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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류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에 따른 대가

로 지구온난화라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현재까지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

하면서 온난화 가속화, 이상기후 등 여러 환경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언

론이나 매체에서 종종 접할 수 있듯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상승

하는 문제도 작지 않다. 1930년대에 시작된 온난화로 인해 남극 반도 주변의 온도

는 지구 평균의 약 6배로 상승하였고, 공기 온도는 1950년부터 2000년 동안 

1~2.5 °C 증가했다 (Bethan Davies 2017).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빙하 유실은 불가피한 문제가 되었다. 남

극에서는 대규모의 빙붕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Scambos et al., 2000; 

Scambos et al., 2004; Stearns et al., 2008; Rignot, 1998, Rignot et al., 

2004), 특히 동남극의 주요 빙하는 그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으며, 해안 지역에

서의 빙하 유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Rignot, 2002; Stearns et al., 2008; 

Bell et al., 2007). 덧붙여서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공동 연구진 또한 남극의 빙상이 연간 2520억톤씩 사라지고 있다고 미국국립과학

원회보(PNAS)에 밝힌 바 있다. 또한, 네이처에선 '2019년 주목해야 할 과학 분야 

이슈 10선' 중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이 공동 추진하는 '스웨이츠 빙하 변화 연구'

가 1순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빙하 연구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고, 빙하 유실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해상으로 배출되는 빙하의 관찰이 중요하

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배출되는 얼음의 양과 빙하의 유속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

로, 남극의 빙하와 관련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극 빙하 중 이동속도가 빠른 곳 중의 한 곳(Rignot, Eric. 

2002)으로, 빙하의 변화양상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David 빙하

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David 빙하는 남극 테라노바 만에 위치하여 장보고 

과학기지와도 가깝다. 아라온을 비롯한 극지 연구소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

는 최적의 장소로써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곳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활용하였다. SAR(synthetic aperture 

radar)는 기상조건과 태양고도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우

주국에서 운용하는 Sentinel-1A 위성의 고해상도 SAR 영상을 받아 SNAP 프로그램

을 통해 자료처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David 빙하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

동속도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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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이론

2.1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 구경 레이다)

SAR는 비행기나 인공위성 등의 탑재체의 움직임으로 얻어지는 안테나 위치의 연

속적 변화를 이용하여 각 안테나의 위치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조합하여 고해상도의 

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으로써, 공간 해상도가 안테나와 지상 간의 거리나 파장에 상

관없이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비행기나 인공위성에서 레이다 반사파

를 연속적으로 수신하면 전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동안 이동한 거리만큼 마치 레

이다 안테나의 직경이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보다 예리하게 반사파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즉, 비행기나 인공위성에 탑재된 레이다의 이동을 이용하여 개구면

이 작은 안테나로 수신된 연속적인 여러 개의 레이다 신호들을 합성하여 개구면이 

큰 안테나로 합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그림 1 SAR 설명도

 항공기나 인공위성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진행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기울어진 아

래편을 향해서 전자파 펄스를 발사하여 반사파를 얻음으로써 진행방향에 평행한 대

상(帶狀) 영역의 지형을 관측할 수 있다. 이때 분해능은 대상까지의 거리에 의하지 

않고 안테나의 크기로 결정된다. 영상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는 데이

터를 직접 컴퓨터 처리하여 선명한 영상 단시간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첨단산업

기술사전, 1992. 5. 1., 일본통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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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는 날씨나 구름의 유무, 혹은 밤에도 상관없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능동 마이

크로파 센서이므로 해양, 얼음, 그리고 육상의 모든 장소에서 원하는 영상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주파수의 선택에 따라 날씨에 상관없이 높은 분해능으로 지형관측을 

할 수 있으며 주파수는 주로 5.3GHz (C-Band)를 사용하며 총 6개의 서로 다른 모드

로 작동한다 (2010. 12., 한국광물자원공사).

