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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남극대륙은 수백만 년 이상의 시간 동안 만년설과 두꺼운 빙하로 뒤덮여 백색의 

제7대륙이라고 부른다. 남극대륙의 면적은 한반도의 60여 배에 달하며 약 98%가 빙

하로 덮여 있다. 빙하의 평균두께는 2 km 이며 가장 두꺼운 곳은 4.8 km에 달한다. 

빙하 아래에서는 빙하의 하중에 의한 압력, 빙하의 이동에 따른 마찰열, 지구 내부

에서 기인된 열로 인해 물이 액체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용융수는 빙저지형을 따

라 흐르고 저장되며 빙저호를 형성한다. 빙저호는 주변의 여러 빙저호들과 이어지

는 수체계를 구성한다. 빙저호는 흐름경로를 따라 배수될 수 있고 단독적이지 않으

며 여러 빙저호가 동시에 존재한다. 빙저호에서 용융수의 움직임은 얼음과 지각의 

마찰력을 줄이게 되고 빙하의 유속을 가속한다. 가속된 빙하에 의해 빙하 표면에서 

기존에 관측되던 유속과 다른 유속이상을 관측할 수 있다. 

빙저호는 우연적인 빙상의 타원형 함몰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발견 당시에

는 빙상표면과 빙저호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그 관계

가 확립되었다(Seigent, 2000). 그 후 1968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남극 항공 

Radio Echo Sounding(RES)을 통해 처음으로 빙저호의 직접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다

(Robin et al, 2007). 대부분의 빙저호들은 주로 Ice-penetrating Radio Echo 

Sounding과 Satellite Altietry 기법을 이용해 발견되어왔다.(Siegfried and 

fricker, 2018;McMillan et al.,2013; Fricker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SAR 간섭기법을 이용해 빙저호에 의해 변위가 생겼을 가능성이 존

재하는 지역을 유속이상 형태 관측을 통해 특정하고 고도변위를 분석해 빙저호의 

탐지를 수행했다. 연구지역 선정은 이중차분간섭기법(Double Differential 

Interferometry Synthetic Aperture Radar, DDInSAR)을 통해 관측 가능한 활동성을 

가지는 빙저호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정했다.

동남극에서 가장 큰 빙붕인 Amery Ice Shelf는 해안과 인접해있으며 기존 연구에

서 발견된 Lambert 빙저호가 존재한다.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Amery Ice Shelf 인근 

빙하는 Lambert 빙저호가 존재하는 지역과 동일하게 빙붕 내부로 빠르게 흐르는 빙

하가 존재하는 곳이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빙저호들의 시스템과 다르게 Lambert 

빙저호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빙저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빙저호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Amery Ice Shelf 인근 빙하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했다.

RES와 Satellite Altimeter는 측선을 이용해 측정하기 때문에 측선 사이의 작은 

빙저호 탐지가 어렵다. 고도계에서 상부 빙상의 표면이 평평한 것을 이용해 탐지하

는 방식은 기저의 전단응력이 작아 마찰력이 작을 때 얼음 표면이 평평하게 나타나

는 것과 같이 빙저의 물성에 의해 표면이 평평하게 나타날 수 있고, 직경이 4km보

다 작은 규모의 빙저호의 상부 얼음 표면은 평평한 형태가 아닐 수 있으므로 탐지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R(Synthetic Aperture Rader, SAR)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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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기법을 사용했다. SAR 시스템은 능동 마이크로파를 사용해 태양의 고도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천후로 고화질의 영상을 사용해 접근이 어려운 남

극에서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서희정, 2019). SAR 영상의 처리기법중 

차분간섭기법(Differential- Interferometry SAR, DInSAR)을 이용하여 지표 변위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빙하 지역에서는 시간적 위상오차(Temporal decorrelation)으

로 인해 장시간 동안 유동특성 관측에는 한계가 있다(Weydahl, 2001; Rott, 2009). 

