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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해빙 분석

김 연 춘

강원대학교 대학원 지구물리학과

2014년에 완공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주변 테라노바 만은 연중 해빙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쇄빙선의 항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해빙의 시공간적

변화 연구는 극지의 환경 변화 및 현장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

구에서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인 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 (SSM/I) 및 Special

Sensor Microwave Imager/Sounder (SSMIS)의 최근 10년간 해빙 면적비 자료와 쇄빙 연구

선인 아라온호의 2010–2012년 항로를 이용하여 쇄빙선의 최적 항로와 항해 가능 기간을 분

석하였다. 아라온호는 최대 78%의 해빙 면적비를 보이는 지역까지 항해가 가능하였다. 70%

의 해빙 면적비까지는 전체 항로에 대한 평균속도(~11 kn)에 근접한 속도를 나타냈기 때문

에 70% 이하의 해빙 면적비까지 일반적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70% 이하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연중 항해 가능 기간을 도출하였다. 2010년과 2011년

의 항로는 10년간 최대 60여일의 항해 가능 기간을 나타내었으나, 70% 이하의 해빙 면적비

가 관찰되지 않은 연도도 일부 관찰되었다. 반면 2012년의 아라온호 항로는 매년 70% 이하

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항해 가능 기간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최소 15일-최대 89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2012년에 운항한 아라온호의 항로가 장보고기지 방문을 위한 쇄빙선

의 최적 항로임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장보고기지 연안에 근접한 해빙 상태를 알기 위하여

고해상도의 SAR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테라노바 만이 촬영된 총 62장의 COSMO–SkyMed SAR 영상을 이용하여 1–9일

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38개의 간섭영상을 생성하였다. 정착빙에서는 최대 9일의 시

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간섭영상에서도 일정한 방향의 변위가 관찰되었다. 반면 유빙은 정



착빙과는 다른 방향으로 큰 변위를 나타냈으며, 시간적 위상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

적 기선거리가 클수록 변위가 잘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변위특성의 차이를 통해 간섭

영상에서 정착빙과 유빙을 검출하였고, 간섭영상에서 구분이 어려운 유빙과 바다는 레이다

후방산란 영상에서 유빙 표면의 균열을 관찰함으로써 구분하였다. 테라노바 만의 정착빙 면

적은 3월 이후 증가하여 7월에 최대 170.7 km2을 나타냈고, 10월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빙의 면적은 2–5월에 증가하고, 정착빙의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5–7월에 감소하

였다. 이는 테라노바 만에서 겨울에 정착빙이 확장되어 유빙을 외해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테라노바 만의 정착빙 면적은 기온의 증감과 약 2개월의 시간차를 가지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기온의 증가가 관찰된 2개월 후에 정착빙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풍속이 강해

지는 시기에 정착빙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10 m/s 이상 풍속 비율은 정착

빙의 면적과 매우 유사한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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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북극해 및 남극해와 그 주변 해역은 겨울철에 해수표면이 결빙되어 형성된 해빙(sea ice)

으로 덮이게 되며, 이러한 해빙의 면적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Carsey, 1992), 전 해

양 표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극의 해빙은 대부분 유년빙(young ice) 및

일년빙(first year ic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면적을 보이는 2월(~3×106 km2) 이후에

서서히 증가하여 9월에 최대 면적(~18×106 km2)을 보이는데, 이는 남극대륙보다 더 넓다

(Thomas and Dieckmann, 2003; Parkinson, 2004). 이와 같이 남극해의 광범위한 해빙 분포

는 전 지구적 기후 및 환경 특성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Parkinson,

2004), 극지방에서의 항해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빙이 분포하는 지역은 그 분포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접근이 제한적인 극지에 집중

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해빙을 관측하기 위해서 인공

위성을 통한 원격탐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광학센서(optical sensor), 합성구경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passive microwave sensor)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극지의 해빙을 관찰하고 있다(한향선과 이훈

열, 2007). 광학센서의 경우 태양고도와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름이 많고 6

개월간 흑야 현상이 지속되는 극지방에서는 고품질의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와 SAR는 태양고도와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학영상

에 비해 효용성이 크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수십 k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기 때문에

해빙의 국지적 분포 및 변화 연구에 사용하기 어렵지만, 매일 북극과 남극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해빙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한향선과 이훈열, 2007;

2011a; Cavalieri et al., 1997; Lee and Han, 2008). 또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일정한 영

역 내에서 해빙이 존재하는 면적의 비를 백분율로 표현한 해빙 면적비(Sea Ice

Concentration; SIC)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극지 해양에서의 얼음 분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Comiso et al., 1997). 반면 SAR는 수일에서 수십 일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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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를 가지며, 최대 ~100 km2이하의 영역만을 관찰하므로,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

하는 해빙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해빙의 산란특성을

고해상도로 제공하고 있어 공간적으로 정밀한 해빙 연구를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 획득된 2장 이상의 SAR 영상의 위상 차이로부터 지표의 고도

및 변위를 측정하는 레이다 간섭기법(SAR Interferometry; InSAR)을 이용하면 해빙의 역학

적 특성도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Dammert et al, 1998; Massonnet and Feigl, 1998).

이에 따라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와 고해상도 SAR는 연계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는 극지의 해빙 분포 및 특성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현재까지 해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마이크로파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Tamura et al. (2007)은 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 (SSM/I) 자료를 이용하여 남극

해의 정착빙(land–fast ice)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Ivanova et al. (2014)은

197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획득된 SSM/I, Scanning Multichannel Microwave Radiometer,

Special Sensor Microwave Imager/Sounder (SSMIS) 자료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였고, 이를 상호 비교하여 해빙 면적비 산출 알고리즘을 평가하였다.

Peterson et al. (2008)은 ENVISAT ASAR 및 Radarsat–1 SAR 영상에서 관측된 북극 정

착빙의 후방산란을 현장에서 측정된 정착빙 표면의 거칠기 및 두께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

해 정착빙 표면의 거칠기와 후방산란 사이에 높은 양의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Giles et

al. (2008)은 동남극 해안의 정착빙에 대해 Radatsat ScanSAR 영상으로 후방산란을 관측하

였고, 이로부터 정착빙의 면적과 표면 거칠기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와 SAR를 이용하여 해빙의 종류 및 분포와 물리적인 특성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다(Parkinson and Cavalieri, 2012; Comiso et al., 2011; Leberl et al., 1983). 이러

한 수동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연구들은 해빙 분포와 면적의 변화, 두께 추정, 해빙 면적비

추출 알고리즘의 개발 및 평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존의 SAR를 이용한 해빙 연구들은 대

부분 해빙 분류, 해빙 두께 분포 및 속도 모델링, 해빙 움직임 및 변형 특성 규명에 집중되

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통해 쇄빙선의 항로에 대해 해빙의 분포 특성

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항해가 가능한 항로를 제시하고, 고해상도 SAR를 이용하

여 국지적 해빙 분포에 대한 시간적인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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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4년에 완공된 우리나라의 남극 대륙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의 전방 해역인 로스 해(Ross Sea) 테라노바 만(Terra Nova Bay)에는 연

중 해빙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전 지구적 기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Allison

et al., 1993). 특히 해안에 고착되어 있는 정착빙(land–fast sea ice, LFI)은 고위도 대기와

해양 사이의 열 전달 작용을 방해하여 기후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 종

의 서식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Giles et al., 2008). 따라서 정착빙의 분포 및 계

절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해빙의 분포특성 고려하여 장보고 과학기지

방문을 위한 쇄빙선의 안전한 항해경로와 항해 가능 기간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극

지역에서 장보고 과학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 및 현장 활동을 위해서도

해빙에 대한 시공간적 변화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SSM/I 및 SSMIS 해빙 면적비 자료를 이용하여 2010–2012년에 장보고

과학기지가 건설된 동남극 테라노바 만을 방문한 아라온호의 3개 항로에 대해 최근 10년간

의 해빙 면적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아라온호가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해

빙 면적비를 정의하였고, 각각의 항해경로에 따른 연중 항해 가능 기간을 도출하였다. 그리

고 아라온호가 항해한 3개의 항로 중에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로 접근하기 위한 최적의 항

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테라노바 만이 촬영된 시계열적

COSMO-SkyMed (COnstellation of small Satellites for Mediterranean basin Observation)

SAR 영상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간섭영상을 생성하였다. 간섭영상

에서 관측되는 해빙 표면의 변위와 긴밀도를 이용하여 해빙 유형과 바다를 구분하였고, 정

착빙의 시간적인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풍속과 기온이 정착빙의 분포 특성 및 면

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동 마이크로파의 경우, 남극의 광범위한 해빙 연구를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하였지만 수

십 km에 달하는 공간해상도로 인해 장보고기지 전방 해역의 상세한 해빙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는 먼 바다의 해빙 연구는 저해상도의 수동 마이

크로파 센서를 이용하였고, 공간적으로 정밀한 장보고기지 전방 해역의 해빙 연구는 고해상

도 SAR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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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 이론

1. 해빙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 형성된 것으로 육지 기원의 얼음인 빙산(iceberg), 빙하(glacier), 빙

상(ice sheet), 빙붕(ice shelve)과 달리 성장부터 소멸의 과정이 모두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해수는 염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한 물의 어는점보다 낮은 -1.7~2.0°C에서 결빙되므로

주로 고위도 지역인 북극과 남극에서 해빙이 생성된다. 대부분의 해빙은 겨울철에 성장하고

여름철에 소멸되지만 북극해의 중심부와 남극의 웨들 해(Weddel Sea), 일부 고위도 지역에

서 녹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한향선과 이훈열, 2007). 전 세계 해양의 15% 정도가 해빙으

로 덮여있으며, 분포 면적이 최대로 팽창하는 겨울철에는 전 지구 표면의 7%정도를 차지한

다(Thomas and Dieckmann, 2003). 북극의 해빙은 북극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주변 대륙

의 해안 근처까지 확장되고, 분포 범위가 일반적으로 4월부터 감소하여 9월에 최소가 된다.

반면 남극의 해빙은 남극 대륙의 둘레에 형성되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의 일부분까지 확

장되며, 분포 범위는 일반적으로 9월에 최대로 확장되며 2월에 최소가 된다(Wadhams,

2000; Parkinson and Cavalieri, 2012;). 이러한 해빙은 열 유량에 의존하여 형성 및 소멸 이

결정되는 공통점이 있으나(Lytle et al., 2000), 많은 차이점을 가진다. 해빙의 평균 두께, 존

재 기간 등 많은 부분에서 북극과 남극의 주요 특성의 차이를 Table 1에 도시하였다.

해빙은 형성 및 존재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Table 2). 해빙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연령과 형태 및 두께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해빙은 다년빙

(multi-year ice), 일년빙(first-year ice), 유년빙(young ice), 신생빙(new ice)로 분류될 수

있다(WMO, 1970). New ice는 해빙이 형성되는 첫 단계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10 cm 이

하의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진다. 이는 다시 frazil ice, slush, shuga의 형태로 구분 할 수 있

다. Young ice의 두께는 10 cm에서 30 cm이며, 두께와 광학 특성에 따라 grey ice와

grey-white ice로 세분화 된다. First-year ice는 가을과 겨울 동안에 형성되어 봄과 여름

동안 녹는 해빙으로 1년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두께는 일반적으로 30 cm에서 2 m이다.