 SAR는 1978년 미국의 Seasat-A부터 인공위성에 탑재되기 시작하여 유럽의 ERS-1, 

2, Envisat, 일본의 JERS-1, ALOS PALSAR, 캐나다의 Radarsat-1, 2 등 현재까지 수

많은 인공위성 탑재 SAR 시스템이 운용되어 왔으며, 군사적, 과학적으로 다양한 관

련 기술과 응용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농업, 고고학, 지형고도, 산림, 지

질, 지구조, 수문, 지진, 토양, 화산, 도시 및 인공구조, 해양, 극지 연구, 기상 

등의 다양한 활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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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ntinel-1A/1B

 Sentinel-1은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Copernicus Programme에서 

첫 번째로 쏘아 올린 위성으로 2014년 4월 3일에 발사된 Sentinel-1A와 2016년 4월 

25일에 발사된 Sentinel-1B가 있다. Sentinel-1은 극궤도 근처에서 태양동기궤도

(98.18°)로 돌고 있다. 위성의 주기는 12일이고 주기당 175회 공전하며, 

Sentinel-1A와 Sentinel-1B는 서로 180도 떨어져 궤도를 돌기 때문에 한 지역이 6

일마다 촬영된다.

 Sentinel-1은 C-밴드 SAR를 장비하여 전천후, 낮과 밤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고 5m의 공간 분해능과 400km의 swath를 가지고 있다. 

 Sentinel 위성에 의해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는 해상 및 육상 모니터링, 자연재해

로 인한 비상대응 및 경제적인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Sentinel은 풍부한 데이터

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핵심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는 방식, 우리의 환경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에 변화를 준다.

 Sentinel-1 위성에 장비되어있는 C-밴드 SAR는 ESA와 캐나다의 SAR 시스템인 

ERS-1, ERS-2, Envisat 및 Radarsat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영상 데이터의 

빠른 보급을 위해 전 세계의 여러 지상국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

속적인 데이터 전달을 위해 geostationary European Data Relay System으로 데이터

를 전송하는 레이저도 가지고 있다.

lifetime 7년

launcher 소유즈(SOYUZ)

orbit near-polar (98.18°), 태양동조궤도

altitude 693 km 

cycle 12일 주기, 1주기 당 175회 공전

orbital period 98.6분

altitude stabilization 3-axis 

launch mass 2,300 kg

dimensions 3.9 m × 2.6 m × 2.5 m 

표 1 Sentinel-1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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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 Map 

(SM) Mode

features 5m×5m

공간해상도와 swath 80 km

The sole uses of SM are to monitor small islands as well as 

emergency management for extraordinary events upon request 

Offers data products in single (HH or VV) or double (HH + HV 

or VV + VH) polarization

Interferome

tric Wide 

Swath (IW) 

Mode

features 5m×20m

공간해상도와 swath. 250 km

IW is the main operational mode over land

IW accomplishes interferometry through burst synchronization

Offers data products in single (HH or VV) or double (HH + HV 

or VV + VH) polarization

Extra Wide 

Swath (EW) 

Mode

features 25m×100m 

공간해상도와 swath 400 km

EW is used mainly to monitor wide coastal areas for 

phenomena such as shipping traffic and potential 

environmental hazards like oil spills or changes in sea ice.

Offers data products in single (HH or VV) or double (HH + HV 

or VV + VH) polarization

Wave (WV) 

Mode

features 5m×20m

resolution and a low data rate.

It produces 20 by 20 km (12 by 12 mi) sample images along 

the orbit at intervals of 100 km.

This is the main operational mode over open ocean.

Offers data products only in single (HH or VV) polarization

표 2 Sentinel-1의 네 가지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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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속 방정식

유체동역학에서 질량보존의 법칙을 나타낸 식으로 일반적인 형태는 수식 1과 같

다. 




∇∙ 

수식 1 

여기서 는 주어진 물리량이고, 는 그 물리량의 유량(flux)을 나타내는 함수이

며, 는 그 물리량이 생성되거나 감소하는 양을 나타낸다.

수식 1을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내었을 때 수식 2와 같다.




∇∙ 

수식 2 

 

수식 2에서 는 유체의 밀도이고, 는 시간을 나타내며, 수식 2, 3에서 는 유체

의 속도를 나타낸다. 비압축성 유체에서 는 상수값을 가지며 정상 상태의 경우 연

속방정식은 수식 3과 같이 체적에 대한 연속방정식이 된다. 

∇∙ 

 











수식 3 

수식 3은 모든 지점에서 속도의 발산이 0임을 뜻한다. 즉, 시간이 지나도 단면적

을 지나는 유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식으로 나타내면 수식 4

로 쓸 수 있다. 

∆
∆

∆
∆

수식 4 

여기서 ∆과 ∆는 질량 변화량, ∆는 시간 변화량을 뜻한다.