차분 간섭기법을 통해 얻은 2개의 DInSAR 영상을 차분하는 이중차분간섭기법으로 

빙저호로 의심되는 지역을 특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Amery Ice Shelf 인근 빙하에 

DDInSAR 기법을 사용해 두 시간간격 속에서 유속이상이 존재하는 지역을 탐지하고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빙저호 의심지역의 표면고도를 분석해 새로운 빙저호를 탐지

하고 인근 빙저호와의 연관성 조사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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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이론

2.1 합성구경레이더(SAR) 

Sentinel-1 위성은 유럽우주국(Europeam Space Agency)이 발사한 위성으로, 같은 

궤도면을 공유하는 Sentinel-1A, Sentinel-1B의 두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다. 태양

동기궤도를 돌고 있으며 각각 12일의 궤도주기를 가져 두 위성을 동시에 사용 시 6

일 간격의 위성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Sentinel-1은 아래 표1과 같이 4가지의 작

동모드를 가진다. Sentinel-1은 해상모니터링, 토지감시, 비상대응 등에 적용이 가

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해상모니터링의 빙하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1. Acquisition Modes

mode swath(km)
polarosation 

option

spatial 

Resolution

Incidence 

Angle range

strip map(SM) 80

dual(HH+HV, 

VV+VH)

single(HH, 

VV)

5×5
18.3° - 

46.8°

Interferometr

ic Wide 

swath(IW)

250

Dual (HH+HV, 

VV+VH) 

Single (HH, 

VV)

5×20
29.1° - 

46.0°

Extra Wide 

swath(EW)
400

Dual (HH+HV, 

VV+VH)

Single (HH, 

VV

25×100
18.9° - 

47.0°

wave(WM) 20
Single HH, 

VV)
5×50

21.6° - 

25.1°

34.8°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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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Four exclusive acquisition modes of Sentin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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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ryosat-2 Altimeter

Cryosat-2 위성은 남극 빙하 관측을 위해 유럽우주국(Europeam Space Agency)이 

발사한 위성으로 2010년 발사되었다. 주요 임무는 극지방 빙하 두께 측정이며 기존 

위성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해수면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극 궤도를 가지고 공

전하며 369일의 관측주기를 가진다.

Altemeter는 대상 물체의 고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Satellite Altimeter는 

레이더 주파수 영역의 마이크로파 펄스를 지상으로 전송하고 지표면에서 반사된 반

환 신호를 수신하는 센서를 통해 고도를 측정한다. 측정은 신호의 위성과 측정 대

상 지역 간 왕복 이동시간에 빛의 속도 곱한 값을 왕복 이동 거리로 하여 이루어진

다.

Satellite Altimeter는 고해상도로 광범위한 지역의 고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 Cryosat-2 Altimeter 자료는 SAR 기법으로 측정한 고도변화 자료와 비

교하는 보조자료로 사용했다.

그림 2. Cryosat-2 Alt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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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레이더 간섭 기법

Sentinel-1A Sentinel-1B 위성은 동일한 재원의 두 위성으로 동일한 궤도를 서로

다른 시간차이를 가지고 공전한다.

아래의 그림3은 연구에 사용된 레이더 간섭 기법의 원리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그

림이다.

S1, S2는 시간차를 가지고 동일궤도를 도는 두 위성의 안테나를, B는 두 위성의 

기선거리를 나타낸다. H는 지표면에서 S1까지의 고도를 나타낸다. 은  S1위성의 

안테나가 대상체인 P를 바라보는 관측각을, αB는 S2와 H에 수직인 선이 이루는 각

도를 나타낸다. 

Sentinel-1 위성은 중심주파수 5.405 Ghz인 c-band를 탑재하고있다. 이 때 마이

크로파의 파장 λ는 광속 c 및 중심주파수 f와 식 (1)과 같은 관계를 가지며, 약 

5.56 cm로 계산된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된 SAR 신호의 간섭위상(InSAR 

phase)ΔΦ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위성에서 관측점 P까

지의 경사거리 변화량 ΔR을 계산할 수 있다. 

                  


                  (1)

                                


                            (2)  

     

식(3), 식(4)에서 는 각 간섭위상끼리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DInSAR Phase이고, 

는 구해진  pair간의 변화량, 즉 가속도를 나타내는 DDInSAR Phase다. 

