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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outhern Volcanic Zone (SVZ) of Chile consists of many volcanoes, including the
Mt.Villarrica and Mt.Llaima, and the two volcanoes are covered with snow at the top of Moun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ce caps and the volcanic activity of the
two volcanoes for 25 years by using the satellite image data are available in a time series. A total of 60
Landsat-5 TM and Landsat-7 ETM + data were used for the study from September 1986 to February
2011. Using NDSI (Normalized Difference Snow Index) algorithm and SRTM DEM, snow cover and
snowline were extracted. Finally, the snow cover area, lower-snowline, and upper-snowline, which are
quantitative indicators of snow cover change, wer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volcanic activity,
were extracted from the satellite images. The results show that the volcanic activity of Villarrica volcano
is more than 55% when the snow cover is less than 20 and the lower-snowline is 1,880 m in Llaima
volcano. In addition, when the upper-snowline of the two volcanoes is below -170m,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volcano is differentiated with a probability of about 90%. Therefore, the changes in volcanic
snowfall are closely correlated with volcanic activity, and it is possible to indirectly deduce volcanic
activity by monitoring the snow
Key Words : Landsat, volcanic activity, snow cover, snowline

요약 : 칠레에 위치한 남부화산지역(SVZ, Southern Volcanic Zone)에는 화산활동이 매우 활발한 Mt.

Villarrica와 Mt. Llaima 화산 있으며, 두 화산은Stratovolcano 형태이고 정상부에 만년설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하여 25년간 두 화산의 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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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칠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

하는 지역으로, 지난 수 세기 동안 화산폭발과 대지진

(2010년 칠레 마울레 지진, 규모 8.8)등으로 수많은 사망

자와 천문학적인 금전적 피해를 기록했다(Mora-Stock et

al., 2014). Nazca Plate(남아메리카 해양판 )가 South

American Plate(남아메리카 대륙판)으로 가라앉는 섭입

대에 위치한 칠레는, 활발한 지각운동으로 인하여 규모

7.0이상의 대지진과 VEI (Volcanic Explosivity Index) 3.0

이상의 화산폭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Dzierma and Wehrmann, 2010). 특히, Villarrica화산과

Llaima화산은 SVZ(Southern Volcanic Zone)에 속해있으

며 최근(2015년 3월 분화)까지 분화한 기록이 있는 세계

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Castruccio and Contreras, 2016). 두

화산은 고지대의 안데스산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의 정상부는 계절과 관계없이 0℃ 이하의 기온으로

유지되어 만년설로 둘러싸인 화산이다. 일반적으로 눈

은 열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지열 또는 고온의

가스를 방출하는 화산의 분화활동은 직접적으로 적설

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바 있다(Kim et al.,

2014).

주기적으로 화산활동을 하는 활화산의 적설변화를

직접적으로 장기간 관측하며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매

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

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 위성원격탐사를 활용할 경우, 접근이 용이치 않

은 지역을 쉽게 관측 가능하며, 넓은 범위의 자료를 손

쉽게 얻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시계열 관측을 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설을 관측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Park et al.,

2012).

인공위성영상자료를이용한화산분화모니터링은주

로 레이더 센서와 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다. 레이더위

성영상의 경우, 레이더 차분간섭기법을 이용하여 수cm

이내의 변화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관측

이 가능하여 화산분화의 전조 현상(지반의 융기 등)을

관측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왔다(Jo et al., 2017). 열 적

외선 위성영상의 경우 LSTD(Land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복사율을 지닌 지표

간의 상대적인 지표온도의 차이를 정밀하게 추정함으

로써 화산을 모니터링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왔다

(Jung et al., 2013). 그러나, 적설에 둘러싸인 화산의 관측

에는 열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 위성의 관측은 매우 제한

된다. 지표가 눈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열 적외선 위성영

상을 이용한 LST(Land Surface Temperature) 관측에 제한

이 있으며, 레이더 간섭기법의 경우 위상의 차를 이용하

여야 정밀한 관측이 수행되는데, 적설로 인하여 지표의

상태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관측에 한계점을 지닌다.