밀도 공식에 의하면 질량 밀도×부피이므로 ∆ ∆, 
∆ ∆가 되며 수식 4에 대입하면 수식 5가 된다. 

∆
∆

∆
∆

수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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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 면적×속도×∆시간이므로 ∆ ∆, ∆ ∆가 되

며 수식 5에 대입하면 수식 6과 같아진다.

∆
∆

∆
∆

수식 6 

 

 수식 6에 대입의 분모, 분자의 ∆를 없애면 수식 7이 된다.

 

수식 7 

연속방정식은 정상류의 유체흐름에 질량보존 법칙을 적용시켜 유도한 방정식을 

말하며 비점성, 비압축 유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밀도에 변화가 없는 비압축성 

유체라 가정하면 수식 7은 수식 8이 된다.

 

수식 8 

그림 2 연속방정식의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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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연구지역

본 연구에서는 남극에서 가장 빨리 빙하가 흐르는 지역 중 하나이며, 동남극 위

도 75°16'54.36"S 경도 161°30'14.39"E에 위치한 테라노바만 부근의 David 빙하와 

Ross sea 쪽으로 뻗어 나가는 Drygalski Ice Tongue의 상류를 연구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면적은 약 2,691.10이다. David 빙하의 흐름을 지점을 정하여 속도 변

화를 시계열적으로 관측하였다. 또한, 빙하의 흐름 중 다른 곳과 달리 유속이 확연

히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 관찰되었는데, 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공간적으로 분

석하였다.

그림 3 남극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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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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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획득

Copernicus Open Access Hub에서 SLC 영상을 얻는다. 얻은 영상은 IW1, IW2, 

IW3으로 나누어져 저장된다. SNA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파일을 열어서 영상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지역은 Sentinel-1A 위성만이 영상을 촬영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 2월 8일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 12일 간격으

로 얻어진 총 31개의 Sentinel-1A SAR 영상이다.

위성 날짜 파일이름

Sentinel-1A 2017.02.08
S1A_IW_SLC__1SSH_20170208T111039_20170208

T111109_015191_018DE8_8F8A

Sentinel-1A 2017.02.20
S1A_IW_SLC__1SSH_20170220T111039_20170220

T111109_015366_01935A_568A

Sentinel-1A 2017.03.04
S1A_IW_SLC__1SSH_20170304T111039_20170304

T111109_015541_0198A4_F30A

Sentinel-1A 2017.03.16
S1A_IW_SLC__1SSH_20170316T111039_20170316

T111109_015716_019DE0_434E

Sentinel-1A 2017.03.28
S1A_IW_SLC__1SSH_20170328T111040_20170328

T111109_015891_01A31E_7286

Sentinel-1A 2017.04.09
S1A_IW_SLC__1SSH_20170409T111040_20170409

T111110_016066_01A85D_9294

Sentinel-1A 2017.04.21
S1A_IW_SLC__1SSH_20170421T111041_20170421

T111111_016241_01ADB8_99D

Sentinel-1A 2017.05.03
S1A_IW_SLC__1SSH_20170503T111041_20170503

T111111_016416_01B307_6E1A

Sentinel-1A 2017.05.15
S1A_IW_SLC__1SSH_20170515T111042_20170515

T111112_016591_01B859_FC75

Sentinel-1A 2017.05.27
S1A_IW_SLC__1SSH_20170527T111042_20170527

T111112_016766_01BDBB_AE02

Sentinel-1A 2017.06.08
S1A_IW_SLC__1SSH_20170608T111043_20170608

T111113_016941_01C32B_AE44

Sentinel-1A 2017.06.20
S1A_IW_SLC__1SSH_20170620T111044_20170620

T111114_017116_01C891_AF60

Sentinel-1A 2017.07.02
S1A_IW_SLC__1SSH_20170702T111045_20170702

T111114_017291_01CDD7_7BE2

Sentinel-1A 2017.07.14
S1A_IW_SLC__1SSH_20170714T111045_20170714

T111115_017466_01D321_E5F3

Sentinel-1A 2017.07.26
S1A_IW_SLC__1SSH_20170726T111046_20170726

T111116_017641_01D87D_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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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1A 2017.08.07
S1A_IW_SLC__1SSH_20170807T111047_20170807

