1A_IW_SLC__1SSH_20170829T080214_20170829T080241

_018135_01E76B_EE6F

Sentinel-1B 2017.09.04
S1B_IW_SLC__1SSH_20170904T080132_20170904T080159

_007239_00CC2F_6C85

Sentinel-1A 2017.09.10
S1A_IW_SLC__1SSH_20170910T080215_20170910T080241

_018310_01ECCE_683C

Sentinel-1B 2017.09.16
S1B_IW_SLC__1SSH_20170916T080133_20170916T080200

_007414_00D159_9FCE

Sentinel-1A 2017.09.22
S1A_IW_SLC__1SSH_20170922T080215_20170922T080242

_018485_01F22D_F906

Sentinel-1B 2017.09.28
S1B_IW_SLC__1SSH_20170928T080133_20170928T080200

_007589_00D65D_2B26

Sentinel-1A 2017.10.04
S1A_IW_SLC__1SSH_20171004T080215_20171004T080242

_018660_01F786_8385

Sentinel-1B 2017.10.10
S1B_IW_SLC__1SSH_20171010T080133_20171010T080200

_007764_00DB60_71BD

Sentinel-1A 2017.10.16
S1A_IW_SLC__1SSH_20171016T080215_20171016T080242

_018835_01FCDE_4B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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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날짜 파일이름

Sentinel-1B 2017.10.22
S1B_IW_SLC__1SSH_20171022T080133_20171022T080200

_007939_00E05E_029F

Sentinel-1A 2017.10.28
S1A_IW_SLC__1SSH_20171028T080215_20171028T080242

_019010_02022F_0CB3

Sentinel-1B 2017.11.03
S1B_IW_SLC__1SSH_20171103T080133_20171103T080200

_008114_00E560_7636

Sentinel-1A 2017.11.09
S1A_IW_SLC__1SSH_20171109T080215_20171109T080242

_019185_020796_8D1C

Sentinel-1B 2017.11.15
S1B_IW_SLC__1SSH_20171115T080133_20171115T080200

_008289_00EAA0_4D4A

Sentinel-1A 2017.11.21
S1A_IW_SLC__1SSH_20171121T080215_20171121T080242

_019360_020D1A_7FFB

Sentinel-1B 2017.11.27
S1B_IW_SLC__1SSH_20171127T080133_20171127T080200

_008464_00EFFB_BE1D

Sentinel-1A 2017.12.03
S1A_IW_SLC__1SSH_20171203T080215_20171203T080242

_019535_021291_3602

Sentinel-1B 2017.12.09
S1B_IW_SLC__1SSH_20171209T080132_20171209T080159

_008639_00F587_8BB6

Sentinel-1A 2017.12.15
S1A_IW_SLC__1SSH_20171215T080214_20171215T080241

_019710_021806_50FA

Sentinel-1B 2017.12.21
S1B_IW_SLC__1SSH_20171221T080132_20171221T080159

_008814_00FB19_5701

Sentinel-1A 2017.12.27
S1A_IW_SLC__1SSH_20171227T080214_20171227T080241

_019885_021D73_6D35

Sentinel-1B 2018.01.02
S1B_IW_SLC__1SSH_20180102T080131_20180102T080158

_008989_0100C3_E0D1

Sentinel-1A 2018.01.08
S1A_IW_SLC__1SSH_20180108T080213_20180108T080240

_020060_0222F2_E358

Sentinel-1B 2018.01.14
S1B_IW_SLC__1SSH_20180114T080131_20180114T080158

_009164_010676_2FFE

Sentinel-1A 2018.01.20
S1A_IW_SLC__1SSH_20180120T080213_20180120T080240

_020235_022880_28BE

Sentinel-1B 2018.01.26
S1B_IW_SLC__1SSH_20180126T080131_20180126T080158

_009339_010C2E_CF7C

Sentinel-1A 2018.02.01
S1A_IW_SLC__1SSH_20180201T080212_20180201T080239

_020410_022E10_29BF

Sentinel-1B 2018.02.07
S1B_IW_SLC__1SSH_20180207T080130_20180207T080157

_009514_0111EF_1DA4

Sentinel-1A 2018.02.13
S1A_IW_SLC__1SSH_20180213T080212_20180213T080239

_020585_0233B0_8A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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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날짜 파일이름