                 

              


            (3),(4)

식 (5)에서 ∆은 고정된 시간대의  pair에서 각각 다른 시간대의  pair를 빼주

어서 구한다. DInSAR는 각각의 InSAR phase간의 미분값으로 표현되며, DDInSAR는 

SAR와 DInSAR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DInSAR의 미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료처리 과정에서 은 관측하기가 힘들고, ∆만큼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발생하는 에러가 커보인다. 즉 변화량은 적은데 에러의 정도는 그대로이

기 때문에 식 5(∆)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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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식(5)를 통해 구해진 값의 양변에 적분을 취해 식(6), Phase()를 구해준 후 식

(2)에 넣어서 두 시간대 간의 R (위성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과 h (두 시기 간의 

지표면 수직 변화량)를 구해낼 수 있다.

 

                                             (6)

본 연구에서 자료처리를 통해 구한 대상지역의 fringe 개수 n은 2pi가 나눠진 값이

기 때문에 ϕ는 n에 2pi를 곱한 식 (7)의 형태로 나타난다.

                                                                 (7)

이미 2pi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적분 후 R값을 구하기 위해선 식(2)에서 2pi가 사

라지고 남은 2/를 넘겨주어 식(8)처럼 /2만 곱해주면 된다. 

                                    


                          (8)

R은 대상체-위성간 거리의 변화량이므로 이를 대상지역의 수직변위로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위성과 식 (9)처럼 지표면간의 각도를 고려해 구해야한다. h는 대상지역

의 수직 지표변화량을 나타낸다.

                                  co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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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격탐사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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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지역 및 연구자료

3.1 연구지역

 - Amery Ice Shelf 

동남극에 존재하는 Amery Ice Shelf는 Ross Ice Shelf와 Filchner-Ronne Ice 

shelf 다음으로 남극에서 3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는 빙붕이다. 총 면적은 62,600 

km²로  Lars Christensen 해안과 Ingrid Christensen 해안 사이에 위치하고 빙붕

의 가장 두꺼운 부분은 2.5 km의 빙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Amery Ice Shelf는 60% 

이상의 얼음의 흐름이 동남극에 존재하는 Fisher 빙하, Mellor 빙하, Lambert 빙하

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의 흐름은 Amery Ice Shelf의 동쪽과 서쪽의 다른 

여러 지류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Yu Wang,2022) 이 지역은 동남극 빙상 면적의 

약 16%와 부피의 14%를 배수하며(Tinto et al., 2019) 매년 여름 표면에 상당한 양

의 얼음이 녹을 만큼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Kingslake et al., 2017; Phillips, 

1998) 육지와 같은 추세의 온난화를 겪는다면 수십 년 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지

역이다(Scambos et al., 2003).

연구지역은 Amery Ice Shelf의 동쪽에 존재하는 지역으로 작은 지류가 Amery Ice 

Shelf 내부로의 흐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 빙하는 약 200-300 m/yr 속도를 가

지는 빙하로 남극에서 비교적 빠른 유속을 가지는 지역이다.(Geophysical Research 

Letters, continent-wide, interferometric SAR phase, Mapping of Antarctic Ice 

velocity) 연구지역에서 300 km 거리에 위치한 Lambert 빙저 분지또한 유사한 빙하

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Amery Ice Shelf 내부로 흐르는 지류의 모습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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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Study area. Amery Ice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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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Sentinel-1A/B의 위성자료를 사용했다. 고해상도 SAR 위성자료는 

ASF DATA SEARCH에서 수집했다. ASF DATA SEARCH에서는 Sentinel. ALOS PALSAR, 

ERS, SEASAT 등 위성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Sentinel-1A, Sentinel-1B는 각각 

12일의 시간해상도를 가지고 두 위성의 영상을 동시에 사용 시 6일의 시간해상도를 

가지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SAR 영상에서의 자료는 Level-0, Level-1, Level-2 

자료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Level-1 단계의 방사보정과 기하보정이 수행된 

SLC(Single Look complex)를 사용했다.