T111117_017816_01DDD1_9B99

Sentinel-1A 2017.08.19
S1A_IW_SLC__1SSH_20170819T111047_20170819

T111117_017991_01E31F_7C3A

Sentinel-1A 2017.08.31
S1A_IW_SLC__1SSH_20170831T111048_20170831

T111118_018166_01E862_4868

Sentinel-1A 2017.09.12
S1A_IW_SLC__1SSH_20170912T111048_20170912

T111118_018341_01EDDE_D99F

Sentinel-1A 2017.09.24
S1A_IW_SLC__1SSH_20170924T111049_20170924

T111118_018516_01F339_69CE

Sentinel-1A 2017.10.06
S1A_IW_SLC__1SSH_20171006T111049_20171006

T111119_018691_01F88F_35C9

Sentinel-1A 2017.10.18
S1A_IW_SLC__1SSH_20171018T111049_20171018

T111119_018866_01FDEB_C6A1

Sentinel-1A 2017.10.30
S1A_IW_SLC__1SSH_20171030T111049_20171030

T111119_019041_02033D_2D87

Sentinel-1A 2017.11.11
S1A_IW_SLC__1SSH_20171111T111049_20171111

T111119_019216_0208A0_7BAC

Sentinel-1A 2017.11.23
S1A_IW_SLC__1SSH_20171123T111049_20171123

T111118_019391_020E27_1EC6

Sentinel-1A 2017.12.05
S1A_IW_SLC__1SSH_20171205T111048_20171205

T111118_019566_0213A5_54D9

Sentinel-1A 2017.12.17
S1A_IW_SLC__1SSH_20171217T111048_20171217

T111118_019741_021914_B236

Sentinel-1A 2017.12.29
S1A_IW_SLC__1SSH_20171229T111047_20171229

T111117_019916_021E7F_9258

Sentinel-1A 2018.01.10
S1A_IW_SLC__1SSH_20180110T111047_20180110

T111117_020091_022407_5F08

Sentinel-1A 2018.01.22
S1A_IW_SLC__1SSH_20180122T111046_20180122

T111116_020266_022995_CD4C

Sentinel-1A 2018.02.03
S1A_IW_SLC__1SSH_20180203T111046_20180203

T111116_020441_022F2A_77EE

표 3 연구에 사용된 SAR 위성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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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LC 영상의 I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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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처리

3.3.1 SLC to GRD

자료가 IW1, IW2, IW3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SLC to GRD 과정을 통해 파일을 GRD로 변환해준다. 

그림 6 SLC to G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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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RD 변환 완료된 영상



- 15 -

3.3.2 Range-Dopper TC

위성이 촬영하고 기록할 동안 지형의 왜곡이 발생하므로 지형보정을 수행해준다. 

Radar – Geometric - Terrain Correction -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그림 8, 9와 같이 parameters를 설정해준다. 

그림 8 지형보정의 I/O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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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형보정의 Proccess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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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형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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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subset

영상을 Google Earth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크기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전에 지형 변화를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SNAP 실행 창 좌측 하단의 Colour 

Manipulation 창에서 보정을 한다. 그 후 영상을 열고 우클릭을 하여 specify 

product subset을 눌러 scene step X, Y의 수를 크게 설정하고 OK를 누른다. 하

지만 수를 크게 설정하는 만큼 해상도는 줄어든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 11 Spatial Sub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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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ubse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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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port view as Google Earth KMZ

Google Earth를 통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용량을 줄인 자료를 Google Earth에서 

읽을 수 있는 확장자인 KMZ 파일로 변환한다. subset 과정까지 완료한 영상을 우

클릭하여 Export view as Google Earth KMZ를 누른다. 그림 14는 KMZ 파일로 변

환 완료한 영상을 Google Earth로 열어본 모습이다. Google Earth를 통해 영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빙하의 흐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3 Export view as Google Earth K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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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KMZ파일을 Google Earth에서 열어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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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Stack

영상에서의 한 점에서 빙하가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시계열에 따라 정량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Offset Tracking을 사용하기 위해 DEM Assisted Coregistration을 

사용해 두 영상을 겹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7년 2월 8일부터 2018년 2월 3일

까지 12일 간격으로 얻어진 영상을 36일 간격으로 쌓는다. 36일 간격으로 영상을 

쌓는 이유는, 겹치는 날짜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Offset Tracking을 할 때 더 작

은 변화 값을 감지할 수 있어 신뢰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Radar -> Coregistration -> DEM Assisted Coregistration -> (Add 

Opened) -> (Refresh) -> DEM-Assisted-Coregistration -> DEM을 

GETASSE30 Model로 설정 후 Write에서 저장경로를 확인 후 Run을 누른다. 이 과

정을 거쳐 총 28개의 Stack 파일을 생성한다.