First-year ice는 해빙의 두께에 따라서 세분화되며, 이는 thin first-year ic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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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year ice, thick first-year ice로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이러한 First-year ice가 여름에도

녹지 않고 존재한다면 해빙은 multi-year ice로 성장한다. Multi-year ice의 두께는 3 m 이

상으로 평균 2-4년의 존재 기간을 가진다. 그리고 염분의 함량이 매우 적으며 내부의 강도

또한 매우 강해진다(한향선과 이훈열, 2007).

해빙 분류의 두 번째 기준은 해빙의 분포 및 이동 특성, 그리고 표면의 성질에 따라 결정

된다. 이 기준에 따라 해빙은 land-fast ice, pack ice (PI) 그리고 drift ice로 분류될 수 있

다(WMO, 1970). Land-fast ice는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해빙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정착

빙 또는 고착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정착빙은 육지의 가장자리와 얕은 대륙붕에 접합되어

형성되며, 바람과 해류에 의한 공간적인 변화가 거의 없고 조위에 의한 상하운동을 한다. 정

착빙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존재하며, 2 m 이상의 두께로 성장하게 되면 이를 빙붕이라고

부른다. Pack ice와 drift ice는 모두 해수면 위에 떠서 해류와 바람에 의해 이동될 수 있는

해빙을 의미하며, 유빙이라는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pack ice와 drift ice 사이에 존

재하는 차이점은 일정한 면적 내에서 유빙이 차지하는 면적이 70% 이상이거나 판상형의 해

빙이 넓게 분포할 경우에 pack ice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drift ice는 유빙이 차지하는 면적

이 70% 이하일 경우에 사용 된다. 이 때, pack ice란 용어는 유빙 대신 부빙 또는 총빙이라

는 용어로도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한향선과 이훈열, 2007).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pack

ice와 drift ice의 구분 없이 모두 pack ice를 유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해빙 분류의 세 번째 기준은 해빙의 분포 면적과 밀집도에 따라 해빙의 유형은 일정한 면

적 안에서 해빙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very open ice (10-30%),

open ice (40-60%), close ice (70-80%), very close ice (90-100%), consolidation ice

(100%), 그리고 compact ice (100%)로 구분 할 수 있다. Consolidation ice와 compact ice는

모두 밀집도가 100%인 해빙을 의미하며, 이는 해빙의 표면에 개빙구역(open water)이 노출

되어 있거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경우 consolidation ice에 해당한다. 그리고 compact

ice는 해빙의 표면에 개빙구역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CI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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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Arctic Antarctic

Latitudinal range 90°N - 38°N 55°S - 75°S

Maximum ice cover
15.7 x 106 km2

(February/March)

18.8 x 106 km2

(September)

Minimum ice cover
9.3 x 106 km2

(September)

3.6 x 106 km2

(February)

Age of ice, residence time
Mainly multi-year

(5-7 years)

Mainly first-year

(1-2 years)

Typical thickness ~2m ~1m

Texture Mainly columnar Mainly frazil

Salinity Generally low Higher

Annual average heat flux 2 W/m2 5-30 W/m2

Annual ice cover

(first-year ice)
7 x 106 km2 : <50% 15.5 x 106 km2 : >80%

Multi-year ice 9 x 106 km2 3.5 x 106 km2

Melt ponds Significant feature Insignificant feature

Platelet ice Sporadic Common under fast ice

Land-fast ice Over shallow water Mainly over deep water

Polynyas Coastal Large, open ocean

Extent of land-fast ice Not known 5% (0.8 x 106 km2)

Drift velocity 2 km/day >20 km/day

General trend in ice extent

1979-2008

Significant decrease

(~5x105 km2 per decade)

Small increase

(1 x 105 km2 per decade)

Table 1. Major difference between Arctic and Antarctic sea ice (Horner et al., 1992;

Thomas and Dieckman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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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ystem of sea ice types

according to age, thickness,

and form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movement,

and surface properties

according to distribution

area and concentration

New

ice

Frazil ice

<10 cm
Land-fast

ice

Forms and

remains fast

along the

coast

Very

open ice

10-30% ice

concentration
Grease ice

Slush and

Shuga

Open ice
40-60% ice

concentration

Nilas

Pancake ice

Young

ice

Grey ice
10-15

cm

Grey-white

ice

15-30

cm

Drift ice

<70% ice

concentration

and various

size

Close ice
70-80% ice

concentration

First-

year

ice

Thin

first-year

ice

30-70

cm

Very

close ice

90-100% ice

concentration

Medium

first-year

ice

70-120

cm

Thick

first-year

ice

>120

cm

Pack ice

>70% ice

concentration

and from wide

ice floe

Consolid

ation ice

100% ice

concentration

with little

open water

Multi-

year

ice

Second-year

ice

> 3 m
Compact

ice

100% ice

concentration

with no open

water

Multi-year

ice

Table 2. Classification of sea ice types according to three classification systems (WMO,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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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a Ice Dynamics

해빙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간단히 형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해안에서는 가장자리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해빙을 제외하면 거의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해빙에 작용하

는 주된 힘은 일반적인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바람(wind), 해류(ocean

current), 코리올리 힘(coriolis force), 내부 얼음 응력(internal ice stress), 해수면 경사(sea

surface tilt)까지 5가지 힘이 해빙에 작용하는 주된 힘이다(Lichey and Hellmer, 2001).

바람은 단기간(~몇 주) 동안 해빙의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주된 힘이다. 해빙의 표면 상단

에 부는 바람은 얼음 표면에 항력(drag force)을 발생시키며 얼음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원

인으로 작용한다. 해빙에 미치는 힘은 풍속(wind speed)과 해빙 표면의 특징에 따라 다르며,

표면이 거친 해빙은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해빙보다 바람에 의한 영향을 더 받게 된다. 그

리고 바람과 해류에 의해 이동될 수 있는 해빙은 풍속의 2%로 이동하며, 이러한 단순한 관

계가 단기간(~몇 주) 동안 해빙의 움직임을 70%까지 설명하고 있다. 해류는 일반적으로 풍

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풍성 해빙의 움직임에 대한 항력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해류

는 장기간(월간-연간) 동안 얼음 이동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단

기간의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코리올리 힘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물체를 가속시키는

힘으로 전향력 또는 편향력이라고도 한다. 이 힘은 수십-수백 km로 작지만, 해류, 바람, 얼

음 이동과 같은 전 지구적 규모로 발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반구에서는 물

체가 오른쪽으로 편향하고, 남반구에서는 물체가 왼쪽으로 편향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코리

올리 힘은 극지로 갈수록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해빙의 움

직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 얼음 응력은 얼음 압축력의 크기나 힘으

로, 여기에서 설명된 해빙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의 힘 중에서 내부 얼음 응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이 힘은 해류와 마찬가지로 보통 풍력에 의해 발생된 움직임에

대한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해빙이 바람과 해류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여름철에

내부 얼음 응력은 최소가 되는 반면, 해빙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겨울철의 경우에는 내

부 얼음 응력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한 해풍이 해빙 표면에 작용한다면 해빙이 상

당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해빙을 강하게 누르고 있다면,

해빙은 이동될 수 없어 전혀 움직임이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내부 얼음 응력은 해빙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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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되어 생기는 빙맥(ridge)와 리드(lead)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빙은 비교적

인장력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해빙이 바람이나 해류에 의해 서로 반대방향으로 잡아당겨지

면 얼음은 쉽게 균열되고 lead를 형성하게 된다. 해빙의 강도는 주로 두께에 의존하기 때문

에 얇은 얼음은 압력을 받으면 쉽게 부서지는 반면 두꺼운 얼음은 훨씬 더 단단하다. 내부

얼음 응력은 소금 함유량, 온도, 밀도,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며, 특히

제한된 지역이나 해안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얼음의 특성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해빙의 움직

임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내부의 얼음 응력은 큰 가변성으로 인해 가장

이해되지 않은 힘으로 남아있으며, 많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바다 표면은 완전히 평평하

지 않고 바다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중력의 차이에 의해 높고 낮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높낮이를 가지는 표면을 지오이드(geoid)라고 한다. 바다는 항상 흐르

기 때문에 표면이 일부 지역에서는 지오이드보다 더 높고 다른 지역에서는 낮을 수 있다.

또한 불규칙한 열, 염분의 변화, 해류를 포함한 몇 가지 요소가 해안 지역이나 빙붕 근처의

해수면 높이 차이에 기여한다. 이러한 표면 높이의 차이는 해빙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해수면 경사는 바람과 해류에 비해서 상당히 작지만, 장기간 동

안 해빙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National Snow & Ice Data Center; NS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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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이용한 해빙 관측

해빙은 그 분포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접근이 제한적인 극지에 분포하고 있어 넓은 지역

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인공위성 원격탐사가 해빙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Thomas and Dieckmann, 2003). 주로 북극과 남극에 존재하는 해빙의 특성상 구름 및 극

야현상과 같은 환경 조건에 의존하는 광학센서를 통한 해빙 관측은 크게 유효하지 못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밤낮의 구분 없이 넓은 범위에 걸쳐 고품질의 자료를 제공하

는 즉, 태양 고도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합성구경레이다

등 다양한 센서가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극지의 해빙을 관측하고 있다.

수동 마이크로파 원격탐사는 인공적으로 만든 전자기파를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복사

에너지를 관측하는 수동형이라는 점이 능동 마이크로파와 다르며, 전 지구적 규모를 관측하

는데 유용하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를 이용한 해빙 관측은 1972년에 Nimbus-5 위성의

Electrically Scanning Microwave Radiometer(ESMR) 센서로부터 시작되었다. EMSR은 19

GHz 수평 편광(Horizontal Polarization, H)의 채널 한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2년 12월부

터 1976년 12월까지 극지의 해빙 복사세기를 관측하여 25 km의 격자 간격으로 해빙 면적비

를 나타내었다(Comiso et al., 1997). 그 후 1978년에는 Scanning Multispectral Microwave

Radiometer(SMMR)을 탑재한 Seasat과 Nimbus-7이 7월과 10월에 각각 발사되었다.

SMMR은 6.6, 10.7, 18, 21, 37 GHz의 수평, 수직 편광(Vertical Polarization, V)의 총 10개

의 채널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SSMR은 1978년 10월부터 1987년 8월까지 북극과 남극의 해

빙을 관찰하였으며, 이틀에 한 번씩 북극과 남극의 25 km의 공간해상도를 가진 해빙 면적

비를 제공하였다(Bjørgo et al., 1997; Cavalieri et al., 1997; Comiso et al., 1997; Gloersen

and Campbell, 1991; Johannessen et al., 1999).

대표적인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는 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DMSP)

F-시리즈 위성에 탑재된 SSM/I와 Aqua 위성에 탑재된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EOS(AMSR-E)가 있다. SSM/I와 AMSR-E는 각각 1987년과 2002년 5월에 발

사되어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비를 자료를 제공하였다(Comiso et al., 1997; Comiso et

al., 2003; Comiso and Steffen, 2001; Markus and Cavalieri, 2000). 현재는 2006년에 발사된

F17 위성에 탑재된 SSMIS 센서만이 극지의 해빙을 관찰하여 해빙 면적비를 제공하고 있



- 11 -

다. 이러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는 197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기 때

문에 전 지구적인 해빙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북극

과 남극 전체를 관찰할 수 있으나, 수십 km에 달하는 공간해상도로 인해 작은 규모로 발생

하는 크랙(crack)과 리드(lead), 그리고 개빙구역에 대한 민감도 감소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극지에 대해서 연속적인 자료를 매일 제공하기 때문에 해빙의

시간적인 면적 변화를 연구하는데 그 효율성이 매우 높다.