연구지역인 Amery Ice Shelf 인근 빙하는 S1A, S1B 모두 촬영이 된 지역으로 두 

위성의 자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연구지역에서의 빙하의 유속변화 관측을 위해 

Descending 경로를 가지는 Sentinel-1A SLC 16장, Sentinel-1B SLC 26장의 총 42장

의 자료를 획득했다(표 2). 빙하의 유속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4일 간

격의 영상을 활용했다. 연구지역인 Amery Ice Shelf 인근 빙하의 2017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5년간의 기간을 6개월 주기 간격으로 나누어 22장의 SLC 자료를 

수집했다. 5년 간격의 자료결과에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빙저호의 활동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원형의 유속이상 형태를 관측했다. 이 원형의 이상이 연구

지역에 새롭게 발견된 빙저호의 활동에 의해 관측되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발견된 

원형 간섭띠의 변화를 관측하기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SLC 자료 25

장을 추가적으로 수집했다. 수집과정에서 2016년 10월 9일이전 24일 간격으로 이루

어진 영상이 Sentinel-1 A/B 모두 존재하지 않아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10

월 9일, 2016년 10월 3일 부터 2016년 5월 12일까지로 구간을 나누어 영상을 획득

했다. 2016년 5월 이전 연구지역의 Sentinel-1 A/B 위성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사

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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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mery Ice Shelf Sentinel-1 Data

SLC file
perpendicular  

Baseline(m)
Flight Direction

S1A_20220306 154 Descending

S1A_20220210 140 Descending

S1A_20210826 19 Descending

S1A_20210802 17 Descending

S1A_20210227 -71 Descending

S1A_20210203 35 Descending

S1B_20200825 108 Descending

S1B_20200801 -51 Descending

S1B_20200227 -27 Descending

S1B_20200203 -18 Descending

S1B_20190831 -81 Descending

S1B_20190807 99 Descending

S1A_20190226 46 Descending

S1A_20190202 -141 Descending

S1A_20180830 -11 Descending

S1A_20180806 -2 Descending

S1B_20180225 12 Descending

S1B_20180201 -138 Descending

S1B_20171215 -125 De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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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file
perpendicular  

Baseline(m)
Flight Direction

S1B_20171121 25 Descending

S1B_20171028 57 Descending

S1B_20171004 -67 Descending

S1B_20170910 12 Descending

S1B_20170817 24 Descending

S1B_20170724 -50 Descending

S1B_20170630 36 Descending

S1B_20170606 -29 Descending

S1B_20170513 -2 Descending

S1B_20170419 104 Descending

S1B_20170326 -68 Descending

S1B_20170302 15 Descending

S1B_20170206 -54 Descending

S1B_20170113 -99 Descending

S1B_20161220 24 Descending

S1B_20161126 -97 Descending

S1B_20161102 -77 Descending

S1B_20161009 34 Descending

S1A_20160909 63 De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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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file
perpendicular  

Baseline(m)
Flight Direction

S1A_20160816 -37 Descending

S1A_20160723 -12 Descending

S1A_20160629 36 Descending

S1A_20160605 -60 Descending

S1A_20160512 104 De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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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Mapping of ice motion in Antarctica using synthetic‐apertur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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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4.1 SNAP 사용

본 연구에서는 Sentinel-1A/B 위성의 고해상도 영상을 받아 사용하며 영상처리는 

ESA(European Space Agency)에서 개발한 SNA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처리했다. 

SNAP 소프트웨어는 인공위성이 관측한 영상을 다양하게 분석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 SNAP 내 기능인 Graph builder를 이용해 연구지역의 DInSAR 영상

을 생성할 수 있는 자료처리 과정을 나타냈다(그림6).

그림6. Graph builder

Read과정은 SNAP 프로그램에서 SAR 영상을 불러오는 과정이다. DInSAR 영상 생성

은2개의 SLC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Read(1), Read(2)로 나누었으며 최근과 가까

운 날짜인 Master 영상을 Read(1)에 불러오는 과정을 수행한다.