반면에 광학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할 경우 화산활동에

따른 적설면적 및 적설고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기 때

문에 적설로 덮인 화산을 관측하기에 매우 적합한 센서

라 할 수 있다.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적설변화 연구는 다음과 같

다. Hall(1995)은 일반적으로 눈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2

번 밴드(Green band)와 5번 밴드(SWIR band)를 이용한

NDSI (Normalized Difference Snow Index)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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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변화와 화산활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1986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60장의 Landsat-5 TM 및 Landsat-7 ETM+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위성영상 기반의 NDSI(Normalized

Difference Snow Index) 알고리즘과 SRTM DEM을 활용하여 각 영상의 적설 면적 및 설선고도를 추출하

였다. 최종적으로 화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적설변화양상의 정량적 지표가 되는 적설면적,

lower-snowline, upper-snowline을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하여 각각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화산활동 유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Villarrica화산은 Llaima 화산에서 적설면적이 20 이하일 때, lower-

snowline이 1,880m을 이상일 때 55%이상의 확률로 화산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 가능하였다. 또한 두 화산

의 upper-snowline이 -170m 이하 일 때, 90% 이상의 확률로 화산이 분화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

서 화산의 적설 변화는 화산활동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며, 적설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화산활동을 간접

적으로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활용하여 만년설을 구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Han

and Kim(2004)의 연구에서는 SPOT/VEGETATION 영

상을 활용하여 눈과 구름의 분류 알고리즘에 대하여 제

안하였다. Ha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MODIS 영상의

Snow cover product를 이용하여 히말라야 산맥의 적설

면적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Park et al.(2016)은 Landsat

위성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에 위치한 킬리만자로의 시

계열 적설변화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종설 시점

을 예측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인공

위성을 이용한 적설변화 연구에서는 단순히 면적변화

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적설의 종설 시점 등을 예

측하는 연구에 그쳤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산의 적설면적 및 최저, 최고 설선고도를 비교하여 화

산활동과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칠레 연구지역과 관련된 연구로, Southern Volcanic

Zone의 활화산 및 단층에 위치한 다양한 화산들의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Camiz et al., 2017;

Wehrmann and Dzierma, 2011; Cembrano and Lara, 2009;

Bown and Rivera, 2007; Rivera et al., 2006). 특히 최근 2015

년 3월 분화한 기록이 있는 Villarrica 화산의 분화활동에

대한 지질학적, 기상학적, 암석학적인 연구들이많이 진

행되어 왔으며(Hickey-Vargas et al., 2016; Cigolini et al.,

2013; Castruccio et al., 2010; Ortiz et al., 2003), VEI 3이상

의 강력한 화산폭발을 기록했던 Llaima 화산역시 30년

이내에 화산분화할동을 진행할 확률이 80%이상 되는

화산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Maisonneuve et al., 2012).

Rivera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화산에 존재하는

적설은 화산활동에 의한 영향으로 지표면 열이 상승함

에 따라 기반암 위에서 급격하게 녹는 특성이 있음을 실

험을 통해 밝혀내었으며, 또한 Rivera et al.(2013)의 연구

에서는 칠레의 Villarrica 화산 표면의 에너지수지와 표

층 적설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 자동 기상관측소

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수년간 관측한 결과, 화산을 덮

은 적설의 에너지수지 (energy-balance) 및 물질수지

(mass-balance)의 변화는 화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결과는 화산분

화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SVZ내에 존재하고

있는MOCHO 화산의 경우 빙하의 표면이 순수한 얼음

결정이기 때문에 표면이 절연효과를 얻어 눈이 쉽게 잘

녹지 않는 결과를 보인 반면, Villarrica와 Llaima는 화산

재와 파편에 의해 뒤덮인 눈의 특성을 띄기 때문에 동

일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화산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Crawford et al., 2013).