능동 마이크로파 시스템에는 복사계(radiometer), 산란계(scatterometer), SAR와 같은 다

양한 센서가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다. 복사계와 산란계는 얼음에서의 레이다 후

방산란(back-scattering)과 마이크로파 복사(radiation) 특성을 관측한다. 후방산란은 얼음 표

면의 거칠기와 유전율, 두께 등에 의해 결정되며 복사특성은 얼음의 두께와 밀도, 온도 등에

크게 의존한다(Andersen et al., 2007). SAR는 표면의 후방산란을 관측할 뿐만 아니라, 레이

다 간섭 기법을 통한 관측 대상의 3차원적 지형 정보를 제공한다.

SAR를 이용한 지표관측은 1978년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Seasat으로 시작되었다. Seasat은 L-밴드, HH 편파, 공간해상도

25 m, 800 km의 고도에서 17일의 시간해상도로 지구 표면을 관측하였다(Evans et al.,

2005). 이후 SIR-A와 SIR-B는 모두 L-밴드 영상 레이다를 탑재하여 1981년, 1984년에 시

행되었고, SIR-C는 1994년 실험이 수행되었다. SIR-A의 SAR는 광학방식, SIR-B의 SAR부

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형되었고, SIR-C는 다파장, 다편광 모드의 영상 레이다 시스템이라

고 할 수 있다. 유럽우주기구(ESA)는 1991년 C-밴드 VV 편파의 SAR를 탑재한 ERS-1을

발사하였다. 약 758 km의 고도, 25m의 공간해상도로 동일 지점을 목적에 따라 시간해상도

3일, 35일, 176일 주기로 지표를 관측하였다(Attema, 1991). 이후 1995년에 발사된 ERS-2는

동일지역에 대하여 한 쌍의 간섭 레이다 자료를 통한 관측도 실시하였다. 일본 국립우주개

발국(NASDA)은 1992년에 L-밴드 HH 편파의 SAR를 탑재한 JERS-1을 발사하였고, 44일

의 시간해상도를 가진다(Dobson et al., 1996). 그리고 2002년에 발사된 유럽의 Envisat은

C-밴드 HH와 VV의 Dual 편파로 영상을 획득한다(Mouche et al., 2005). 이후에 발사된

SAR는 대부분 다중편파나 완전편파(Full)이며, 2005년 일본의 ALOS, 2006년 독일의

TerraSAR, 2008년 캐나다의 RADATSAT-2가 이에 해당한다.

가장 복잡한 종류의 지표 성질 중 하나인 해빙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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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양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한다. 지표 거칠기와 유전율에 따라서 관측 되

는 레이다 후방산란은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눈과 얼음의 경계 분표, 해빙 내부 특성의 관

측이 가능하다. 특히 시계열적으로 축적된 SAR 영상은 해빙의 이동 및 유형, 그리고 계절

에 따른 변화 및 두께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Haverkamp et al., 1995; Claus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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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MSP SSM/I 및 SSMIS

SSM/I는 1987년 DMSP F8 위성에 처음 탑재되어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DMSP는 미 국

방부의 인공위성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F-시리즈 위성이 개발, 발사되었다. 이러한 F-시리

즈 위성의 특징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F-시리즈 위성은 SSMI 및 SSMIS를 비롯한 다양

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기상, 해양 및 극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SSM/I 센서는 F8 위성에 탑재된 이후 F10 위성부터 F15 위성까지 지

속적으로 탑재되었다. F10 위성은 1997년 11월에 수명이 다하였으며, F12는 발사 후 3개월

만에 SSM/I 센서의 작동이 중지되었다(Colton and Poe, 1999; Stroeve et al., 1998). 그리고

F12 위성은 2008년 10월에 수명을 다하였으며, 현재 F13 위성에서 F19 위성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F13 위성의 경우 2009년 11월부터 자료 기록을 실패하였으며, F14 위성의 경

우는 2008년 8월부로 SSM/I 센서의 작동이 중지되었다.

SSMIS는 SSM/I의 후속 세대에 해당하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로, SSMI, SSM/T-1

temperature sounder, 그리고 SSMI/T-2 moisture sounder를 포함하는 이전 3개의 DMSP

마이크로파 센서들의 imaging과 sounding 기능을 묶은 원추형 스캔 마이크로파 복사계이다.

SSMIS 센서는 2003년에 발사된 DMSP F16 위성에 처음 탑재되었으며, 2006년에 F17 위성

에 두 번째로 탑재되어 운용되기 시작하였다(Cavalieri et al., 2012). 현재 F17 위성에 탑재

된 SSMIS만이 남극과 북극의 해빙을 관측하여 SIC를 제공하고 있다. SIC는 해빙 면적비

또는 해빙 밀도라고 하며, 일정한 면적 내에서 해빙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

낸 것으로 정의된다. 해빙의 면적은 해빙과 바다가 나타내는 방사율(emissivity)의 차이를

이용하여 SIC를 통해 계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빙 면적비가 15% 이상일 때 신뢰할 수

있는 값으로 사용되며, 15% 이하의 해빙 면적비는 오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공위성 영상자료에서 15% 이상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픽셀의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해빙 영역이라고 하며, 해빙 영역 내에서 해빙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픽셀면적 ×

SIC)을 해빙 면적이라고 한다(Bjørgo et al., 1997; Vinnikov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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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Orbit
Altitude

(km)

Inclination

(degree)

Period

(min)

Local

time

Launch

date

End

mission

F8

Sun

synchronous

polar orbit

838-882 98.8 101.8 06:15
19 Jun.

1987

31 Dec.

1991

F10 726-861 98.8 100.52 20:45
1 Dec.

1990

14 Nov.

1997

F11 836-876 98.8 101.85 17:10
28 Nov.

1991

7 Aug

2000 (stop)

F12 841-881 98.8 101.94 20:45
29 Aug

1994

13 Sep

2008 (stop)

F13 845-877 98.8 101.93 17:35
24 Mar.

1995

19 Nov

2009

F14 855-861 98.8 101.91 20:40
4 Apr

1997

23 Aug

2008

F15 837-851 98.9 101.8 21:10
12 Dec

1999
-

F17 841-855 98.8 102.0 17:31
4 Nov

2006
-

Table 3. Features of DMSP F-series satellites on-orbit SSM/I and SSMIS (Colton and

Poe, 1999; Belchansky, 2004; Sweetman, 2006)

SSM/I는 19.3, 37.0, 85.5 GHz의 V 및 H 채널과 22.2 GHz의 V 채널 등 총 4개의 주파수,

총 7개 채널에서 ~1400 km의 영역을 관측한다(Stroeve et al., 1998). SSMIS는 19–183

GHz에서 21개의 주파수, 총 24개의 채널로 구성되어있으며, ~1700 km의 관측폭을 가진다

(Bell et al., 2008). SSM/I 및 SSMIS의 스캔 형상은 Fig. 1에 도시하였다. 두 센서의 각 채

널은 서로 다른 순간 시야각(IFOV)과 데이터 샘플링 간격(grid spacing)을 가진다. 이러한

SSM/I와 SSMIS의 기본 정보를 Table 4, 5에 각각 나타내었다. 두 센서 모두 해빙 표면의

복사세기를 관찰하고, 이를 해빙 면적비 산출 알고리즘인 NASA Team (NT)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25 km 공간해상도의 해빙 면적비를 산출하고 있다(Cavalieri et al., 1991;

Cavalieri et al., 1984).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에서는 북극과 남극에 대해 NT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SSM/I, SSMIS의 일평균 해빙 면적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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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Fig. 1. Scan geometry of (a) SSM/I and (b) SSMIS (Hollinger et al., 1989; Po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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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F13

Sensor SSM/I

Channels (GHz) 19.35, 22.235, 37.0, 85.5

IFOV (km)

19.35 GHz: 69 × 43

22.235 GHz: 60 × 40

37.0 GHz: 37 × 28

85.5 GHz: 15 × 13

Grid spacing (km)
25 × 25

(85.5 GHz: 12.5 × 12.5)

Polarization
H and V

except 22.235 GHz (V only)

Incidence angle 53.1°

Swath width 1400 km

Data acquisition Daily

Table 4. Specification of SSM/I onboard DMSP F13 satellite

(Derksen and Walk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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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F17

Sensor SSMIS Channel Frequency (GHz)

IFOV (km)

19.35 GHz: 73 × 47

22.235 GHz: 73 × 47

37.0 GHz: 41 × 31

91.655 GHz: 14 × 13

150.0 GHz: 14 × 13

1 50.3

2 52.8

3 53.596

4 54.4

5 55.5

6 57.29

7 59.4

Grid

spacing

(km)

1-7 Lower Atmospheric Sounding (LAS)

channels: 37.5 × 37.5

8-11, 17-18 Imaging(IMA) channels:

12.5 × 12.5

12-16 Environmental(ENV) channels:

25 × 25

19-24 Upper Atmospheric Sounding(UAS)

channels: 75 × 75

(24 channel: 37.5 × 37.5)

8 150.0

9 183.31+/-6.6

10 183.31+/-3

11 183.31+/-1

12 19.35

13 19.35

14 22.235

15 37.0

16 37.0

17 91.665

Polarization

H, V and RCP

1-5, 13, 14, 16, 17 channels: V

6-7, 19-24 channels: RCP

(Right-hand Circular Polarization)

8-12, 15, 18 channels: H

18 91.665

19
63.283248+/-

0.285271

20
60.792668+/-

0.357892

21
60.792668+/-

0.357892+/-0.002

Incidence

angle
53.1° 22

60.792668+/-

0.357892+/-0.0055

Swath

width (km)
1707 23

60.792668+/-

0.357892+/-0.016

Table 5. Specification of SSMIS onboard DMSP F17 satellite (Bell, 2006; Po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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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 면적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SSM/I의 NT 알고리즘,

AMSR-E의 NASA Team2 (NT2) 알고리즘이 있다. NT 알고리즘은 19.35 GHz 의 V 및 H

채널과 37.0 GHz의 V 채널에서 획득된 해빙과 바다 표면의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를 이용하여 PR (Polarization Ratio)과 GR (Spectral Gradient Ratio)이라는 두

가지 독립변수를 계산한다. 이를 이용하여 해빙 면적비를 계산한다. 여기서 PR은 개빙구역

과 해빙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며, GR은 해빙의 유형을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NT 알

고리즘은 multi-year ice와 first-year ice를 구분한다. 두 해빙 유형의 면적비를 합산하여 전

체 해빙 면적비를 계산하며, 이를 25 km×25 km의 격자 형태로 나타낸다. 또한 NT 알고리

즘은 표면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는 해빙 표면의 복사휘도 비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사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해빙 유형을 구별할 수 없고,

해빙 표면에 눈이 쌓여있거나 두께가 얇은 경우, 그리고 해빙 표면에 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한향선과 이훈열, 2007; Comiso et al., 1997; Meier, 2005).