Sentinel-1B 2018.02.19
S1B_IW_SLC__1SSH_20180219T080130_20180219T080157

_009689_0117A8_6344

Sentinel-1A 2018.02.25
S1A_IW_SLC__1SSH_20180225T080212_20180225T080239

_020760_023945_1841

Sentinel-1B 2018.03.03
S1B_IW_SLC__1SSH_20180303T080130_20180303T080157

_009864_011D7D_DE8E

Sentinel-1A 2018.03.09
S1A_IW_SLC__1SSH_20180309T080212_20180309T080239

_020935_023ECB_0DE5

Sentinel-1B 2018.03.15
S1B_IW_SLC__1SSH_20180315T080130_20180315T080157

_010039_012347_E16A

Sentinel-1A 2018.03.21
S1A_IW_SLC__1SSH_20180321T080212_20180321T080239

_021110_024459_8271

Sentinel-1B 2018.03.27
S1B_IW_SLC__1SSH_20180327T080130_20180327T080157

_010214_0128F8_CF1C

Sentinel-1A 2018.04.02
S1A_IW_SLC__1SSH_20180402T080213_20180402T080239

_021285_0249E0_93E0

Sentinel-1B 2018.04.08
S1B_IW_SLC__1SSH_20180408T080131_20180408T080158

_010389_012EAE_40D4

Sentinel-1A 2018.04.14
S1A_IW_SLC__1SSH_20180414T080213_20180414T080240

_021460_024F54_F800

Sentinel-1B 2018.04.20
S1B_IW_SLC__1SSH_20180420T080131_20180420T080158

_010564_01343D_7004

Sentinel-1A 2018.04.26
S1A_IW_SLC__1SSH_20180426T080214_20180426T080241

_021635_0254C7_5DA6

Sentinel-1B 2018.05.02
S1B_IW_SLC__1SSH_20180502T080132_20180502T080159

_010739_0139E0_4E0F

Sentinel-1A 2018.05.08
S1A_IW_SLC__1SSH_20180508T080214_20180508T080241

_021810_025A56_B691

Sentinel-1B 2018.05.14
S1B_IW_SLC__1SSH_20180514T080132_20180514T080159

_010914_013F8A_7F1C

Sentinel-1A 2018.05.20
S1A_IW_SLC__1SSH_20180520T080215_20180520T080242

_021985_025FEA_02AC

Sentinel-1B 2018.05.26
S1B_IW_SLC__1SSH_20180526T080133_20180526T080200

_011089_01453E_44F9

Sentinel-1A 2018.06.01
S1A_IW_SLC__1SSH_20180601T080215_20180601T080242

_022160_026585_88A5

Sentinel-1B 2018.06.07
S1B_IW_SLC__1SSH_20180607T080134_20180607T080201

_011264_014ACA_CD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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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날짜 파일이름