따라서, 두 화산의 경우 적설변화와 화산활동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지역이라 할 수 있으

며, 본 연구와 같이 적설의 변화와 화산의 활동과의 관

계를 분석한 연구는 처음 시도되는 것임으로 그 의의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광학위성인 Landsat TM/

ETM+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화산과 온도 변화에 민감

한 적설의 변화와 화산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화산의 활동과 적설의 변화가 밀접 하게 관련이 있

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화산을 둘러싼 적설변화를 통

해 화산활동의 유추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향후 유

사 화산에 적용 가능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2. 연구지역 및 자료

1) 연구지역

본 연구의 연구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남

아메리카 칠레 중남부화산지대(Southern Volcanic Zone,

SVZ; 남위 37~46°)의 Temuco지역에 위치한 Llaima화산

과 Villarrica화산이다.

Llaima 화산은 남위 38.41°, 동경 71.43°의 안데스 산맥

에 위치하고 정상부의 고도는 3,125m로 칠레의 화산 중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이며, 1640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번 분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 . Volcanic Explosivity

Index(화산폭발지수, VEI)가 4이상을 기록한 강력한 화

산폭발(2008년, 2009년의 스트롬볼리안식 분출)기록에

따르면 분출 시기 동안 융설과 생성된 라하르로 인해 인

근지역에 위험을 초래한 바 있다(Fig1. (a)). Maisonneuve

et al.(2012)에 의하면 Llaima 화산에서 일어난 4번의 역사

적인 분화를 분석한 결과 화산폭발 시 주암석인 감람석

의 많은 양이 녹은 특성으로부터 마그마가 4km이내에

얕은 깊이에 저장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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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rrica 화산은 남위 39.42도, 동경 71.95도에 위치하

고 정상부의 고도는 2,860m로, 칠레에서 가장 화산활동

이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이다. 최근 2015년 3월에도 분화

하여 500명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인근 주민 4000명

이 대피한 기록이 있으며, 산의 중심부로부터 약 30km2

의 면적이 눈으로 덮여있는 화산이다(Bredemeyer and

Hansteen, 2014)(Fig. 1(b)).

지리적으로 Villarrica 화산과 Llaima 화산은 칠레의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뚜렷한

사계절이 존재한다. 칠레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

문에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5월~10월이 가을, 겨울로

200mm 내외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11월~4월은 봄,

여름으로 50mm 내외의 적은 비가 내린다(Fig. 2).

2) 연구자료

화산활동에 의한 적설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5

년(1986년~2011년)간 총 60장의 위성영상자료(Landsat

TM 및 ETM+)와 SRTM DEM(30m) 고도자료를 사용하

였다(Table. 1). Villarrica 화산의 화산활동이력을 기록하

고 있는 Global Volcanism Program 에 따르면 1984년부

터 2012년 까지 총 14번 VEI 1 이상의 화산활동이 공식

적으로 관측된 바 있으며, Llaima 화산의 경우 동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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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map of Llaima(a) and Mt. Villarrica(b), respectively. (Global Volcanism program, 2016).

Fig. 2. Precipitation data(a), temperature data(b) in 2011 at the Temuco station.



에 약 11번 VEI 1 이상의 화산활동이 공식적으로 관측

되었다. 온도 및 강수량 자료는 칠레의 Temuco 지역 기

상데이터를 온라인 웹사이트 (http://en.tutiempo.net/

climate) 로부터 획득하였다.

3.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Landsat 위성 영상을 활용 하여 화산

의 적설 변화와 화산활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수행의 흐름은 Fig. 3과 같다.