NT2 알고리즘은 Enhancement NT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며, Aqua에 탑재된 AMSR-E에

적용하기 위해 NT 알고리즘을 개선한 것이다. AMSR-E는 대표적인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로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NT2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2.5 km의 해상도로 해빙 면적비를

제공하였다(한향선과 이훈열, 2011a; Markus and Cavalieri, 2000). NT2 알고리즘은

AMSR-E의 18.7 GHz의 V 및 H 채널과 36.5 GHz의 V 채널을 사용하며, 기존 NT 알고리

즘에 사용되는 복사휘도의 비율인 PR과 GR을 이용하여 해빙 면적비를 계산한다. 또한

SSM/I에 사용되는 NT 알고리즘의 해빙 면적비 측정 오류와 공간해상도를 개선시킨 것으

로 북극과 남극의 해빙에 대해 정확도 높은 면적비를 계산한다고 알려져 있다(Comiso et

al., 1997; Cavalieri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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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SMO-SkyMed

COSMO-SkyMed는 이탈리아 우주국(Italian Space Agency)과 이탈리아 국방부(Italian

Ministry of Defence)에 의해 개발된 인공위성으로 총 4기의 위성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COSMO-SkyMed 위성은 2007년 6월 8일에 처음 발사되었으며, 순차적으로 2007년 12월 9

일, 2008년 10월 25일, 그리고 2010년 11월 6일까지 총 4기의 위성이 발사되었다. 그리고 중

심 주파수 9.6 GHz의 X-band SAR 시스템을 탑재하여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Bianchessi and Righini, 2008; Covello et al., 2010). 각각의 위성은 16일의 시간 해상도를

가지지만, 4기의 위성이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매우 짧은 시간 해상도(최소 1일)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한향선 외, 2013). Fig. 2는 COSMO-SkyMed 위성군의 궤도를 보여준다.

4기의 위성은 동일한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입사각을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위성군의 위치는 간섭쌍을 획득하는데 적합하게 변경될 수 있다. 이는 최소 하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레이다 간섭쌍 획득이 가능하다(Covello et al., 2010).

Fig. 2. COSMO-SkyMed constellation in nominal configuration (Covello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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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SkyMed는 재난 및 재해,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촬영 모드에서 영상을 획득하도록 설계되었다. Table 6은

COSMO-SkyMed SAR 영상의 촬영 모드별 특성 및 기본 정보를 도시한 것이다. 각각의

촬영 모드에서 SAR 영상은 1-100 m의 다양한 공간해상도와 HH, VV, HV, VH 편파를 이

용하여 단일 편파와 이중 편파 모드를 제공한다(Covello et al., 2010). 단일 편파 모드는

Spotlight, HIMAGE(stripmap), wide rigion(ScanSAR), 그리고 huge region(ScanSAR) 모드

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중 편파 모드는 PING-PONG(stripmap) 모드가 있다. Spotlight 모

드는 10 km의 관측폭을 가지고 1 m의 고해상도를 지원하며, HIMAGE 모드는 좀 더 넓은

40 km의 관측폭, 3-15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진다. Wide rigion(ScanSAR) 모드일 경우 관측

폭은 100 km, 공간해상도는 30 m이다. 그리고 huge region(ScanSAR)는 200 km의 관측폭

과 100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PING-PONG 모드는 관측폭이 30 km, 공간해상도가 15

m이다.

Specification COSMO-SkyMed

Nation Italy

Equipment X-band (9.6 GHz)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Frequency 9.6 GHz

Wave length 3.1 cm

Incidence angle 20° ~ 59°

Repeat cycle 16 (1, 7, 8) days

Polarization HH, VV, HV, VH, HH/VV, HH/HV, VV/HV

Resolution

(swath)

Spotlight 1 m (10 km x 10 km)

Stripmap
HIMAGE, 3-5 m (40 km x 40 km)

PING-PONG, 15 m (30 km x 30 km)

Table 6. System parameters of COSMO-SkyMed satellite (김이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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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tandem 간섭쌍 획득을 위한 COSMO-SkyMed 위성의 배열을 보여주는 그림이

다(Coletta et al., 2006). 두 위성은 동일한 지적선(ground-track)을 가진 다른 노드와 두 개

의 다른 궤도면(orbital plane)에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레이다 간섭쌍 기선거리의 간격

(정확도 20%)은 100-3500 m의 범위를 가지며, 촬영 모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Covello et

al., 2010).

Fig. 3. Tandem interferometric configuration in different orbit planes (Covello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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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COSMO-SkyMed 위성이 같은 궤도에서 간섭쌍 획득을 위한 위성의 구성을 나

타낸다. COSMO-SkyMed 1호와 2호 위성은 같은 궤도면에서 180°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와 3호 위성은 67.5° 만큼의 거리를 두고 동일한 궤도면에 위치해 있다. 이 구성은 하루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동일한 위치의 간섭쌍을 획득할 수 있다(Covello et al., 2010)..

Fig. 4. COSMO-SkyMed constellation in current configuration (Covello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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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지역 및 연구자료

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테라노바 만에 인접한 남극 장보고 과

학기지(남위 74° 37’ 4", 동경 164° 13’ 7")와 뉴질랜드(New Zealand)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의 왕복경로 즉, 아라온호의 경로 내에 해빙이 분포하는 지역이다(Fig. 5의 흰

점선 영역). Fig. 5는 2011년 2월과 9월의 월 평균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영상이다. 남극

대륙의 연안 지역에서 해빙은 주로 유빙군 또는 부빙의 형태로 나타나며, 바람이 심할 경우

pancake ice가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남극 해빙의 대부분은 1 m 미만의 두께를

가지는 일년빙이며(Thomas and Dieckmann, 2003), 여름에 최소 ~3x106 km2로 감소하고 겨

울에는 ~18x106 km2 이상으로 남극해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는다. 이는 보통 2월에 최소

(Fig. 5a)가 되고, 9월에 최대(Fig. 5b)가 된다(Parkinson, 2004).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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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 전방 해역의 해빙 분포지역이다(Fig. 6의 적색 점선

영역). Fig. 6은 2011년 11월 11일에 획득된 COSMO-SkyMed SAR 영상으로 장보고 과학

기지(적색 원 표식)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Campbell 빙하와 서쪽에는 Priestly 빙하가 위치한

다. 테라노바 만의 조차(tidal range)는 1-1.5 m이며, 연중 9-10개월 동안 대략 2-2.5 m 두

께의 해빙이 해수면을 덮고 있다(Gambi et al., 1994). 이러한 해빙의 대부분은 육지의 가장

자리와 얕은 대륙붕에 접합되어 있는 정착빙이다. 이 지역은 서쪽 해안을 따라 강한 활강풍

이 부는 지역으로(Bromwich and Kurtz, 1984), 연중 -30°C에서 5°C의 기온 변화를 보이며

평균 적설량은 연간 170 kg/m2로 추정되고 있다(한향선 외, 2013; Stenni et al., 2000). 이러

한 강한 활강풍과 큰 폭의 기온변화는 정착빙의 면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arkus et al., 2003; Markus and Dokken, 2002).

Fig. 6. COSMO–SkyMed SAR image over Terra Nova Bay, East Antarctica, obtained

on 11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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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2010, 2011, 2012년에 동남극 테라노바 만을 방문한 아라온호의 항해경로가 연구에 사용되

었다. 항해경로는 뉴질랜드에서 장보고 과학기지까지의 왕복경로이며,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으로 측정된 위도 및 경도, 시간(UTC)이 기록되어 있다. GPS 자료의 기록

간격은 4초이며, 2010년 항해경로는 1일 간격으로 정리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아라온호의 항

해경로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해빙 면적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인

SSM/I와 SSMIS로 관측된 남극의 해빙 면적비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1월부

터 2006년 12월까지는 SSM/I의 일평균 해빙 면적비 자료를 사용하였고, 2007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는 SSMIS의 일평균 해빙 면적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7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연중 해빙 면적이 가장 최소로 관찰되는 2월의 평균 해빙 면적비 영상을 도시한

것이다. SSM/I 및 SSMIS보다도 해상도가 뛰어난 AMSR-E(12.5 km의 공간해상도)가 존재

하지만, 기기 결함으로 인해 2011년 10월 4일 UTC 06:58분부로 자료 생성을 중지하였다. 이

에 따라 AMSR-E로는 2011년 10월 4일 이후의 자료를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근 자료

획득이 용이한 SSM/I 및 SSMIS 해빙 면적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25 km에 달하는

공간해상도로 인해 장보고기지 주변의 상세한 해빙 상태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분석

하기 위해 고해상도 SAR 영상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21일까지 테라노바 만이 촬영된 총 62개

의 COSMO-SkyMed SAR 영상을 이용하여, 해빙의 유형과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총 38개의 간섭영상을 생성하였다(Table 7). 모든 SAR 영상은 stripmap 모드에서 획득된

single look complex 영상으로 40 km의 관측폭과 3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진다. 또한 VV 편

파, 40°의 레이다 입사각을 가지고 촬영되었다. 그리고 정착빙의 면적 변화 및 변위에 영향

을 미치는 풍속 및 기온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테라노바 만의 자동 기상 관측 시스

템(Automatic Weather System, AWS)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매 시간 측정

된 풍속과 기온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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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a ice concentration of annual February from 2003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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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ometric pair

(yyyy/mm/dd, yyyy/mm/dd)

Temporal

baseline

Interferometric pair

(yyyy/mm/dd, yyyy/mm/dd)

Temporal

baseline

2010/12/01, 2010/12/09 8 days 2011/06/19, 2011/06/27 8 days

2010/12/09, 2010/12/10 1 day 2011/07/05, 2011/07/06 1 day

2010/12/25, 2010/12/26 1 day 2011/07/22, 2011/07/29 7 days

2011/01/02, 2011/01/10 8 days 2011/08/06, 2011/08/07 1 day

2011/01/10, 2011/01/18 8 days 2011/08/22, 2011/08/23 1 day

2011/01/26, 2011/01/27 1 day 2011/08/30, 2011/09/07 8 days

2011/02/11, 2011/02/19 8 days 2011/09/07, 2011/09/08 1 day

2011/02/27, 2011/02/28 1 day 2011/09/15, 2011/09/24 9 days

2011/03/15, 2011/03/16 1 day 2011/10/01, 2011/10/09 8 days

2011/03/23, 2011/03/31 8 days 2011/10/09, 2011/10/10 1 day

2011/03/31, 2011/04/01 1 day 2011/10/25, 2011/10/26 1 day

2011/04/01, 2011/04/08 7 days 2011/11/02, 2011/11/10 8 days

2011/04/08, 2011/04/16 8 days 2011/11/10, 2011/11/11 1 day

2011/04/16, 2011/04/24 8 days 2011/11/18, 2011/11/26 8 days

2011/05/02, 2011/05/03 1 day 2011/11/26, 2011/11/27 1 day

2011/05/18, 2011/05/19 1 day 2011/12/28, 2011/12/29 1 day

2011/06/03, 2011/06/04 1 day 2012/01/05, 2012/01/13 8 days

2011/06/03, 2011/06/11 8 days 2012/01/13, 2012/01/14 1 day

2011/06/19, 2011/06/20 1 day 2012/01/13, 2012/01/21 8 days

Table 7. COSMO-SkyMed InSAR pair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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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 이용한 장보고기지로의

항로 분석

장보고 과학기지로의 최적 항로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2010–2012년에 테라노바 만을 방

문한 아라온호의 실제 항로를 분석하였다. Fig. 8은 2010, 2011, 2012년 아라온호의 항해경로

를 SSMIS 해빙 면적비 영상에 도시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0년 아라온호의 항로

를 A-항로, 2011년의 항로를 B-항로, 2011년 항로를 C-항로로 정의하여 설명하였다. 각각

의 해빙 면적비 영상은 테라노바 만의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지에서 출항한 날짜인 2010년 2

월 10일(Fig. 8a), 2011년 2월 15일(Fig. 8b), 2012년 1월 17일(Fig. 8c)에 해당하며, NT 알고

리즘에서 마스킹 된 남극대륙은 회색으로 표현되었다. 점선으로 표시한 항로는 뉴질랜드에

서 출발하여 테라노바 만에 도착하는 경로(in–경로)이며, 실선으로 표시한 항로는 테라노바

만에서 출발하여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경로(out–경로)이다. 각각의 항로에 대한 항해 기간

은 Table 8에 나타냈다.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지가 동남극 테라노바 만으로 결정되기 이전

인 A-항로의 in–경로는 B, C-항로와 비교하면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동남극

테라노바 만과 함께 당시 남극 대륙기지의 건설 후보지 중 한 곳이었던 서남극의 Cape

Bucks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테라노바 만에 도착하였기 때문이다. 아라온호는 대부분

in–경로에서 더 오랜 시간 항해를 하였고, 경로 또한 매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Fig.