그림 15 ProductSet-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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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DEM-Assisted-Coregistration

그림 17 저장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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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Offset Tracking

3.3.5 과정에서 36일 간격으로 쌓은 Stack으로 Offset Tracking을 수행한다. 

Offset Tracking은 두 영상을 겹쳐 영상의 한 픽셀을 Azimuth 방향과 Range 방향

으로 각각 1/16로 나누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알아내

고, 이동한 만큼의 사이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정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경험적

으로 해상도의 1/16보다는 1/4을 움직여야 변화가 확실하게 감지된다.

Radar -> SAR Applications -> Offset Tracking을 누른 후 Processing 

Parameters에서 Grid Azimuth Spacing과 Grid Range Spacing을 그림 19와 같이 

설정하고 Run을 누른다. 이를 수행하면 총 28개의 Offset Tracking 영상을 얻게 된

다.

그림 18 Offset Tracking I/O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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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Offset Tracking Processing Parameters 

그림 20 Offset Tracking 영상



- 26 -

위의 Offset Tracking 이미지(그림 20)를 봤을 때 유난히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다. 최고 속도 지점의 pixel info(그림 21)를 살펴보았을 때, 그 속도는 약 

2.27m/day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변화를 관찰하였고, 이 변화는 Ⅳ. 결과 및 토의에서 다룰 예

정이다.

그림 21 최고 속도 지점의 pixel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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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Bedmap2

최고 속도 지점의 빙저 지형(그림 22)과 빙하 표면(그림 23)을 알아보기 위해 

Bedmap2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지역의 Offset Tracking 영상을 Arcmap에서 확

인하기 위하여 tif 파일로 변환하였다. 이 Offset Tracking 자료와 Bedmap2 자료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ArcMap을 사용하였다 (그림 24).

빙하의 종단면 및 횡단면 그래프를 보기 위해 Customize -> Toolbar -> 3D 

Analyst에 체크를 한 후, Interpolate Line 버튼을 눌러서 그래프를 그릴 부분의 선

을 그은 다음 Profile Graph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수행한다.

빙저 지형을 보기 위해서는 3D Analyst 창에서 지형 layer(bedmap)를 선택한 후 

Line을 그려야 하고, 빙하 표면을 보기 위해서는 surface를 선택한 후 Line을 그려

야 한다. 또한, 유속 그래프를 보기 위해선 Offset Tracking 영상을 선택한 후 Line

을 그려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그림 22 남극의 빙저 지형 (Bedmap2_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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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남극의 빙하 표면 (Bedmap2_surface)

그림 24 Bedmap2 자료와 Offset Tracking을 겹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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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토의

4.1 KMZ 결과 영상

Geocoding하여 Google Earth에 가져온 결과 영상이다. 그림 25를 보면 크레바

스로 추정되는 자국이 빙하의 흐름을 따라 Ross 해 쪽으로 이동하였고, 1년 동안 

337m를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5 KMZ 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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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확대한 KMZ영상에서 확인한 1년 동안 크레바스가 움직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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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간적 유속 변화

Offset Tracking을 수행한 영상(2017년 2월 20일)과 Bedmap2 자료를 함께 분석

하기 위해 ArcMap을 사용하였다. 연구지역을 흐름에 따라 종단하는 선을 설정하여 

살펴보았을 때(그림 27) 나타나는 빙저 지형과 빙하 표면, 속도 그래프는 그림 28

과 같다.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며 최고 속도 지점에서 2.3m/day

까지 증가한다. 그 원인은 빙저 지형이 아래로 급격히 경사지는 형태를 보이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빙하가 바다로 배출되기 전, 한곳에 모여 그 양이 많아지

므로 유속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추측하였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연속방정

식의 원리를 따를 수 있다. 빙하를 비압축성 유체라 가정했을 때, 약 55000m 부근

에서 빙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프의 세로축인 깊이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7 연구지역 전체를 지나도록 설정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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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그림 27에 대한 빙하 표면, 빙저 지형, 유속 종단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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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고 속도 지점을 횡단하게끔 선을 설정한다(그림 29). 이 선에 대한 빙

저 지형, 빙하 표면, 속도 그래프는 그림 30과 같다. 속도 그래프에서 두 봉우리가 

나타나는 모양이며, 지형은 큰 U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연속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속방정식의 원리는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빙저 지형을 살펴보면, 골짜기를 이루는 부분에서 빙

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다. 양옆으로 갈수록 빙

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므로 유속은 점점 빨라지지만, 가장자리에서는 마

찰력으로 인하여 유속이 느려져 결국 그 유속의 그래프가 두 봉우리를 가지는 형태

처럼 나타나게 된다.