TOPSAR-Split 과정은 영상은 구역마다 크기가 다르고 용량이 큰 SAR 영상을 독립

적인 영상으로 분리해주는 과정으로 IW1, IW2, IW3 3구역으로 구분해 고해상도의 

SAR 영상을 처리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주며 사용자가 원하는 구역을 설정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Apply orbit File 과정은 SAR 영상의 메타데이터에 오차가 존재하

는 궤도 상태 벡터를 궤도파일을 이용해 인공위성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입력해 더 

정밀한 궤도정보를 가지게 해준다. Back-Geocoding 단계는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데이터를 사용해 자료처리에 사용되는 Master 영상과 Slave 

영상의 공간적인 지리좌표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Interferogram 과정은 

Back-Geocoding이 수행된 Master 영상과 Slave 영상을 간섭해 위상차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SNAP 프로그램에서 수행을 하게되면 위상차가 간섭띠(Fringe)형태로 나타

나게 된다. TOPSAR-Deburst는 위성영상 데이터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burst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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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수행 후 간격이 제거되어 부드럽게 이어진 영상을 얻을 수 

있다. Goldstein Phase Filtering 과정은 위성영상 촬영과정에서 기기의 잡음, 자

료처리 과정에서의 오차, 스펙클(Speckle)에 의한 위상 잡음을 줄여 영상을 더욱 

가시적인 관측에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위 과정들이 완료된 영상들은 DInSAR 영상으로 DDInSAR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Unwrapping 과정을 수행해야한다. Unwrapping 과정은 제한된 위상을 절대 위상

값으로 복원하는 과정으로 SNAPHU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했다. 그 후 지형보정

(Terrain Correction, TC)을  진행하고 Collocation을 통해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과정을 거친다. Collocation을 통해 묶인 영상들은 Band-Math 기능을 통해 두 영상

을 서로 차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DInSAR 영상을 차분해 DDInSAR 영상을 생성하

고 2개의 DInSAR 영상에서 위상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을 특정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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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레이더 간섭기법(SAR Interferometry,InSAR)을 이용한 위상변화 분석

레이더 간섭기법(SAR Interferometry,InSAR)은 동일한 대상지역에 대해 서로 다

른 시간대의 SAR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지표변위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지표의 위상차이를 알기 위해서 지형효과를 제거해줄 수 있는 DInSAR기법을 사용한

다. 

DInSAR는 InSAR와 동일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며, 동일지역의 서로다른 시간대의 

InSAR자료를 사용하여 두 시기 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세밀한 변화를 감지해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형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지형정보가 담겨있는 

DEM을 사용한다. DEM은 외부 DEM으로서, S-1 Terrain Observation with 

Progressive Scans SAR(TOPSAR) Co-registration과정에서 ‘back-geocording’처리

를 마친 영상을 QGIS를 통해 병합해 사용했다. DInSAR를 통해 얻어진 영상자료는 

지형고도에 의한 위상변화와 지표변위에 의한 위상 변화 중 지형고도에 의한 효과

가 제거된 상태가 된다.

DInSAR 과정에 사용되는 두 영상자료는 동일지역의 다른시기 정보를 가지고 있

다. DInSAR 영상에서 Phase 영상이 나타내는 값은 연구지역의 고도변화 또는 유속

을 나타내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구지역은 Amery Ice Shelf 내부로 흐르는 

빙하를 포함하고 있어 유속이 빠른 부분이 존재하여 DInSAR 기법으로는 빙저호에 

의해 유속이상이 존재하는 지역을 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지역에서는 이중차

분간섭기법을 적용했다. 이중차분간섭기법은 이전 과정에서 획득한 DInSAR영상을 

Collocation 후 최근 일자의 파일을 Master 파일로 지정해 Band Math를 이용한 차

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간섭기법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시기의 영상을 차분해 일

정한 신호를 제거하고 간섭띠 형태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신호를 찾아 연구에 사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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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그림7은 연구지역인 Amery Ice Shelf 인근 빙하표면의 흐름을 보여주는 

Amplitude 영상이다. 넓은 범위의 빙하가 Amery Ice Shelf 내부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통해 흘러 들어가는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영상에서 빙하의 흐름이 육

안으로 관측될 정도로 유속이 비교적 빠른 지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연구지역 빙하표면의 흐름을 보여주는 Amplitude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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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그림9는 각각 연구지역 빙하의 2017년 12월 15일과 2016년 6월 5일의 SLC