8 and Table 8). 이는 해빙의 분포를 고려하여 경로가 매년 달라진 이유도 있으나, 해양조

사와 같은 연구 활동이 대부분 in–경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out–경로에서

아라온호는 장보고 과학기지 근해에서 일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활동 없이 뉴질랜드까지 항해하였다. 따라서 아라온호의 최적 항해경로 도출에는 out–경로

만을 이용하였다. 또한 아라온호가 항해한 날짜 및 위치에서의 SSMIS 해빙 면적비를 항해

속도와 연계 분석하여, 아라온호가 항해할 수 있는 최대 해빙 면적비를 구하였다. 그리고 아

라온호가 항해 가능한 해빙 면적비의 최댓값을 이용하여 항해 가능 기간을 도출하였다. 이

를 위해 200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SSM/I 및 SSMIS 해빙 면적비 자료로부터 각각의

out–경로에 대한 일별 해빙 면적비의 최댓값을 추출하였다. 이때 추출된 해빙 면적비의 최

댓값은 아라온호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해 경로 내에서 최대로 나타나는 해빙 면적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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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The sea route of the Araon from New Zealand to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dotted line) and that from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to New Zealand (solid line) in (a) 2010, (b) 2011 and (c) 2012. The

background images are the SSMIS sea ice concentration on the departure date

of the Araon from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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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임의의 날짜에 대한 해빙 면적비 영상에서 아라온호의 항로 내에 100%의 해빙 면

적비가 존재할 경우, 그 날짜에 대한 해빙 면적비의 최댓값은 100%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추출된 out–경로 내의 해빙 면적비 최댓값이 아라온호가 항해 가능한 최대 해빙 면적비보

다 작게 나타나는 기간을 쇄빙선의 항해 가능 시기로 정의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각각의

out–경로에 대한 아라온호의 연간 항해 가능 시기를 분석하여, 장보고 과학기지 방문을 위

한 쇄빙선의 최적 항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최적 항로를 가상 항로와 비교하였다.

New Zealand to Jangbogo (in–path) Jangbogo to New Zealand (out–path)

2010/01/12 ~ 2010/02/06 (25 days) 2010/02/10 ~ 2010/02/18 (8 days)

2011/01/26 ~ 2011/02/03 (8 days) 2011/02/15 ~ 2011/02/21 (6 days)

2011/12/19 ~ 2012/01/01 (13 days) 2012/01/17 ~ 2012/01/25 (8 days)

Table 8. Sailing period of the Araon in the Antarctic Ocean in 2010, 2011 a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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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해 가능 해빙 면적비

A, B, C-항로의 out–경로에 대한 아라온호의 항해속도와 아라온호가 항해한 해빙 면적

비를 Table 9에 정리하였다. 전체 항로에서 아라온호는 최대 78%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

는 구간까지 항해가 가능하였으며, 테라노바 만에서 출발하여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동안 약

11 kn의 평균 항해속도를 보였다. B-항로의 경우 아라온호는 해빙 면적비가 0%인 경로만

을 항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A-항로와 C-항로에 비해 빠른 12.17 kn (22.54 km/h)의 평균

항해속도를 나타냈다. A-항로와 C-항로에서 아라온호의 최대 항해속도는 해빙이 없는 구간

(0%의 해빙 면적비)에서 각각 13.54 kn (25.08 km/h)과 12.78 kn (23.66 km/h)로 측정되었

다. 최저 항해속도는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출발한 직후 1일 동안 6.79 kn (12.58 km/h)과

4.51 kn (8.35 km/h)로 나타났다.

A, B, C-항로 분석을 통해 아라온호는 최대 78%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항로를 항해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높은 해빙 면적비에서도 아라온호의 항해속도

가 유지되는지 검토하였다. Fig. 9는 2012년 1월 19일의 SSMIS 해빙 면적비 영상이며, 실선

은 1월 17일 7시부터 20일 7시까지 아라온호가 항해한 경로를 나타낸다. C-항로 out-경로의

경우, 아라온호는 테라노바 만에서 출항한 직후 1일 동안 19–56%의 해빙 면적비를 보이는

장보고 기지 근해에서 4.51 kn (8.35 km/h)의 매우 느린 속도로 항해하였는데, 이는 해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빙산과 유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라온호는 해빙이 분포하지 않

는 구간에서 평균 11.62 kn (21.52 km/h)의 속도로 항해하였다. 그리고 다시 해빙이 분포하

는 구간을 통과하였는데, 해빙 면적비가 높은 구간일수록 느린 속도로 항해하였으며 70–

78%의 해빙 면적비를 보이는 구간에서 8.63 kn (15.98 km/h)의 최저속도를 나타냈다. 그러

나 70% 이하의 해빙 면적비에서 아라온호는 10–12 kn (18–22 km/h)의 항해속도를 나타

냈으며, 이는 전체 항로에 대한 평균 항해속도(11.14 kn)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아라온호는 70%의 해빙 면적비까지 통상적이고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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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ling period through out–path

(yy/mm/dd–yy/mm/dd)

Sailing speed (kn) SIC (%)

min. max. mean min. max.

10/02/10–10/02/15 (5 days) 6.79 13.54 10.73 0 72

11/02/15–11/02/19 (4 days) 10.92 13.22 12.17 0 0

12/01/17–12/01/22 (5 days) 4.51 12.78 10.53 0 78

Table 9. Speed of the Araon and sea ice concentration (SIC) in the sailing route from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to New Zealand (out–path)

Fig. 9. Sailing route (solid line) and speed of the Araon in 2012 illustrated on the

SSMIS sea ice concentration image on 19 Jan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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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보고 과학기지 방문을 위한 최적 항로

전체 항로의 out–경로에 대해 70% 이하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기간을 최근 10년에

걸쳐 도출하여, 각각의 경로에 대한 쇄빙선의 연간 항해 가능 기간을 분석하였다. Fig. 10에

서 실선은 2010–2012년의 out–경로에 대한 일평균 해빙 면적비의 최댓값을 시계열적으로

도시한 것이며, 적색 점선은 이 연구에서 분석된 쇄빙선이 일반적으로 항해가 가능한 해빙

면적비(70%)를 나타낸다. 그리고 녹색 점선은 50%의 해빙 면적비. 청색 점선은 30%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낸다. 연도별 out–경로에 대해 해빙 면적비가 70% 이하인 항해 가능 기간은

Table 10에 나타냈다. 아라온호가 항해한 A-항로와 B-항로의 경우, 연간 항해 가능 기간은

최대 61일과 62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70% 이하의 해빙 면적비가 관측되지 않아, A-항로

에서는 2003, 2008, 2012, 2013년, B-항로에서는 2003, 2012년과 같이 항해 가능 기간이 전혀

도출되지 않는 연도가 일부 포함되었다. 반면 C-항로는 최근 10년 동안 70% 이하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며, 연간 항해 가능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89일

로 분석되었다. 15일의 최소 항해 가능 기간을 나타낸 2003년을 제외하면, 매년 40일 이상의

항해 가능 기간을 나타냈다.

아라온호가 남극해에 진입하여 장보고 과학기지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일주

일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15일의 항해 가능 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C-항로가 장보고 과학

기지 방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C-항로는 2005년에 3개월에 가까운 항해 가능

기간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우 장보고 과학기지로의 보급 및 하역을 위한 항해뿐만 아니라

하계기간 동안 장시간의 연구 활동을 위한 항해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에 아라온호가 항해한 항로(C-항로)를 장보고 과학기지 방문을 위한 쇄빙선의 최적 항로로

제시할 수 있다.

아라온호가 평균 속도로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한 70%의 해빙 면적비를 제외하고 50%,

30% 이하의 해빙 면적비를 기준으로 항해 가능 기간을 분석하였다. 해빙 면적비가 50% 이

하를 나타내는 경우의 항해 가능 기간은 Table 11에 나타내었으며, 30% 이하를 나타내는

경우의 항해 가능 기간을 Table 12에 도시하였다. 아라온호의 A, B, C-항로에서 해빙 면적

비 50%의 경우, 연간 항해 가능 기간은 각각 최대 50일과 55일, 그리고 62일로 분석되었다.

모든 항로에서 50%의 해빙 면적비가 관측되지 않아 항해 가능 기간이 전혀 도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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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일부 포함되었다. 해빙 면적비 30%의 경우에 항해 가능 기간은 각각 최대 38일과

50일, 그리고 60일로 분석되었으며, 30%의 해빙 면적비가 관측되지 않아 항해 가능 기간이

도출되지 않은 연도가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70%의 해빙 면적비를 기준으로 분

석한 항해 가능 기간보다 전체적으로 항해 가능 기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극의 해빙 분포는 해마다 변화하며, 미래의 해빙 분포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

라서 향후 쇄빙선이 C-항로를 항해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의 해

빙 면적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경로는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40일 이상의 항해 가

능 기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년간은 장보고 과학기지를 방문하는 선박들에게 가장

적합한 항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Fig.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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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 10. The temporal variation of maximum sea ice concentration through the routes of

the Araon in (a) A-route, (b) B-route and (c) C-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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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Sailable period for the

A-route

(yy/mm/dd–yy/mm/dd)

Sailable period for the

B-route

(yy/mm/dd–yy/mm/dd)

Sailable period for the

C-route

(yy/mm/dd–yy/mm/dd)

2003 0 day 0 day
03/02/02–03/02/16

(15 days)

2004
04/01/20–04/02/28

(40 days)

04/01/22–04/02/28

(38 days)

03/12/25–04/02/29

(67 days)

2005
05/01/27–05/03/13

(46 days)

05/01/10–05/03/12

(62 days)

04/12/24–05/03/22

(89 days)

2006
06/01/15–06/03/16

(61 days)

06/01/09–06/03/08

(59 days)

05/12/25–06/03/22

(88 days)

2007
07/02/19–07/03/11

(21 days)

07/02/08–07/03/02

(23 days)

06/12/30–07/03/13

(74 days)

2008 0 day
08/02/10–08/02/13

(4 days)

08/01/26–08/03/05

(40 days)

2009
09/02/17–09/02/23

(7 days)

09/01/20–09/02/17

(29 days)

09/01/06–09/03/15

(69 days)

2010
10/01/24–10/03/11

(47 days)

10/02/15–10/03/08

(22 days)

09/12/31–10/03/14

(74 days)

2011
11/02/27–11/03/14

(16 days)

11/01/31–11/03/13

(42 days)