총 60장의 기상상태가 양호한 위성영상 수집 후, 영상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NDSI를 이용하여 눈을 추출

한 후 그 적설의 면적을 계산 한 뒤, SRTM DEM을 이용

하여 적설의 고도를 분석하여 화산의 적설과 화산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대기보정

광학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수년이상 화산의 적

설 변화 분석을 수행 할 경우 각 시기별 영상자료의 태

양고도, 대기의 조건 및 토양보습 상태 등이 서로 다르

기 때문에 이들 자료의 정규화를 통한 대기보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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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D Date Sensor Temp (℃) ID Date Sensor Temp (℃)
1 19860925 TM 12.4 31 20040114 TM 20.6
2 19861112 TM 13.5 32 20040318 TM 12.4
3 19861230 TM 13.1 33 20040505 TM 9.1
4 19870115 TM 17.6 34 20040606 TM 4.3
5 19900216 TM 15.7 35 20040910 TM 5.6
6 19980214 TM 18.2 36 20050201 TM 18.5
7 19980403 TM 13.9 37 20050305 TM 12.8
8 19980825 TM 6.2 38 20050321 TM 10.3
9 19990524 TM 5.1 39 20050422 TM 7.7
10 19990921 ETM+ 12.6 40 20050913 TM 13.5
11 19990929 TM 10.5 41 20060220 TM 17.7
12 19991007 ETM+ 9.9 42 20060409 TM 13.3
13 19991023 ETM+ 14.9 43 20060511 TM 7.9
14 19991116 TM 12.7 44 20060714 TM 1.6
15 19991210 ETM+ 16.8 45 20060916 TM 6.8
16 20000111 ETM+ 15.1 46 20061103 TM 10.1
17 20000127 ETM+ 17.4 47 20061119 TM 12.7
18 20000331 ETM+ 10.6 48 20070106 TM 15.6
19 20010214 ETM+ 15.4 49 20070327 TM 10.3
20 20010817 TM` 4.8 50 20070428 TM 6.4
21 20011012 ETM+ 10.0 51 20070701 TM 9.7
22 20011129 ETM+ 14.3 52 20070818 TM 6.1
23 20011207 TM 15.3 53 20080210 TM 18.4
24 20020116 ETM+ 17.7 54 20081226 TM 16.9
25 20020201 ETM+ 18.5 55 20090111 TM 17.9
26 20020305 ETM+ 12.2 56 20090212 TM 15.1
27 20030220 ETM+ 10.1 57 20091111 TM 10.8
28 20030308 ETM+ 15.0 58 20101114 TM 11.3
29 20030409 ETM+ 8.9 59 20110101 TM 16.9
30 20031010 TM 8.1 60 20110218 TM 18.0



하다. 대기의 영향들에 대한 보정은 위성에 기록된 디

지털 수치(DN)를 복사휘도 값(Radiance)으로, 복사 휘

도 값을 지표의 반사율(Reflectance)로 변환함으로써 수

치화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보정은 대기의 영향뿐만

아니라 위성 센서에 대한 보정 등을 모두 포함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 보정을 위해 Chavez(1996)가 제

안한 COST(cosine approximation)대기보정 모델을 사용

하였다. 이 모델은 대기의 하향복사량은 무시해도 될 만

큼 미미하다고 가정하고, 태양에서 지표까지의 대기투

과율을 cosine 값으로 근사화한 것이 특징이다. COST

대기보정 모델은 식 (1)과 같다.

                    ρ =                      (1)

Chavez는 현실적으로 반사율이 0인 완전 흑체인 지

역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가정하에 완전 흑체의 반사율

을 1%로 결정하고 이로부터 대기의 상향 복사량을 구

하였다. Chavez가 제안한 대기의 상향 복사량은 다음 식

(2)을 통해 구할 수 있다.

               Lp = Lsd-            (2)

위의 식에서 Lλ은 위성센서에 기록된 복사휘도 값

(radiance), ρ는 지표의 반사율(reflectance), ESUNλ은 태

양으로부터 복사된 복사조도(irradiance), d는 태양과 지

구와의 거리이며, Tθ0는 대기의 투과율, θZ는 태양의 천

정각(zenith angle)을 의미한다.