Sentinel-1A 2018.06.13
S1A_IW_SLC__1SSH_20180613T080216_20180613T080243

_022335_026AF4_E858

Sentinel-1B 2018.06.19
S1B_IW_SLC__1SSH_20180619T080135_20180619T080202

_011439_015033_073C

Sentinel-1A 2018.06.25
S1A_IW_SLC__1SSH_20180625T080217_20180625T080244

_022510_027024_B8F4

Sentinel-1B 2018.07.01
S1B_IW_SLC__1SSH_20180701T080136_20180701T080203

_011614_0155A3_18CE

Sentinel-1A 2018.07.07
S1A_IW_SLC__1SSH_20180707T080217_20180707T080244

_022685_02753E_BD24

Sentinel-1B 2018.07.13
S1B_IW_SLC__1SSH_20180713T080136_20180713T080203

_011789_015B0C_295D

Sentinel-1A 2018.07.19
S1A_IW_SLC__1SSH_20180719T080218_20180719T080245

_022860_027A9A_DD61

Sentinel-1B 2018.07.25
S1B_IW_SLC__1SSH_20180725T080137_20180725T080204

_011964_01605C_6192

Sentinel-1A 2018.07.31
S1A_IW_SLC__1SSH_20180731T080219_20180731T080246

_023035_028024_352B

Sentinel-1B 2018.08.06
S1B_IW_SLC__1SSH_20180806T080137_20180806T080204

_012139_0165AB_949E

Sentinel-1A 2018.08.12
S1A_IW_SLC__1SSH_20180812T080206_20180812T080233

_023210_0285B6_7BA3

Sentinel-1B 2018.08.18
S1B_IW_SLC__1SSH_20180818T080124_20180818T080151

_012314_016B1A_BBE0

Sentinel-1A 2018.08.24
S1A_IW_SLC__1SSH_20180824T080207_20180824T080234

_023385_028B57_9118

Sentinel-1B 2018.08.30
S1B_IW_SLC__1SSH_20180830T080125_20180830T080152

_012489_017088_31FE

Sentinel-1A 2018.09.05
S1A_IW_SLC__1SSH_20180905T080207_20180905T080234

_023560_0290EF_58E6

Sentinel-1B 2018.09.11
S1B_IW_SLC__1SSH_20180911T080126_20180911T080153

_012664_0175EA_EC56

Sentinel-1A 2018.09.17
S1A_IW_SLC__1SSH_20180917T080208_20180917T080235

_023735_029688_7AB5

Sentinel-1B 2018.09.23
S1B_IW_SLC__1SSH_20180923T080126_20180923T080153

_012839_017B4A_9C05

Sentinel-1A 2018.09.29
S1A_IW_SLC__1SSH_20180929T080208_20180929T080235

_023910_029C37_15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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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료처리에 사용된 SAR 위성영상자료

위성 날짜 파일이름

Sentinel-1B 2018.10.05
S1B_IW_SLC__1SSH_20181005T080126_20181005T080153

_013014_01809F_B487

Sentinel-1A 2018.10.11
S1A_IW_SLC__1SSH_20181011T080208_20181011T080235

_024085_02A1F4_8375

Sentinel-1B 2018.10.17
S1B_IW_SLC__1SSH_20181017T080126_20181017T080153

_013189_0185FA_E1EE

Sentinel-1A 2018.10.23
S1A_IW_SLC__1SSH_20181023T080208_20181023T080235

_024260_02A7A7_1CAC

Sentinel-1B 2018.10.29
S1B_IW_SLC__1SSH_20181029T080126_20181029T080153

_013364_018B71_1652

Sentinel-1A 2018.11.04
S1A_IW_SLC__1SSH_20181104T080208_20181104T080235

_024435_02AD89_9A38

Sentinel-1B 2018.11.10
S1B_IW_SLC__1SSH_20181110T080126_20181110T080153

_013539_0190E9_AA4A

Sentinel-1A 2018.11.16
S1A_IW_SLC__1SSH_20181116T080208_20181116T080235

_024610_02B3F0_0AA6

Sentinel-1B 2018.11.22
S1B_IW_SLC__1SSH_20181122T080126_20181122T080153

_013714_019670_99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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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처리
 3.3.1 SNAP

 SAR 영상 자료처리는 유럽우주국(ESA)에서 제공하는 SAR 처리 프로그램인 
SNAP을 이용했다. Sentinel-1A/1B의 위성에서 SLC (Single Look Complex) / IW 
(Interferometric Wide Swath) 모드로 자료를 획득했으며 공간 해상도는 5x20m 이
고, 250km의 관측 폭으로 넓은 지역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TOPSAR 기술을 사
용함으로써 subswath(IW1, IW2, IW3) 세 개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C-Band를 
탑재함으로써 구름이나 태양의 고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훈열 등, 2016). 이렇게 얻어진 SAR 영상은 SNAP 
프로그램[그림. 7]을 통해 S1TBX(Sentinel-1 Toolbox)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진
행한다. A-68 빙산에 대한 SAR 영상의 자료처리는 SLC to GRD와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 과정을 거친 후 Export view as Google Earth KMZ를 
통해 KMZ 파일로 만드는 자료처리 과정을 거쳤다.
 

[그림. 7] SNAP 프로그램 자료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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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SLC to GRD
 Sentinel 1A/1B위성의 SAR 위성영상 자료를 받은 후 SN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먼저 IW(Interferometric Wide Swath) / SLC(Single Look Complex) 파일을 불러오
게 되면 bands의 IW1 [그림. 8], IW2 [그림. 9], IW3 [그림. 10] 세 개의 영상이 
열린다. 세 개로 나누어진 IW 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Radar 탭의 
Sentinel-1 TOPS의 S-1 SLC to GRD 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의 그래프빌더는 
[그림. 11]과 같다. 
 SNAP 프로그램에서는 Graph Bulider를 통해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설정하여 영상
에 대한 자료처리가 가능하다. SLC to GRD 과정은 Read, Thermal noise 
removal, Calibration, TOPSAR-Deburset, Multilook, Speckle Filter, SRGR(Slant 
Range to Ground Range conversion), GRD, Write 순으로 자료처리가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열잡음을 제거해 주고 경사 범위를 지상 범위로 변환해 준다. 그래
프빌더의 모든 자료처리 과정이 완료되면 IW1, IW2, IW3 의 세 영상이 [그림. 12]
과 같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그림. 8] IW 1