11/01/04–11/03/18

(74 days)

2012 0 day 0 day
12/01/23–12/03/23

(61 days)

2013 0 day
13/02/13–13/02/14

(2 days)

13/01/10–13/03/09

(59 days)

2014
14/02/11–14/03/12

(30 days)

14/01/16–14/03/09

(53 days)

13/12/28–14/03/21

(84 days)

Table 10. Sailable periods in the last decade for the routes of the Araon on 70% sea

ice concentration (SIC) from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to

New Zealand in 2010, 2011 a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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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Sailable period for the

A-route

(yy/mm/dd–yy/mm/dd)

Sailable period for the

B-route

(yy/mm/dd–yy/mm/dd)

Sailable period for the

C-route

(yy/mm/dd–yy/mm/dd)

2003 0 day 0 day 0 day

2004
04/02/02–04/02/25

(24 days)

04/02/08–04/02/25

(18 days)

04/01/09–04/02/19

(42 days)

2005
05/02/18–05/03/09

(20 days)

05/01/13–05/03/08

(55 days)

05/01/04–05/03/12

(68 days)

2006
06/01/17–06/03/08

(50 days)

06/01/09–06/02/27

(50 days)

05/12/30–06/03/14

(75 days)

2007
07/02/25–07/02/27

(3 days)

07/02/08–07/02/25

(18 days)

07/01/05–07/03/07

(62 days)

2008 0 day 0 day 0 day

2009 0 day
09/02/01–09/02/14

(14 days)

09/01/18–09/02/17

(31 days)

2010
10/02/19–10/03/07

(17 days)

10/02/27–10/03/01

(3 days)

10/01/17–10/03/06

(49 days)

2011
11/02/28–11/03/10

(11 days)

11/02/03–11/03/08

(34 days)

11/01/12–11/03/10

(58 days)

2012 0 day 0 day
12/01/30–12/02/25

(27 days)

2013 0 day 0 day
13/01/19–13/02/27

(40 days)

2014
14/02/17–14/03/05

(17 days)

14/01/31–14/03/04

(34 days)

13/12/28–14/03/21

(56 days)

Table 11. Sailable periods in the last decade for the routes of the Araon on 50% sea

ice concentration (SIC) from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to

New Zealand in 2010, 2011 a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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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Sailable period for the

A-route

(yy/mm/dd–yy/mm/dd)

Sailable period for the

B-route

(yy/mm/dd–yy/mm/dd)

Sailable period for the

C-route

(yy/mm/dd–yy/mm/dd)

2003 0 day 0 day 0 day

2004 0 day
04/02/08–04/02/23

(16 days)

04/01/17–04/02/14

(29 days)

2005
05/02/27–05/03/08

(10 days)

05/01/14–05/03/06

(52 days)

05/01/06–05/03/06

(60 days)

2006
06/01/24–06/03/02

(38 days)

06/01/17–06/02/27

(42 days)

06/01/04–06/02/24

(52 days)

2007 0 day
07/02/14–07/02/25

(12 days)

07/01/23–07/03/01

(38 days)

2008 0 day 0 day 0 day

2009 0 day
09/02/07–09/02/14

(8 days)

09/01/23–09/02/13

(22 days)

2010
10/02/27–10/03/01

(3 days)

10/02/27–10/03/01

(3 days)

10/01/21–10/02/19

(30 days)

2011 0 day
11/02/05–11/03/08

(32 days)

11/01/16–11/03/08

(52 days)

2012 0 day 0 day
12/02/01–12/02/16

(16 days)

2013 0 day 0 day
13/02/06–13/02/12

(7 days)

2014
14/02/23–14/03/03

(9 days)

14/02/07–14/03/02

(24 days)

14/01/17–14/03/03

(46 days)

Table 12. Sailable periods in the last decade for the routes of the Araon on 30% sea

ice concentration (SIC) from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to

New Zealand in 2010, 2011 a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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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 항로와 가상 항로 비교

이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 항로(C-항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약 10년간의 해빙 면

적비 자료를 바탕으로 해빙 면적비가 최소로 관찰되는 가상의 항로를 임의로 설정하여 최적

항로와 비교하였다. Fig. 11은 일반적으로 남극의 해빙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11월부터 서

서히 얼기 시작하는 4월까지의 평균 해빙 면적비 영상이다. 이를 통해 2003년-2014년까지

해빙 면적비가 최소로 관찰되는 가상의 항로(Fig. 12)를 설정하였다. Fig. 12에서 실선은

2012년에 아라온호가 항해한 항로(C-항로)이며, 점선은 2003-2014년까지 약 10년간의 해빙

면적비 자료를 토대로 가상의 항로를 도시한 것이다.

Fig. 13의 실선은 가상의 항로에 대한 일평균 해빙 면적비의 최댓값을 시계열적으로 도시

한 것이며, 점선은 해빙 면적비 70%(적색), 50%(녹색), 30%(청색)를 나타낸다. 최적 항로와

가상 항로의 비교를 위해 가상 항로에 대한 해빙 면적비 70, 50, 30%의 항해 가능 기간을

Table 13에 나타내었다. 70%의 해빙 면적비에서 항해 가능 기간은 최대 81일로 나타났다.

C-항로와는 달리 가상 항로에서 70%의 해빙 면적비가 관측되지 않아 2003년에 항해 가능

기간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2003년을 제외하고 최적 항로와 매우 유사한 항해 가능 기간을

나타냈다. 50%, 30%의 해빙 면적비를 보이는 항해 가능 기간은 최대 각각 68일과 61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적 항로인 C-항로는 가상 항로와 항해 가능 기간의 차이가 70% 해빙

면적비에서는 8일, 50%는 7일로 나타났고, 30%에서는 1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두 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의 오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최적 항로로 분석된 C-항로는

장보고기지로의 항해를 위한 항로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쇄빙연구선의 항해를 위

해서 해빙의 면적뿐만 아니라 해빙의 두께 또한 항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해빙의 두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빙의 두께를 추정하여 해빙 면적과 연계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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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verage of sea ice concentration during annual half year between 11 and 4

month from 2003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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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C-route (dotted line) with selected best of virtual-route (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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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Sailable period for the

virtual-route (70%)

(yy/mm/dd–yy/mm/dd)

Sailable period for the

virtual-route (50%)

(yy/mm/dd–yy/mm/dd)

Sailable period for the

virtual-route (30%)

(yy/mm/dd–yy/mm/dd)

2003 0 day 0 day 0 day

2004
03/12/30–04/02/22

(55 days)

04/01/09–04/02/05

(27 days)
0 day

2005
05/01/07–05/03/14

(67 days)

05/01/23–05/03/09

(46 days)

05/02/12–05/03/06

(23 days)

2006
06/01/04–06/03/22

(78 days)

06/01/18–06/03/08

(50 days)

06/01/21–06/02/27

(38 days)

2007
07/01/01–07/03/10

(69 days)

07/01/30–07/03/03

(33 days)
0 day

2008
08/01/18–08/03/01

(43 days)
0 day 0 day

2009
09/01/01–09/03/16

(75 days)

09/01/20–09/02/17

(29 days)

09/01/26–09/02/13

(19 days)

2010
09/12/31–10/02/21

(53 days)

10/01/21–10/02/04

(15 days)
0 day

2011
10/12/31–11/03/19

(79 days)

11/01/02–11/03/10

(68 days)

11/01/07–11/03/08

(61 days)

2012
12/01/24–12/03/19

(55 days)

12/02/01–12/02/28

(28 days)

12/02/09–12/02/16

(8 days)

2013
13/01/10–13/03/06

(56 days)

13/01/22–13/02/27

(37 days)

13/02/01–13/02/12

(12 days)

2014
13/12/25–14/03/15

(81 days)

14/01/13–14/03/05

(52 days)

14/01/17–14/03/03

(46 days)

Table 13. Sailable periods in the last decade for the virtual route on 70, 50, 30% sea

ice concentration (SIC) from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to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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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 자료의 한계성

장보고 과학기지는 테라노바 만의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남극대륙의 해안지

역에는 쇄빙선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착빙이 넓게 분포할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유

빙과 빙산의 공간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남극대륙 근해에서의 쇄빙선 항

로 분석을 위한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면적비 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ig. 14는 2010년 1월 20일 9시 50분에 장보고 과학기지 주변이 촬영된 Terra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영상이며, 적색 실선은 NT 알고리즘에 사

용되는 land mask의 가장자리, 즉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나타낸 것이다. NT 알고리즘의

land mask는 해빙 면적비와 같은 25 k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며, 육지뿐만 아니라 빙하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 위에 부유한 형태의 빙하빙(glacial ice)인 빙붕(ice shelf)도 마스킹

하고 있다(한향선과 이훈열, 2011a). Fig. 14에서 NT 알고리즘의 land mask는 장보고 과학

기지 근해를 육지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DIS 영상에서 관찰되는 해안선과 NT

알고리즘의 land mask가 정의하는 해안선은 서로 최대 40 km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SSM/I 및 SSMIS 해빙 면적비 자료에서 한 픽셀 이상의 거리에 해당한다. 또한 NT 알

고리즘의 land mask는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에 위치한 빙하빙인 Drygalski Ice Tongue도

정밀하지 못하게 마스킹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밀하지 못한 land mask는 해안지역의 해

빙 면적비 분석에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NT 알고리즘의 land mask가 해안선과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안선이 단순하게 형성된 지역에만 국한된다. 장보고 과학기지가 위치

한 곳과 같이 해안선의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25 k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수동 마이크

로파 해빙 면적비 자료는 크게 유효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극대륙의 연안지

역에서 보다 정확한 해빙 분포와 항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해상도의 SAR 영

상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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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ODIS image around Terra Nova Bay obtained on 20 January 2010. The red

line represents the edge of land mask used in NASA Team sea ice algorithm.



- 45 -

Ⅴ. 시계열적 고해상도 SAR 간섭영상을 이용한 테라노바

만 정착빙 분석

해빙 면적비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COSMO-SkyMed SAR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해빙의 유형 분류와 시간적인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장보고

과학기지가 건설된 테라노바 만에는 연중 대부분의 시기에 정착빙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착빙은 테라노바 만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의

운항 및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쇄빙선의 하역 및 운항을 위해 먼저 정착

빙을 검출할 필요가 있다.

SAR 영상으로부터 정착빙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정착빙과 유빙, 바다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착빙은 표면이 부드럽고 눈으로 덮여있기 때문에(한향선과 이훈열, 2007)

약한 후방산란을 나타내는데, 이는 파랑 및 파고가 약한 바다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정착빙의 가장자리가 붕괴되어 형성된 유빙은 정착빙과 서로 유사한 후방산란 특성을 나타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한향선과 이훈열, 2011b), SAR 영상의 후방산란 정보만으로 해빙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착빙은 해안에 고착되어 있어 조위변화(tide fluctuation)에 의한 수직방향의

변위를 지배적으로 나타내며, 수 일 동안 표면의 긴밀도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유빙은 해

류와 바람에 의한 수평방향의 변위와 조위에 의한 수직방향의 변위를 모두 나타내 정착빙과

는 다른 변위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변위량이 정착빙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적 기선

거리가 작은 간섭영상에서 변위관측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간섭영상에서 나타나는

해빙 표면의 변위특성과 긴밀도, 그리고 간섭띠 변화율과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해빙의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총 62개의 SAR 영상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

를 가지는 38개의 간섭영상(Table 7)을 생성하여 정착빙과 유빙을 구분하였다. 변위량이 매

우 큰 유빙은 낮은 긴밀도를 보여 간섭영상만으로는 바다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빙 표면의 거칠기는 해수의 표면보다 크기 때문에 SAR 후방산란 정보를 이

용하면 유빙과 바다의 구분이 가능하다. 일부 파도가 강한 바다에서는 유빙과 유사한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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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균열(crack)과 같은 해빙 표면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바다와 유빙을 구분하였다.