2) NDSI (Normalized Differenced Snow Index)

일반적으로 적설지역은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파장

대역에서 매우 높은 반사율을 가지며, 약 80%의 반사율

�(Lλ – Lp)d2

ESUNλ × Tθ0 × COSθZ

ρ × COSθz × ESUNλ

d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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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tailed work flow in this study.



을 가지고 있으며(Hall et al., 1995), 구름과 그 반사대역

이 비슷하기 때문에 육안으로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구

름과 적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SWIR 파장대역에서의

반사도 차이를 이용하여 구분하여야 하는데, 구름의 경

우 적설에 비해 밀도가 낮고 입자의 크기가 눈에 비해

작기 때문에 태양 스펙트럼의 1.65 mm 파장대역에서는

그 반사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1.65

mm 파장대역을 이용하여 적설지역과 구름을 구별하기

위하여NDSI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며, 식 (3)과 같다.

                     NDSI =                        (3)

위 식에서 ρ0.56µm은 0.56µm 파장대역에서의 반사율을

의미하며 Landsat의 2번 Green밴드에 해당하고, ρ1.65µm
은 1.65µm 파장대역에서의 반사율을 의미하며 Landsat

의 5번 SWIR밴드에 해당한다.

3) Snowline 결정

Snowline을 결정하기 위해서 NDSI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적설로 분류된 화소를 가장 고도가 낮은 값에서 높

은 값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99%의 신뢰구간으

로 양끝 0.5%값을 오차 값으로 간주하여 제거하였다.

Lower-snowline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값으로부

터 0.01%에 해당하는 화소값 까지의 중간값을 lower-

snowline으로 결정하였으며, 반대로 가장 높은 값으로

부터 0.01%에 해당하는 화소값 까지의 중간값을 upper-

snowline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각 화소에 Landsat 위성

영상자료의 공간해상도(30m)에 해당하는 면적을 곱하

여 적설의 총 면적을 구하였다.

4. 결 과

1) 적설면적의 변화

Fig. 4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간 두 화산 적설

면적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Villarrica 화산의 경우

적설면적의 평균은 약 60.3로, 회귀직선에 따라 계산한

ρ0.56µm – ρ1.65µm
ρ0.56µm + ρ1.65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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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snow cover area variations at Mt. Villarrica(a), Mt. Llaima(b) during 1986-2011
and comparison of snow cover between Mt. Villarrica and Mt.Llaima(c).



결과 25년간 연 0.4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Fig. 4(a)),

Llaima 화산의 경우 평균 약 64.4로 회귀직선에 따라 계

산한 결과 25년간 약 0.36의 증가율을 보였다(Fig. 4(b)).

즉, 25년간 칠레 중남부지역의 적설은 시간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

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Llaima 화산

의 적설면적의 표준편차가 Villarrica 화산에 비해 큰 값

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화산분화 활동이 더 활발하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Fig. 4(c)는 두 화산에서 동일한 시기

에서의 적설면적을 각각 추출하여 비교한 그래프를 보

여준다.

두 화산은 직선거리 80km이내에 위치한 산으로써,

동일한 기후의 영향을 받으므로 99%이상의 높은 상관

성을 지닌다. Villarrica화산의 경우 적설면적이 40보다

적을 때 화산분화 활동을 할 확률이 높으며, 28개 영상

중 화산활동을 기록한 시기가 12개로 43% 의 확률로 분

화하였다. Llaima화산의 경우 적설면적이 20보다 적을

때 화산분화 활동을 할 확률이 높으며, 19개 영상 중 11

개로 58%의 확률로 분화하였다. 즉, 두 화산의 적설면

적이 각 20보다 적어진다면 화산분화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 가능하다.