[그림. 9] I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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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W 3

[그림. 11] SLC to GRD 그래프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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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SLC to GRD 과정이 완료된 위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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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
 SLC to GRD과정이 완료된 위성영상자료는 Rader에서 Geometric탭의 Terrain 
Correction의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그림. 13] 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Sentinel 위성이 촬영하는 지역의 지형적인 변화와 위성센서의 경사 
때문에 SAR 이미지의 거리가 왜곡 될 수 있는 점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다. 이러
한 지형보정은 왜곡을 보정하여 이미지의 기하학적 표현이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14]를 통해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 과정
이 완료되면 DEM의 지형보정이 완료 된 위성영상자료를 볼 수 있다.

[그림. 13] Range-Doppler Terrain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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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 과정이 완료된 위성영상



- 21 -

3.3.4 Export view as Google Earth KMZ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 과정이 완료된 위성영상을 Spital subset 
from view를 통해 Scene step X와 Scene step Y값을 적절하게 늘려줘서 큰 용량
을 줄였다. 이는 Google Earth에 영상을 투영했을 때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함이다. 
그다음 Intensity를 조절하여 밝기를 맞춘 후 Export view as Google Earth KMZ 
과정을 통해 자료처리 된 SAR 위성영상자료를 Google Earth 프로그램에 실행시킬 
수 있는 KMZ파일로 변환하게 된다. 이렇게 변환된 KMZ파일을 Google Earth를 통
해 실행시키면 [그림. 15]와 같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자료를 
통해 수십개의 SAR 위성영상자료를 실행시켜 A-68빙산의 움직임과 면적변화를 측
정 할 수 있다.

[그림. 15] Export view as Google Earth KMZ 과정이 완료된 위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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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A-68 빙산

[그림. 16] 2017년 3월 20일 SAR 위성영상

 [그림. 16]은 2017년 3월 20일 Larsen C Ice Shelf가 분리되기 전의 SAR 위성영
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영상 우측의 웨들해에는 대부분 해빙이 
바다를 덮고 있다. 남쪽부터 붕괴가 서서히 진행되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rsen C Ice Shelf의 균열은 2016년 중반에 분리가 시작된 것으로 예상
했으며 10년 전부터 미세하게 균열이 시작됐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균열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구온난화에 의한 온도상승, 자연적으로 붕괴가 되
었다는 설이 있다(MIDAS team, 2016). 2016년 11월 10일 처음 Larsen C Ice 
Shelf의 갈라지는 틈을 촬영했다. 이때 당시 균열의 길이는 약 110km, 폭은 91m 
이상이며, 깊이는 약 500m 였다 (NA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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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7년 6월 30일 SAR 위성영상

 [그림. 17]은 2017년 6월 30일 Larsen C Ice Shelf가 분리되기 전의 SAR 위성영
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3개월 전의 영상과 비교했을 때 균열이 
수십 킬로미터 이상 진행되어 붕괴 직전까지 다다른 상태로 볼 수 있다. 실제 측정
한 결과로 6월부터 Larsen C Ice Shelf의 균열 속도가 가속화되었고 하루 10m씩 
균열이 진행되었다(MIDAS tea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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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017년 7월 12일 SAR 위성영상

 [그림. 18]은 2017년 7월 12일 Larsen C Ice Shelf에서 A-68 빙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SAR 위성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A-68 빙산의 크기는 

5,800으로 Larsen C Ice Shelf의 면적에 12%를 차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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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17년 7월 24일 SAR 위성영상

 [그림. 19]는 2017년 7월 24일 Larsen C Ice Shelf에서 A-68 빙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후의 SAR 위성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빨간색 원 부분
을 보면 A-68 빙산의 상단 일부분이 붕괴된 것을 볼 수 있다. 7월 12일의 붕괴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추가로 분리된 빙산들로 예상된다. 붕괴된 빙산 중 가장 큰 빙
산이 A-68B 빙산, 기존에 존재하던 빙산이 A-68A 빙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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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017년 10월 10일 SAR 위성영상

 [그림. 20]은 2017년 10월 10일 Larsen C Ice Shelf에서 A-68 빙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후의 SAR 위성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A-68 빙산이 분
리된지 3개월 정도 지난 후의 영상이다. 작은 빙산들은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
며 A-68 빙산은 반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해류,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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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7년 12월 03일 SAR 위성영상