자료를 24일 간격으로 DInSAR 기법을 적용해 추출한 Phase 영상이다. Amery Ice 

Shelf의 좁은 지류 방향으로의 빙하흐름은 유속이 빠르게 나타나고 주변지역은 비

교적 안정된 유속을 가지고 있고 시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유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8. 20171215_20171121 DInSAR Phase

그림9. 20160605_20160512 DInSAR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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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이 전반적으로 유속이 빨라 DInSAR 영상만으로는 주변과 유속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DDInSAR 기법을 사용해 각 DInSAR 영

상에서 다른 유속을 가지는 지역만 추출해 보았다. 그림10는 그림8의 DInSAR 영상

을 Master로 지정해 그림7과 차분된 DDInSAR 영상이다. 좁은 지류 방향으로의 흐름

은 빠른 유속에 의해 DDInSAR 기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빠르게 흐르는 

빙하의 끝부분에서 원형 간섭띠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0. 20171215_20160605 DDI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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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은 연구지역의 2017년 10월 28일과 2016년 6월 5일의 DInSAR 영상이 차분

된 DDInSAR 영상으로 연구지역 내 발견된 원형 간섭띠들이 연구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2는 Amplitude 영상에서 보이는 빙하 흐름과 DDInSAR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원형 간섭띠의 분포방향을 나타낸 자료이다. DDInSAR 영상에서 나타난 원형 

간섭띠가 빙하흐름 방향과 동일하게 Amery Ice Shelf 내부 방향으로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1. 연구지역 빙저호 분포 영상 20171028_20160605 DDInSAR

그림12. 연구지역 빙저호 분포 폴리곤 추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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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원형 간섭띠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2016년 6월 5일부터 2017년 12월 15

일까지 24일 간격으로 DInSAR 영상을 생성했다. 2017년 12월 15일 영상을 Master 

영상으로 지정해 각 DInSAR 영상을 차분해 DDInSAR 영상을 생성했다. 그림13에서 

2016년 6월 5일부터 2017년 11월 28일까지 원형 간섭띠의 개수가 꾸준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크게 나타난 원형 간섭띠의 면적은 약 25 으로 측

정됐다. DDInSAR 영상결과 관측된 모든 원형 간섭띠는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다. 연구에서 사용한 SNAP 프로그램에서는 Cyan à Yellow à Magenta 순

서로 간섭띠의 색상이 변할 때 slave 영상의 시기에 비해 master 영상 시기의 표면

고도가 하강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13 영상자료에서는 2016년 6

월 5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간섭띠의 색상은 Cyan à Yellow à Magenta 순

서로 반복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표면고도가 하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화하는 원형 간섭띠의 개수에 따라 주변에 새로운 원형 간섭띠들을 관측할 

수 있었고 원형 간섭띠들의 방향이 상승과 하강의 신호를 반복하며 Amery Ice 

Shelf 내부방향으로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원형 간섭띠가 빙저호 

부피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빙저호에 존재하는 용융

수가 주변 통로를 통해 이동하며 지표면에서 원형 간섭띠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추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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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_20171121) - (20160605_20160512)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60629_20160605)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60816_20160723)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60909_20160816)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61003_20160909) DDI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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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_20171121) - (20161102_20161003)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61220_20161126)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0113_20161220)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0206_20170113)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0302_20170206) 

DDI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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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_20171121) - (20170326_20170302)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0419_20170326)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0513_20170419)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0606_20170513)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0630_20170606) DDI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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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_20171121) - (20170724_20170630)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0817_20170724)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0910_20170817)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1004_20170910)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1028_20171004) DDInSAR

(20171215_20171121) - (20171121_20171028) DDInSAR

그림 13. 20171215_20171121 DInSAR 영상 master 24일 pair DDI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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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이후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을 6개

월 간격을 가지는 DDInSAR 영상을 생성했다. 그림14는 2017년 12월 15일이 slave 

영상으로 지정된 DDInSAR 영상으로 2017년 이후 5년의 기간동안 표면고도의 변위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에서 나타난 원형 간