테라노바 만의 해빙은 남극의 겨울철에 매우 광역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SAR 영상은 테라노바 만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의 범위 내에서만 정착빙

의 면적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에 사용된 COSMO-SkyMed SAR 영상은 모두 같은 궤도에

서 획득되었으나, 동일한 궤도에서도 촬영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SAR 영상에

촬영된 테라노바 만의 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다. 이에 따라 모든 SAR 영상에서 정착빙 면적

추출을 위한 동일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테라노바 만의 면적이 최소

로 관찰되는 2011년 11월 11일 영상(Fig. 6)을 기준으로 모든 SAR 영상에서 해빙의 면적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산출될 수 있는 해빙의 최대 면적은 2011년 11월 11일의

SAR 영상에 포함된 테라노바 만의 면적인 175.86 km2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SAR 영상에서 추출된 정착

빙과 유빙의 시간적인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테라노바 만 주변 정착빙의 형성

및 소멸 시기를 파악하였다. 또한 정착빙의 면적 변화 및 변위와 풍속, 기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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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착빙과 유빙 분류

Fig. 15(a)는 2011년 6월 4일에 획득된 SAR 영상이며, Fig. 15(b)는 2011년 6월 3일과 4일

의 SAR 영상을 이용하여 생성된 레이다 간섭영상이다. Fig. 15(a)에서 테라노바 만의 후방

산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착빙과 유빙, 바다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간섭영

상에서는 긴밀도의 차이에 의해 간섭띠의 유무가 확연히 구분되었고, 간섭띠 변화율과 변위

의 방향 차이를 통해 표면 유형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흰색 실선으로 정의한 영역은 간섭띠

가 관찰되는 영역 중에서 1일 동안 LOS (line of sight) 방향에서 멀어지는 변위를 나타내

는 지역으로, 간섭띠가 해안 및 Campbell Glacier Tongue의 가장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간섭띠가 육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변위의 방향이 역전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 영역은 정착빙이라 할 수 있다. 정착빙은 해안에 고착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시공간

적 변화가 작으며, 이로 인해 최대 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간섭영상에서도 긴밀도

가 유지되어 변위가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총 38개의 간섭영상으로부터 간섭

띠가 관찰되는 영역 중, 변위의 방향과 간섭띠 변화율의 공간적 분포가 비교적 일정한 영역

을 정착빙으로 검출하였다.

Fig. 15(b)의 녹색 실선으로 정의한 영역은 유빙을 나타낸다. 정착빙의 가장자리에서는 간

섭띠가 관찰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섭띠의 변화율이 정착빙에 비해 매우 크며, 변위의 방향

또한 정착빙과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람, 해류, 조위에 모두 영향을 받아 정

착빙에 비해 큰 변위를 나타내고, 정착빙과는 변위 방향이 다른 유빙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한향선과 이훈열, 2011b). 유빙은 시공간적인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1일의 매우 짧은 시

간적 기선거리에서도 긴밀도가 유지되지 않아 간섭띠가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한향선과 이

훈열, 2011b). 이러한 경우 간섭영상만으로는 유빙과 바다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유빙 표면의 거칠기는 바다 표면보다 크기 때문에 거칠기가 작은 바다와는 분

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에 의해 파랑이 크고 파고가 높아 거칠기가

큰 바다가 관찰되었고, 이는 유빙과 유사한 후방산란을 나타냈다. 이 경우에 Fig. 15(a)와

같이 유빙 표면의 균열(Fig. 15a의 청색 화살표)을 확인하여 유빙 영역을 정의하였다. Fig.

15(b)에서 정착빙과 유빙 영역의 가장자리가 하나의 경계선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유빙이 바람, 해류, 조위, 기온 변화와 같은 영향인자에 의해 정착빙에서 붕괴되었음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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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Fig. 15(b)에서 정착빙 영역에서는 간섭띠 변화율의 차이에 의한 경계(점선)가 나타났는

데, 이는 고착되어 있는 상태 차이에 기인한다. 간섭띠 변화율이 비교적 작은 정착빙 영역

(A)은 넓은 해안에 걸쳐 고착되어 있는 정착빙인 반면, 간섭띠 변화율이 큰 영역(B)은

Campbell Glacier Tongue의 서쪽 가장자리에 고착된 정착빙이라 할 수 있다. Fig. 16은

2011년 6월 19일과 20일의 SAR 영상으로부터 생성된 간섭영상이다. Fig. 15(b)와 마찬가지

로 정착빙 영역에서 간섭띠 변화율 차이에 의한 경계(흰색, 녹색, 적색 영역)가 나타났으며,

간섭띠 변화율이 작은 (A), 비교적 큰 (B)와 (C)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레이다 간섭

영상으로부터 정착빙의 고착 상태가 구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간섭띠 변화율

의 차이는 정착빙이 해안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조위와 같은 영향인자가 미치는 힘

또는 Campbell Glacier Tongue의 흐름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상이한 변위가 관측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착빙 영역에서 서로 다른 간섭띠 변화율을 보이는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향후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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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5. COSMO–SkyMed SAR image over Terra Nova Bay obtained on 4 June 2011.

The blue arrows represent the crack on pack ice. (b) Interferogram generated

from the SAR images obtained on 3 and 4 June 2011. The white and green

polygons represent the area of land–fast ice and pack ic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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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nterferogram generated from the SAR images obtained on 19 and 20 June 2011.

The A, B, C of three regions (white, green, red polygons) represent different

fringe pattern in the area of land-fast sea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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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빙의 면적 변화

Fig. 17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테라노바 만에서 정착빙의 시기별 면적 변화

를 간섭영상에 도시한 것이다. Table 14, 15는 각각의 간섭영상과 SAR 영상으로부터 추출

된 정착빙과 유빙, 정착빙과 유빙을 모두 포함한 해빙의 면적과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Fig.

18은 Table 14의 해빙 면적을 시계열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2010년 12월에 테라노바 만의

정착빙은 장보고 과학기지가 위치한 뫼비우스 곶(Cape Möbius)부터 이탈리아의 마리오 주

켈리 기지(Mario Zucchelli Station)가 위치한 게를라흐 만(Gerlache Inlet) 사이에 분포하였

다. 정착빙의 면적은 남극의 여름철이 끝나는 3월까지 감소하였고, 게를라흐 만의 일부 지역

에만 정착빙이 존재하였다. 정착빙은 남극의 가을이 시작되는 3월부터 겨울에 해당하는 7월

까지 증가하였고(최대 170.7 km2), 7–9월에는 최대로 확장된 정착빙의 면적이 일정하게 유

지되었다. 그리고 남극의 봄철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정착빙의 면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테라노바 만의 유빙은 정착빙과는 다른 면적 변화를 나타냈다. 유빙은 2월부터 5월까지

면적이 증가하였으며(최대 129.5 km2), 5월부터 7월까지 급격하게 면적이 감소하였다. 유빙

의 면적은 남극의 겨울인 7월부터 여름인 2월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테라노

바 만에서 유빙과 정착빙이 함께 형성되지만, 정착빙의 면적이 바다 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SAR 영상에서 관찰되는 유빙의 면적이 작아졌기 때문이다(Heil, 2006). 즉 육지와 인접한

테라노바 만의 근해에서는 여름철에 유빙과 정착빙이 모두 분포하지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테라노바 만의 해빙은 정착빙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테라노바 만의 정착빙과 유빙을 모두 포함한 면적에서는 12–2월에 최소로 나타났고, 5월

부터 11월까지 160 km2 이상의 면적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테라노바 만에서는 해빙 면적

이 최소로 관찰되는 12–2월이 쇄빙선의 운항 및 보급, 그리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최적의

시기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기에는 선박을 이용한 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국지적인 해빙의 면적은 계절 변화에 의해 매년 변화할 수 있으므로, 테라노

바 만에서 해빙의 형성 및 소멸의 시기를 상세히 파악하게 위해서는 장기간의 자료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테라노바 만의 해빙 면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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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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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emporal variation of the extent of land–fast ice in Terra Nova Bay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2 overlaid on SAR interfe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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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emporal variation of the extent of land–fast ice, pack ice and the sum of the

land–fast ice and pack ice (total sea ic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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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yyyy/mm/dd)

LFI

extent

(km2)

PI

extent

(km2)

Total

extent

(km2)

Date

(yyyy/mm/dd)

LFI

extent

(km2)

PI

extent

(km2)

Total

extent

(km2)

2010/12/09 22.16 0 22.16 2011/06/27 168.49 7.37 175.86

2010/12/10 12.23 0 12.23 2011/07/06 153.04 22.82 175.86

2010/12/26 10.32 0 10.32 2011/07/29 170.65 5.21 175.86

2011/01/10 3.79 6.15 9.94 2011/08/07 167.52 3.32 170.84

2011/01/18 2.58 0 2.58 2011/08/23 166.56 9.3 175.86

2011/01/27 0 0 0 2011/09/07 165.43 10.43 175.86

2011/02/19 0 30.16 30.16 2011/09/08 169.02 6.27 175.29

2011/02/28 0 38.07 38.07 2011/09/24 169.46 5.46 174.92

2011/03/16 3.76 78.96 82.72 2011/10/09 145.83 26.69 172.52

2011/03/31 19.74 100.18 119.92 2011/10/10 144.28 30.08 174.36

2011/04/01 44.42 87.82 132.24 2011/10/26 147.34 28.52 175.86

2011/04/08 27.15 130.38 157.53 2011/11/10 140.45 34.77 175.22

2011/04/16 32.04 114.04 146.08 2011/11/11 147.60 20.82 168.42

2011/04/24 30.73 119.55 150.28 2011/11/26 136.31 25.32 161.63

2011/05/03 46.35 129.51 175.86 2011/11/27 137.23 3.8 141.03

2011/05/19 113.33 46.73 160.06 2011/12/29 75.19 5.67 80.86

2011/06/04 82.41 74.23 156.64 2012/01/13 71.32 0 71.32

2011/06/11 83.00 78.60 161.60 2012/01/14 57.25 9 66.25

2011/06/20 156.58 17.63 174.21 2012/01/21 56.72 0 56.72

Table 14. Temporal variation of the extent of land–fast ice (LFI), pack ice (PI) and the

sum of LFI and PI (total extent)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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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yyyy/mm/dd)

LFI

ratio

(%)

PI

ratio

(%)

Total

ratio

(%)

Date

(yyyy/mm/dd)

LFI

ratio

(%)

PI

ratio

(%)

Total

ratio

(%)