 [그림. 21]은 2017년 12월 03일 Larsen C Ice Shelf에서 A-68 빙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후의 SAR 위성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작은 빙산들은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반면 A-68 빙산은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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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17년 12월 09일 SAR 위성영상

 [그림. 22]는 2017년 12월 09일 Larsen C Ice Shelf에서 A-68 빙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후의 SAR 위성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12월 3일의 빨
간색 원 부분과 12월 9일의 빨간색 원 부분을 비교해 보면 A-68 빙산이 북쪽으로 
이동하며 Larsen C Ice Shelf과 충돌하여 빙붕의 붕괴가 발생한 점을 볼 수 있다. 
Larsen C Ice Shelf에 A-68 빙산이 수차례 충돌하면서 빙산에 움직임이 약간씩 변
하고 있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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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18년 5월 14일 SAR 위성영상

 [그림. 23]은 2018년 5월 14일 Larsen C Ice Shelf에서 A-68 빙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후의 SAR 위성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A-68 빙산이 북
동쪽으로 많이 이동했으며 윗부분 면적이 줄어들었다. Larsen C Ice Shelf과의 충
돌과 빙산의 융해로 인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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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18년 5월 20일 SAR 위성영상

 [그림. 24]는 2018년 5월 20일 Larsen C Ice Shelf에서 A-68 빙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후의 SAR 위성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빨간색 원 부분
을 보면 6일 전의 영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A-68 빙산의 붕괴가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Larsen C Ice Shelf과 수차례 충돌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여 결국 붕괴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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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18년 8월 06일 SAR 위성영상

 [그림. 25]는 2018년 8월 06일 Larsen C Ice Shelf에서 A-68 빙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후의 SAR 위성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50일 정도가 지
난 후의 영상으로 A-68 빙산이 반시계방향으로 많이 회전했고 북동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류, 바람의 영향으로 계속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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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018년 8월 12일 SAR 위성영상

 [그림. 26]은 2018년 8월 12일 Larsen C Ice Shelf에서 A-68 빙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후의 SAR 위성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위성영상의 위치
가 약간 위로 변동되었다. A-68 빙산의 이동에 따른 변화로 예상된다. A-68 빙산
에서 추가로 분리되었던 빙산들이 북동쪽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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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18년 10월 29일 SAR 위성영상

 [그림. 27]은 2018년 10월 29일 Larsen C Ice Shelf에서 A-68 빙산이 완전하게 
분리된 후의 SAR 위성영상을 Google Earth에 투영한 이미지이다. 이전 영상과 비
교해 보았을 때 반시계방향으로 많이 회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쪽에 있던 작은 
빙산들은 더 이동해서 영상 범위 내에서 사라졌다. 처음 붕괴된 2017년 7월 12일 
영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면적이나 위치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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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68 빙산의 면적변화

[그림. 28] 2017년 7월 12일 A-68 빙산 일부의 면적

[표. 4] 2017년 7월 12일 A-68 빙산의 둘레와 면적

 구글어스를 통해 A-68 빙산의 일부 면적을 측정해 보았다. 영상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전체면적은 측정하지 못했지만 일부분 면적을 일치시켜 측정을 진행했다.
 [그림. 28]은 2017년 7월 12일 A-68 빙산이 Larsen C Ice Shelf으로부터 처음 
분리되었을 때의 면적을 측정한 영상이다. [표. 4]는 2017년 7월 12일 A-68 빙산
의 둘레와 면적이다.

둘레 209 km
면적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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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17년 8월 11일 A-68 빙산 일부의 면적

[표. 5] 2017년 8월 11일 A-68 빙산의 둘레와 면적

 [그림. 29]는 2017년 8월 11일 A-68 빙산의 면적측정 영상이다. A-68 빙산의 

윗부분에 작은 빙산들의 분리로 인해 면적이 대략 115 정도 감소했다. 작은 
빙산들 분리의 원인으로는 한 달 전 A-68 빙산의 붕괴로 인한 충격으로 예상된다.
[표. 5]는 2017년 8월 11일 A-68 빙산의 둘레와 면적이다. 둘레 또한 9km 정도 
감소했다.