섭띠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간동안 표면고도가 빠르게 하강했고 이

후 2022년 3월까지 느린 속도로 하강한 것을 나타낸다. 2017년 12월부터 2022년 3

월까지 원형 간섭띠는 한 방향으로만 나타났으며 빙저호 부피변화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면 이 지역의 유속변화는 계절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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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_20220210) - (20171215_20171128)_DDInSAR

(20210826_20210802) - (20171215_20171128)_DDInSAR

(20210227_20210203) - (20171215_20171128)_DDInSAR

(20200825_20200801) - (20171215_20171128)_DDInSAR

(20200227_20200203) - (20171215_20171128)_DDI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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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1_20190807) - (20171215_20171128)_DDInSAR

(201900226_20190202) - (20171215_20171128)_DDInSAR

(20180830_20180806) - (20171215_20171128)_DDInSAR

(20180225_20180201) - (20171215_20171128)_DDInSAR

그림 14. 20171215_20171128 DInSAR 영상 Slave 6개월 Pair DDI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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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은 측정한 원형 간섭띠의 개수와 그에 따른 위상 변화() 값과, 위상 변화의 

적분 값(), 지표 고도 변화 값(), 위성과 지표면의 거리 변화 값()을 수

치적으로 나타냈다. 표3에서 과 의 값은 2016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상대적

인 값으로 표현됐다. DDInSAR 영상에서 원형 간섭띠(Fringe)의 개수는 영상에서 나

타나는 위상값을 로 나누어 측정했다. 지표 고도 변화 값()에서 사용된 는 

위성 자료의 incidence angle을 구해 사용했다.

 표3에서 위성과 지표면의 거리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표면고도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 

DDInSAR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한다. 

날짜 Fringe (N)   (cm) (cm)

16/6/5 -12.5 -78.5398 0 0

16/6/29 -9.3 -58.4336 -9.3 -25.854 -35.0669

16/8/16 -7.2 -45.2389 -16.5 -45.87 -62.2154

16/9/9 -6.3 -39.5841 -22.8 -63.384 -85.9704

16/10/3 -5.4 -33.9292 -28.2 -78.396 -106.332

16/11/2 -5.1 -32.0442 -33.3 -92.574 -125.562

16/11/26 -5.3 -33.3009 -38.6 -107.308 -145.546

16/12/20 -6 -37.6991 -44.6 -123.988 -168.17

17/1/13 -5.2 -32.6726 -49.8 -138.444 -187.777

17/2/6 -4.7 -29.531 -54.5 -151.51 -205.499

17/3/2 -4.3 -27.0177 -58.8 -163.464 -221.713

17/3/26 -3.7 -23.2478 -62.5 -173.75 -235.664

17/4/19 -3.2 -20.1062 -65.7 -182.646 -247.73

17/5/13 -2.4 -15.0796 -68.1 -189.318 -256.78

17/6/6 -3.9 -24.5044 -72 -200.16 -271.485

17/6/30 -3 -18.8496 -75 -208.5 -282.797

17/7/24 -3.1 -19.4779 -78.1 -217.118 -294.486

17/8/17 -2.5 -15.708 -80.6 -224.068 -303.913

17/9/10 -1 -6.28319 -81.6 -226.848 -307.683

17/10/4 -1 -6.28319 -82.6 -229.628 -311.454

17/10/28 0 0 -82.6 -229.628 -311.454

17/11/21 0 0 -82.6 -229.628 -311.454

18/2/25 -1 -6.283185 -83.6 -232.408 -315.225

18/8/30 -1.5 -9.424778 -85.1 -236.578 -320.881

19/2/26 -1.8 -11.30973 -86.9 -241.582 -327.668

19/8/31 -2 -12.56637 -88.9 -247.142 -335.209

20/2/27 -2.4 -15.07964 -91.3 -253.814 -344.259

20/8/25 -2.2 -13.82301 -93.5 -259.93 -352.554

21/2/27 -2.8 -17.59292 -96.3 -267.714 -363.112

21/8/26 -3 -18.84956 -99.3 -276.054 -374.424

22/3/6 -1.8 -11.30973 -101.1 -281.058 -381.211

[표. 3] 날짜별 간섭띠(Frninge) 개수에 따른   ,  ,  ,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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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A)fringe(n) (B)고도 변화 값,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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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표3의 계산값을 바탕으로 구한 연구지역 내 빙하의 시기별 간섭띠 변화