그림 29 최고 속도 지점을 횡단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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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그림 29에 대한 빙하 표면, 빙저 지형, 유속 횡단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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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간적 유속 변화

Offset Tracking을 수행한 영상들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유속의 변화를 그래프로 

만들어보았다. 연구지역을 지점별로 나누어(그림 31) 속도 변화를 관찰해보았을 때, 

Spot 1의 평균속도는 1.60m/day, Spot 2는 1.43m/day, Spot 3은 0.77m/day, 

Spot 4는 0.50m/day이고, 각 지점의 표준편차를 계산해보았을 때, 0.05m/day, 

0.05m/day, 0.02m/day, 0.03m/day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표준편차가 0에 

가깝다는 것은 평균에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값들이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지점별 속도 그래프와 최고 속도 지점 그래프의 하늘색 띠는 오차 범위로, 

±0.14m/day로 계산하였다. Sentinel-1A 위성 영상의 pixel size는 Azimuth 방향으

로 20m, Range 방향으로 5m이다. 연구지역인 David 빙하의 흐름은 주로 Azimuth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Offset Tracking을 진행할 때 Azimuth Resolution인 

20m의 1/4인 5m를 지나야 한다. 이를 영상의 간격인 36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0.14m 정도 움직여야 결과 영상에서 확실하게 변화가 감지된다. 즉 영상의 유속 

오차는 0.14m/day가 된다.

 최고 속도 지점(그림 33) 속도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남극의 겨울(8월경)에는 

2.14m/day, 여름(1월경)에는 2.55m/day로 오차범위에서 벗어나는 값을 보인다 (그

림 34). 이를 남극 얼음의 확장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추측하여 토의해보았다. Sea 

Ice Concentration(그림 35)을 살펴보면, 남극의 겨울이었던 8월에는 해빙이 성장

하기 때문에 Drygalski Ice Tongue 앞바다가 닫히므로 유속이 느려지지만, 여름인 

1월에는 해빙이 녹아 바다가 열리므로 유속이 빨라졌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러

한 경향을 보이는 최고 속도 지점 유속 그래프와 달리 지점별 유속 그래프(그림 

32)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최고 속도 지점에 나타나는 유

속 증가의 원인은 해빙의 계절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

로 추측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긴 기간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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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네 개의 지점으로 나눈 연구지역

그림 32 지점별 속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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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최고 속도 지점

그림 34 최고 속도 지점 속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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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남극의 2017.08(좌)와 2018.01(우)의 Sea Ic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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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빙저호 존재 가능성

최고 속도 지점의 속도가 빨라지는 또 다른 원인으로 빙저호를 생각해보았다. 공

간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빙저호가 지형의 골짜기에 존재하고 있다가 빙하의 흐

름을 따라 빙하와 같이 경사를 넘어가게 된다. 이때 얼음과 지형 사이의 마찰력이 

감소하게 되어 빙하의 유속이 증가하게 된다고 추측하였다. 또한, 계절과 연관 지어 

생각했을 때, 남극의 여름에는 빙하가 녹아 더 많은 물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유

속이 더 빨라지게 되고, 남극의 겨울에는 빙하가 얼어 물이 줄어들어 유속이 느려

지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즉, 앞서 말했던 해빙의 계절적인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

라, 빙저호의 계절적인 변화로 인하여 빙하 유속의 증감이 일어난 것이라 분석하였

다. 

그림 36 빙저호 존재 가능한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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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얻어진 Sentinel-1A 위성의 SAR 영상을 이

용하여 동남극에 위치한 David 빙하와 이와 연결된 Drygalski Ice Tongue 상류 부

분의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자료처리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유럽 우주국

(European Space Agency)에서 제공하는 SAR 영상 처리 프로그램인 SNAP을 사

용했다. SNAP으로 처리한 자료를 Google Earth에 투영하여 영상의 변화를 관찰하

고,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을 재처리했다. 1년 동안의 영상을 36일 간격으로 Stack

을 쌓은 후에 Offset Tracking을 통해 두 영상의 속도 차이를 확인했다. 