둘레 200 km
면적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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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2018년 2월 13일 A-68 빙산 일부의 면적

[표. 6] 2018년 2월 13일 A-68 빙산의 둘레와 면적

 [그림. 30]은 2018년 2월 13일 A-68 빙산의 면적측정 영상이다. 6개월간 Larsen 
C Ice Shelf과 수차례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면적변화는 없었다.
 [표. 6]은 2018년 2월 13일의 A-68 빙산의 둘레와 면적 측정자료로 이전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레 199 km
면적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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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18년 3월 15일 A-68 빙산 일부의 면적

[표. 7] 2018년 3월 15일 A-68 빙산의 둘레와 면적

 [그림. 31]은 2018년 3월 15일 A-68 빙산 일부의 면적측정 영상이다. 1달 동안 

17 정도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그간의 충돌로 인해 쌓인 힘에의해 빙산 상부 
일부분이 붕괴된 것으로 예상된다.
 [표. 7]은 2018년 3월 15일 A-68 빙산의 둘레와 면적측정 자료로 2월 13일 자료

와 비교해 보았을 때 둘레는 2km 면적은 17 정도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둘레 197 km
면적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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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18년 4월 14일 A-68 빙산 일부의 면적

[표. 8] 2018년 4월 14일 A-68 빙산의 둘레와 면적

 [그림. 32]는 2018년 4월 14일 A-68 빙산 일부의 면적측정 영상이다. 3월 이후 
1달 동안 빙산의 붕괴가 일어나 면적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충돌과 빙산의 
녹음으로 인해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8]은 2018년 4월 14일 A-68 빙산의 둘레와 면적 측정자료이다. 3월 15일의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둘레는 1km 면적은 16 정도 줄어들었다.

둘레 196 km
면적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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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17년 7월 12일 ~ 2018년 4월 14일
 A-68 빙산 일부의 면적변화 그래프

 [그림. 33]은 2017년 7월 12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A-68 빙산의 면적변화
를 1달 주기로 기록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8개월간 면적이 

148 정도 줄어들었고, 둘레는 12km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A-68 빙산은 충돌
과 해류에 의한 녹는 현상으로 인해 면적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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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Sentinel 1A/1B 위성의 SAR 영상을 이용하여 서남극 지역의 
Larsen C Ice Shelf의 분리에 대한 시계열적 관찰을 진행했다. Larsen C Ice Shelf
의 SAR 영상을 획득하여 ESA에서 제공하는 SAR 처리 프로그램 SNAP을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했다. SLC to GRD와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 과정을 
거친 뒤 Export view as Google Earth KMZ 과정을 진행하여 KMZ 파일을 통해 
Google Earth에 위성영상을 투영시켜 A-68 빙산의 움직임과 면적에 대한 변화를 
연구할 수 있었다. Larsen C Ice Shelf에 대한 SAR 위성영상자료는 2017년 3월 
20일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 6일 간격의 영상이 총 103개가 사용됐으며 [표. 
3]에 제시되어있다.
 자료처리 과정은 먼저 SLC to GRD를 통해 잡음 제거와 경사 범위에서 지상 범위
로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IW1, IW2, IW3를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준다. 그다음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을 통해 Sentinel 위성이 촬영
하는 지역의 지형적인 변화와 위성 센서의 경사 때문에 SAR 이미지의 거리가 왜곡
될 수 있는 점에 대한 오차 보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영상이 실제와 최
대한 가깝게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Export view as Google Earth KMZ 과정을 
통해 KMZ 파일로 만들면 Google Earth를 통해 Larsen C Ice Shelf의 분리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Larsen C Ice Shelf에서 균열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2016년 중반이고, 2016년 11
월 10일 처음으로 균열이 관찰됐다. 이후 빠른 속도로 균열은 성장해 나갔고 2017
년 7월 12일 결국 Larsen C Ice Shelf에서 분리되어 A-68 빙산이 되었다. A-68 
빙산은 분리된 후 Larsen C Ice Shelf과 자주 충돌했으며 충돌로 인해 빙산이 붕괴
되면서 면적이 감소하였다.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A-68 빙산은 반시계방향
으로 회전하며 웨들해 북동쪽으로 현재도 이동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Larsen Ice 
Shelf에서 생겼던 빙산들과 비슷한 이동 방향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번 Larsen C Ice Shelf에서 분리된 A-68 빙산의 Sentinel 위성의 SAR 영상을 
통한 시계열적 관찰 연구를 통해 A-68 빙산의 이동 경향과 면적변화를 알 수 있었
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Larsen C Ice Shelf가 모두 녹게 된다면 남극대륙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차후 연구
를 통한 A-68 빙산의 관찰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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