량과 고도 변화 값 ,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6은 표면고도가 하강한 사실을 보여주는 Altimeter Data로 2016년 1월 24일

부터 2020년 2월 5일사이의 1년간격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연구지역의 X좌표는 위

도, Y좌표는 표면고도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때 연구지역의 위도 좌표가 연도별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인공위성이 관측할 때 직선으로 상공을 지나가지만 

지표에 전파를 쏘면 굴곡이 많고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반사되면서 수신점들이 직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도별 측정된 위도값에 조금씩 오차가 생긴다.

그림16. 연구지역 빙저호 Altimeter Data 변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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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은 위에서 구한 값과 Altimeter Data 변화 값을 같이 나타낸 그래프이

다. 

과거인 16년 1월보다 최근 자료인 20년 2월까지 전반적으로 하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6년 1월과 17년 1월 사이 표면고도의 급격한 하강이 발생했다. 이후 17년 1월

부터 20년 2월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하강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DDInSAR 영상결과 16년과 17년 사이 급격한 표면고도의 하강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그래프를 위에서 구한 Altimeter Data를 사용하여 대조해봤을 때, 역시 16년부터 17

년까지 표면고도가 급격히 하강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양상을 보여주었

다. 따라서 Altimeter Data는 DDInSAR 기법으로 찾아낸 표면고도의 하강에 대한 신뢰

성을 준다.

그림17. -Cryosat2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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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동안 얻은 Sentinel-1 위성 영상을 

SAR 간섭기법을 이용해 동남극 Amery Ice Shelf 인근 빙하의 유속이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관측해 빙하 표면고도 변위를 관측하고 빙저호의 존재를 탐지하는 것을 목

표로 진행했다. 연구지역은 Amery Ice Shelf 내부로 흐르고 있는 빙하로 유속이 빠

르게 흐르는 지역이다. 유속이 빨라 DInSAR 결과에서는 주변과 유속이 다른 부분을 

특정할 수 없었고 같은 지역의 다른 시간의 영상을 차분하는 DDInSAR 기법을 사용

해 유속이상이 존재하는 곳을 특정했다. 연구결과 DDInSAR 영상에서 연구지역의 빙

하표면의 고도변화에 의해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되는 원형의 간섭띠를 관측했다. 

이 원형 간섭띠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3월 6일까지의 동일한 지점에서 원

형 간섭띠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차분한 영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형 간

섭띠의 개수가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 가장 크게 나타난 원형 간섭띠의 면적은 약 

25 km2로 측정된다. 2016년 6월 5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DDInSAR 영상에서 

원형 간섭띠에 꾸준한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형 간섭띠의 변화 양상

은 지속적인 표면고도의 하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원형 간섭띠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생긴 것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나타나는 빙저호의 부피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원형 간섭띠 인근에 새롭게 나타나는 원형 간섭띠의 형태는 

시간이 지나며 빙저 지형에 갇혀 있던 빙저호의 용융수가 넘치며 주변 통로를 통해 

이동해 얼음과의 마찰을 줄여 빙하를 가속하고 그 결과가 DDInSAR 영상에서 원형 

간섭띠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지역의 2016년 5월 이전 양상은 

Sentinel-1 위성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지만 관측기간인 2016년 5

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꾸준한 표면고도의 하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빙저호에 

존재하는 용융수가 해당기간 동안 배수를 진행하며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Livingstone et al. (2022)에 따르면 남극의 빙저호는 평균적으로 수십개월

의 배수기간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 빙저호로 의심되는 지역은 매우 천

천히 배수가 되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수위가 빠르게 충전되고 천천히 

배수가 되는 형태는 남극에서 관측된 빙저호 활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이다. 2022년 3월까지 꾸준히 표면 변위가 하강하는 것을 보아 해당지역의 장

기적인 관측은 해당지역 빙저호 탐지와 빙저호에 발견에 대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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