2010/12/09 12.60 0 12.60 2011/06/27 95.81 4.19 100

2010/12/10 6.95 0 6.95 2011/07/06 87.02 12.98 100

2010/12/26 5.87 0 5.87 2011/07/29 97.04 2.96 100

2011/01/10 2.16 3.50 5.65 2011/08/07 95.26 1.89 97.15

2011/01/18 1.47 0 1.47 2011/08/23 94.71 5.29 100

2011/01/27 0 0 0 2011/09/07 94.07 5.93 100

2011/02/19 0 17.15 17.15 2011/09/08 96.11 3.57 99.68

2011/02/28 0 21.65 21.65 2011/09/24 96.36 3.10 99.47

2011/03/16 2.14 44.90 47.04 2011/10/09 82.92 15.18 98.10

2011/03/31 11.22 56.97 68.19 2011/10/10 82.04 17.10 99.15

2011/04/01 25.26 49.94 75 2011/10/26 83.78 16.22 100

2011/04/08 15.44 74.14 89.58 2011/11/10 79.86 19.77 99.64

2011/04/16 18.22 64.85 83.07 2011/11/11 83.93 11.84 95.77

2011/04/24 17.47 67.98 85.45 2011/11/26 77.51 14.40 91.91

2011/05/03 26.36 73.64 100 2011/11/27 78.03 2.16 80

2011/05/19 64.44 26.57 91.02 2011/12/29 42.76 3.22 45.98

2011/06/04 46.86 42.21 89.07 2012/01/13 40.55 0 40.55

2011/06/11 47.20 44.69 91.89 2012/01/14 32.55 5.12 38

2011/06/20 89.04 10.03 99.06 2012/01/21 32.25 0 32.25

Table 15. Temporal variation of the ratio of land–fast ice (LFI), pack ice (PI) and the

sum of LFI and PI (total extent)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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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빙의 면적과 기온, 풍속의 관계

기온, 풍속과 같은 대기 영향인자와 해류, 조위, 수온 등의 해양 영향인자는 해빙의 형성

과 확장, 소멸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요소이다. 테라노바 만의 주된 해빙 유형인 정착

빙의 경우, 형성 및 소멸 과정이 해양 영향인자보다 대기 영향인자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

는다고 알려져 있다(Heil, 2006). 이 연구에서는 장보고 과학기지의 AWS에서 실측된 기온

과 풍속 자료를 이용하여 테라노바 만의 정착빙의 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Fig. 19(a)는 테라노바 만의 정착빙 면적과 월평균 기온을 비교한 것이다. 기온은 1월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5월에 최저(–21.6 ℃)를 기록하였고, 4–9월에는 –20℃ 내외로 거의 일정

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9월 이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기온의 변화와 정착빙의

면적 변화는 시기적인 차이를 가지는 상관성을 보였다. 1월 이후 기온의 급격한 감소가 관

측된 반면, 정착빙의 면적은 3월 이후에 증가하였다. 그리고 9월 이후에 기온이 증가하는 반

면, 정착빙의 면적은 11월 말부터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착빙의 증가와 감소

가 기온의 변화와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기온의 변화로부터 약 2개월의 시간차(time

lag)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약 1년 동안의 관측 결

과만이 반영되었으므로, 보다 장기간의 정착빙 모니터링을 통해 테라노바 만의 정착빙 면적

과 기온의 상관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풍속은 정착빙의 면적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강한 풍속은 정착빙을 붕괴

시켜 면적을 감소시키기도 하며, 반대로 정착빙의 면적 확장과 두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다(Heil, 2006; Fraser et al., 2012; Lei et al., 2010). Fig. 19(b)는 테라노바 만의 월평균 풍

속을 정착빙의 면적과 비교한 것이다. 테라노바 만의 월평균 풍속은 일정한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정착빙의 면적이 증가할 때 풍속도 강해지는 양상을 나타냈

다. 이는 테라노바 만에서 강한 풍속은 정착빙의 붕괴보다는 확장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풍속이 정착빙의 면적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AWS로 측정된 풍속

자료에서 한 달 동안 10 m/s 이상의 풍속이 관측된 비율을 추출하였고, 이를 정착빙의 면적

과 비교하였다(Fig. 19c). 10 m/s 이상 풍속 비율은 정착빙의 면적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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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정착빙의 면적이 감소하는 11–2월에 10 m/s 이상 풍속 비율은 모두 10% 이하를 나

타낸 반면, 정착빙의 면적이 증가하는 3월부터 면적이 감소하기 직적인 10월까지 10 m/s 이

상 풍속 비율은 최소 10%(5월), 최대 22%(7월)로 나타났다. 이는 테라노바 만에서 10 m/s

이상의 강한 풍속이 빈번할수록 정착빙의 분포 면적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통해 테라노바 만에서 정착빙의 면적은 기온 및 강한 풍속의 빈도수와 매우 밀

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정착빙의 면적 변화는 기온과 풍속 외에, 해류,

조위, 수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Heil, 2006).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해양 영향인자

에 대한 실측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착빙과 해양 환경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없었다.

정착빙의 변화에 해양 영향인자가 대기 영향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Heil, 2006), 이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향후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해양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실측 자료가 수집되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고해상도의

SAR 영상과 융합한다면 테라노바 만의 정착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밀하

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59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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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19. Comparison of the temporal variation of land–fast ice extent with that of (a)

air temperature, (b) wind speed and (c) rate of more than 10 m/s wind speed

in Terra Nova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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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연구에서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인 SSM/I와 SSMIS로부터 관측된 200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남극 해빙 면적비 자료와 장보고 과학기지를 방문한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의 2010–2012년 항해경로를 이용하여, 장보고 과학기지로의 최적 항로를 분석하였다. 아라

온호는 최대 78%의 해빙 면적비를 보이는 구간까지 항해하였으며, 해빙 면적비가 클수록

느린 항해속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70%의 해빙 면적비까지는 평균 항해속도에 근접한 속도

로 항해가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아라온호는 70% 이하의 해빙 면적비에서 일반적이고 안

정적인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라온호가 항해한 A, B, C-항로에 대해 최근 10

년 동안 70% 이하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기간, 즉 항해 가능 기간을 도출하였다. A-항

로와 C-항로는 연간 최대 60여 일의 항해 가능 기간이 도출되었으나, 70% 이상의 해빙 면

적비로 인해 통상적인 항해가 어려운 연도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C-항로는 매년 70% 이하

의 해빙 면적비를 나타내는 기간이 존재하였으며, 항해 가능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89

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2012년에 아라온호가 운항한 항로(C-항로)를 장보고 과학기지

방문을 위한 선박의 최적 항로로 제시할 수 있었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의 해빙 면적비 자료는 남극해의 광범위한 해빙 분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쇄빙선의 항로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십

km에 해당하는 공간해상도와 정밀하지 못한 land mask는 남극대륙 연안지역에서 상세한

해빙 분포와 항로를 분석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해상도의 SAR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장보고기지에 인접한 연안지역의 해빙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 인접한 테라노바 만이 촬영된 총 62장의

COSMO–SkyMed SAR 영상을 이용하여 1–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38개의 간섭

영상을 생성하였고, 이로부터 해빙의 유형을 정착빙과 유빙으로 분류하였다. 정착빙에서는

최대 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간섭영상에서도 변위가 관찰되었으며, 변위의 방향과

간섭띠 변화율의 공간적 변화가 비교적 일정하였다. 반면 유빙은 시공간적 변화가 크기 때

문에 시간적 기선거리가 클수록 변위가 관찰되지 않았고, 변위가 관찰되더라도 변위의 방향

과 크기가 정착빙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간섭영상에서 구분되는 변위 특성을 통

해 정착빙과 유빙을 구분할 수 있었다. 간섭영상에서 구분이 어려운 유빙과 바다는 SAR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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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란 영상에서 유빙 표면의 균열을 관찰함으로써 구분하였다.

테라노바 만에서 정착빙의 면적은 10월부터 3월 사이에 감소하였고, 4월부터 7월까지 증

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7–9월에 정착빙의 면적은 최대로 증가하여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

었다. 반면 유빙의 면적은 2–5월에 증가하고, 5–7월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착

빙의 면적이 최대로 증가하는 7월부터 남극의 여름철인 2월까지 유빙의 면적은 최소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는 테라노바 만에서 정착빙과 유빙이 함께 생성되지만, 겨울로 갈수록

정착빙이 확장됨에 따라 유빙을 먼 바다로 밀어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테라노바 만의 정착빙 면적은 기온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기온이 감소하면 다시 증가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정착빙의 면적과 기온 사이의 상관관계는 약 2개월의 시

간차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풍속이 강해지는 시기에 정착빙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10 m/s 이상 풍속 비율은 정착빙의 면적과 매우 유사한 변화 양상을 나타냈

다. 이는 테라노바 만에서 강한 풍속이 빈번할수록 정착빙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고해상도 SAR 간섭영상을 통해 테라노바 만의 해빙 유형을 정밀하

게 분류할 수 있었고, 시간적으로 고해상도의 면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실측된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정착빙의 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해석할 수

있었다. 향후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대기와 해양에 대한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실측하고, 이

를 고해상도 SAR 영상에서 분석된 해빙의 시계열적 변화와 상호 비교 분석을 한다면, 테라

노바 만의 해빙의 형성과 확장, 소멸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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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 ice covers wide area in Terra Nova Bay in East Antarctica where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was built in 2014, which affects greatly on marine ecosystem

and the sailing of an icebreaker research vessel.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onduct the

study of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n sea ice for environmental research and field

activities in polar reg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optimum sea route and the

sailable periods of icebreakers by using the sea ice concentration data observed by

passive microwave sensors such as 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 (SSM/I) and

Special Sensor Microwave Imager/Sounder (SSMIS) for the last decade, and by using

sea route of the Araon, an icebreaker of Republic of Korea, from 2010 to 2012. It is

found that Araon is sailable in the route of sea ice concentration up to 78%. We

confirm that Araon can sail typically in the route with sea ice concentration below 70%

at which Araon maintained the speed close to the average speed for the entire sailing

period (~11 kn). We derived the annually sailable period, which is defined as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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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sea ice concentration below 70% through the route in the recent 10 years. The

maximum sailable period was analyzed to be about 60 days for the route of Araon in

2010 and 2011. However, the some years in the routes was observed because of sea ice

concentration of blew 70% through the routes. Meanwhile, the sailable period for the

routes of Araon in 2012 was observed in every year, which was a minimum of 15 days

and is a maximum of 89 days. Therefore, we could suggest that optimum route of

icebreaker to visit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is the route of Araon in

2012. High-resolution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mages are also used to investigate

sea ice condition near shoreline of Jangbogo research station. In this study, we

generated 38 interferograms with temporal baseline from 1 to 9 days from a total of 62

COSMO–SkyMed SAR images over Terra Nova Bay obtained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2. The land-fast sea ice (LFI) showed displacements in a constant direction

even in the interferogram with a temporal baseline of 9 days. Pack ice (PI) showed

large displacements in the distinctive direction from LFI, which could not be observed in

the interferograms with long temporal baselines due to large temporal decorrelation. The

area of the LFI was directly extracted from the interferograms by using its distinctive

displacement properties from the PI. The area of PI was extracted by investigating the

difference displacements from the LFI from the interferograms and by observing the

cracks on the ice from radar backscattering images. The extent of the LFI increased

from March to July (maximum extent of 170.7 km2) and decreased from October. The

extent of the PI increased from February to May and decreased from May to July when

the LFI increases dramatically. This was because the LFI was extended in austral

winter and pushed the PI to the open sea. The extent of the LFI and air temperature

showed an inverse correlation with a time lag of about 2 months, i.e. the extent of the

LFI decreases after 2 months of the increase in the air temperature. We observed that

the extent of LFI increased when the wind speed grew strong. The temporal variation

of the rate of more than 10 m/s of wind speed showed very similar to that of the

extent of the LF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