2) Lower-snowline의 변화

Fig. 5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간 두 화산

lower-snowline의 변화를 60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시계

열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lower-snowline이란 산을 둘러

싸고 있는 적설의 가장 낮은 한계선을 의미하며, 일반

적으로 기온감률에 따라 기온이 영상에서 영하로 전환

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 Villarrica 화산의 lower-

snowline 평균은 약 1555m이며 각 결과값을 회귀식에

넣고 대입한 결과 표준편차는 99.02m 이며 연 3.97m씩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5(a)), Llaima화산의 경

우 평균 약 1668m이며 회귀식에 대입결과 표준편차는

121.59m로 연 1.77m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5(b)).

이러한 결과는 Llaima화산의 더 활발한 화산활동 결과

지열이 발생하고 lower-snowline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큰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Fig. 5(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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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series of lower-snowline variations at Mt. Villarrica(a), Mt. Llaima(b) during 1986-2011
and comparison of lower-snowline between Mt. Villarrica and Mt.Llaima(c).



Villarrica와 Llaima의 lower-snowline을 비교한 그래프이

다. 두 화산의 분화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한쪽 화산

의 lower-snowline이 상승하면, 다른 한쪽 화산의 lower-

snowline도 상승하는 95%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

고 있다. 회귀직선으로부터 떨어져있는 이상치 값은 한

쪽의 화산활동이 더 활발하여 직접적으로 lower-

snowline에 영향을 미친 값으로 볼 수 있다. 또한, Fig. 5

에서Villarrica화산의 lower-snowline이 1780m 보다 높고,

Llaima화산의 lower-snowline이 1880m보다 높은 총 60장

의 영상 중 11개의 영상에서 화산분화 활동이 있었음을

관측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두 화산의 lower-snowline

이 약 1800m 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화산분화이 분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5(c)에서 회귀직

선이 Llaima 화산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은 Llaima의

위도가 남위38도로, Villarrica가 위치한 위도(남위 39도)

보다 적도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화산정상부의 적설 변화

화산활동으로 인한 적설의 변화는 화산 정상부의 칼

데라 부근에서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는다. 화산가스,

화산쇄설류, 화산이류, 마그마의 분출 등에 의해 적설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의 화산 정상부(칼데라)부근의

적설면적 변화는 화산활동의 유무와 가장 밀접한 관계

에 위치한다. Fig. 6(a), Fig. 6(b)는Villarrica와 Llaima 화산

정상부 4의 지역에서 적설면적의 변화를 시계열로 표

시한 그래프이다. 인근 지역의 휴화산의 경우 기온감률

에 의해 항상 기온이 영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산정상부

의 적설면적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Villarrica와 Llaima

화산 모두 정상부의 적설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두 화

산의 화산활동의 유무를 파악 가능하다. Llaima 화산의

정상부 적설면적의 표준편차는 1.02로 Villarrica 화산의

산정상부 적설면적의 표준편차 0.2보다 약 1이상 큰 편

차를 나타내었고, Llaima 화산의 연 적설면적 감소율은

0.04로 Villarrica보다 급한 기울기를 나타내었으며, 이러

한 결과로부터 Llaima화산이 더 활발한 화산활동을 하

고 있고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산활동으로 인한 산정상부의 적설면적의 변화의

중요성만큼, 산 정상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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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 series of snow cover area variations at top of Mt. Villarrica(a), Mt. Llaima(b) during 1986-2011 and
time series of upper-snowline variations at top of Mt. Villarrica(c), Mt. Llaima(d) during 1986-2011.



snow-line의 변화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정상부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에서 형성되는 고도를

upper-snowline이라고 명하였고, 화산 정상고도를 0m로

표시하고 이로부터 낮은 고도에 위치한 upper-snowline

을 거리차이에 따라 음의 값으로 표시하였다. Villarrica

화산의 경우 upper-snowline이 약 -20m~-150m까지 분포

되어있고(Fig. 6(c)), Llaima 화산의 경우 약-60m~-270m까

지 넓게 분포되어있다(Fig. 6(d)). 이와 같은 결과는 산정

상부의 적설이 화산활동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화

산활동에 의한 적설변화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Villarrica 화산은 -20m에서부터 upper-snowline이

형성되는 것과 비교하여 Llaima 화산이 -60m에서 형성

되는 것은 Llaima화산의 마그마의 저장소가 정상으로

부터 4km지점, 즉 보다 얕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비롯된 화산활동으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Maisonneuve et al., 2012).