Copernicus Open Access Hub에서 SLC 영상을 얻고, IW1, IW2, IW3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GRD 변환을 한다. 그 후 Terrain Correction을 수행함으로써 지형적인 

변화를 더 잘 관찰할 수 있게끔 해주고, subset을 통해 영상의 크기를 줄인 다음 

Google Earth로 확인할 수 있도록 KMZ 파일로 저장한다. 이러한 순서를 통해 전

체적인 David 빙하의 변화양상을 관찰하였다. 

Google Earth로 연구지역을 관찰한 결과, 빙하가 전체적으로 Ross sea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크레바스로 추정되는 자국을 1년 동안 관찰

했을 때, 이 자국은 1년 동안 Ross sea 쪽으로 약 337m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었

다. 정확한 속도 변화양상을 보기 위해 David 빙하와 Drygalski Ice Tongue이 만나

는 부분을 확대하여 영상을 자르고, 36일 간격으로 2개씩 Stack하여 Offset 

Tracking을 수행했다. 자료처리결과를 토대로 빙하 유속을 관찰했을 때,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여 최고 속도 지점에서 2.3m/day까지 빨라졌다.

최고 속도 지점의 유속 증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연구지역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Offset Tracking을 처리한 자료와 bepmap2 자료를 같이 분석하기 위

해 Arcma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빙하의 전체적인 흐름을 지나도록 종단하는 선

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빙저 지형, 빙하 표면, 유속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유속 그

래프를 살펴보면 유속은 Drygalski Ice Tongue 쪽으로 흐르면서 점점 빨라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빙하가 바다로 배출되기 전, 한곳에 모여 Ice Tongue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져 유속이 증가한다고 추측하였다. 또한, 최고 속도 

지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빙저 지형이 급격히 아래로 경사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다른 원인으로는 연속방정식의 원리를 따를 수 있다. 빙하를 비압축성 유체라 

가정했을 때, 최고 속도를 보이는 지점에서 빙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유속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고 속도 지점을 지나도록 횡단하는 선을 설정하고 빙저 지형, 빙하 표면, 

유속 그래프를 도출한 결과, 빙저 지형이 흡사 U자 모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속 

그래프는 두 봉우리 형태를 띠었는데, 이는 빙하가 흐르다가 빙저 지형이 갑자기 

골짜기를 이루는 부분에서 질량보존에 대한 연속방정식을 따르기 위해 유속이 느려

졌고, 빙하의 가장자리에서는 마찰력으로 인하여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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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로써 빙저 지형과 유속이 서로 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지역을 흐름에 따라 네 지점을 나누고, 날짜별로 유속 그래프를 도

출해보았다. 각 지점의 평균속도는 Spot 1은 1.60m/day, Spot 2는 1.43m/day, 

Spot 3은 0.77m/day, Spot 4는 0.50m/day이고, 표준편차는 0.05m/day, 

0.05m/day, 0.02m/day, 0.03m/day로 나타났다. 각 지점의 데이터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비교적 일정한 값을 보였다.

최고 속도 지점의 유속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그래프를 만들어보았을 때, 평균속

도는 2.27m/day이고, 표준편차는 0.07m/day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가 큰 폭

으로 변화하지 않았지만 8월과 1월에는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보였다. 이 값을 

계절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최고 속도 지점 유속 그래프와 지점별 

유속 그래프의 양상이 다르고, 후자의 경우 그래프가 계절 변화를 따르는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유속 변화양상은 해빙의 계절적인 원인이 아

닌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지역 종단면 그래프를 봤을 때, 빙저 지형에서 움푹 들어간 부분을 볼 수 있

다. 이 지점에 빙저호가 존재한다면 용융수에 의해 수위가 높아져 빙저호가 경사를 

타고 올라가 흐르기 때문에 빙저 지형과 얼음 사이의 마찰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속이 빨라졌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 즉, 해빙의 계절적인 원인이 아닌 빙저

호의 계절적인 원인이 최고 속도 지점에서 유속이 빨라진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David 빙하와 Drygalski Ice Tongue의 시간 및 공간적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빙하

의 이동 경로와 그 속도를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와 더불어, 최고 속도 지점의 원인

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더 긴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빙저호의 존재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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