두 화산의 적설면적을 비교한 Fig. 4(c)는 99%의 상관

관계, lower snowline을 비교한 Fig. 5(c)는 95%의 높은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Fig. 7의 upper-snowline은 47%

의 비교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

한 시기에 동시에 분화한 화산일지라도, 산정상부에서

는 화산활동의 정도에 따라 적설변화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산정상부의 upper-snowline의 변화분석을

통해 더 민감하게 화산활동의 유무와 정도 차이를 비교

할 수 있다. 회귀직선으로부터 1σ 이내에 포함하지 않

는 9개의 이상치 값들은 화산활동에 의한 영향으로부

터 나타난 결과로, 우 하단의 이상치 4점은 Llaima의 화

산활동에 의한 영향이며 , 좌 상단의 이상치 3점은

Villarrica의 화산활동에 의한 영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Villarrica 화산분화기록, Llaima 화산분화기록과 비교했

을 때 이상치 9점은 모두 정확히 화산분화시기와 일치

한다. 특히, 편차가 큰 Llaima 화산의 이상치 4점은 VEI

3이상의 강력한 화산분화시기로, 화산활동으로 인해

산정상부의 적설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 1σ 이

내의 구역은 산 정상부의 upper-snowline이 일정한 오차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것으로써, 화산활동이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로 정의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Llaima의

upper-snowline이 -170m 이상의 고도이면서, Villarrica의

upper-snowline이 -140m 이상 일 때이다. 반면에, 회귀직

선으로부터 1σ 이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Llaima

의upper-snowline이 -170m 이상의 고도이면서 Villarrica

의 upper-snowline이 -140m 이상 일 때, 90% 이상의 확률

로 화산이 분화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Fig. 7).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광학위성영상인 Landsat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민감한 적설의 변화와 화산활동

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화산의 활동과 적설의 변

화가 밀접 하게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

해 화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적설변화양

상의 정량적 지표가 되는 적설면적 , lower snowline,

upper snowline을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하여 각각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화산활동 유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두 활화산 Villarrica와 Llaima에서 적설면

적이 20km2이하일 때, lower-snowline이 1,880m 이상 일

때 약 50% 이상의 확률로 화산분화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 가능하였다. 그러나, 적설면적의 변화와

lower-snowline의 변화만으로는 화산활동의 유추가능

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화산정상부근

의 적설변화 비교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화산 정

산부근의 upper-snowline 비교를 통해 회귀직선으로부

터 1ρ 이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Llaima의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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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upper-snowline between Mt. Villarrica
and Mt.Llaima.



snowline이 -170m 이상의 고도이면서 Villarrica의 upper-

snowline이 -140m 이상 일 때, 90% 이상의 확률로 화산

이 분화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활화산의 화산활동으로부터 적설면적의 변화, lower-

snowline의 변화, upper- snowline의 변화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을 분석하여 화산활동과 변화와

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화산활동에 의한

적설면적의 변화와 최저설설고도의 변화는 그 변화 정

도가 미미하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데 반해, 정상부

의 upper-snowline은 화산활동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

므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만년설로 둘러싸인 화산활동

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

단된다. 본 연구는 광학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화산을 둘

러싼 적설변화를 통해 화산활동의 유추가능성을 확인

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지만, 향후 마그마 저장소

(magma chamber)의 위치에 따른 적설변화 분석을 통하

여 역으로 적설변화를 통해 마그마 저장소의 위치를 찾

아내는 연구로 그 방향성을 넓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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