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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lineate subglacial and englacial images of the western Fourcade Glacier 
in Antarctica, GPR data were acquired along a 470 m profile in November 2006. 
Signature deconvolution, migration velocity analysis, and finite difference depth migration 
were effective in increasing vertical resolution, obtaining the velocity function, and 
yielding clear depth images of the mixed-phase single-channel data, respectively. The 
source signature was extracted through stacking reflection signals from the basement. 
The deconvolution successfully compressed the source signatures to increase temporal 
resolution and attenuated reverberations. Medium velocities were analyzed with 112 
diffraction events by the constant-velocity migration method based on the Stolt 
algorithm. Finally, depth migration based on the finite difference algorithm provided 
clear englacial and subglacial images in the laterally-varying velocity field.
Keywords: GPR, glacier, signature deconvolution, migration velocity analysis, depth 
migration

1. 서론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극지방 빙하의 양이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

히 아극지(subpolar region)에 해당하는 남극 남쉐틀랜드 군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이다. 남쉐틀랜드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킹죠지섬(King 
Georage Island)은 현재 지표의 91.7 %가 빙하로 덮혀 있으나, 1956~2000년도 사이에 

약 65 km2의 빙원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imões et al., 2004).
이러한 빙하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지하투과레이다(Ground Penetrating Radar, GPR) 
방법은 고주파를 사용하며, 얼음의 유전율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빙하연

구에 적합한 지구물리학적 도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GPR자료는 신호파형이 혼

합위상이어서 최소위상을 가정하는 대부분의 역대합(deconvolution) 알고리즘으로는 

수직분해능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Yilmas, 1987). 또한, GPR 자료는 공중

점(Common Midoint mehtod)방법이 간혹 적용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일채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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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므로 매질의 속도를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킹죠지섬의 Fourcade 빙하지역에서 획득한 GPR 자료를 신호

파형 역대합(signature deconvolution)으로 수직분해능을 향상시킨 후, 회절파의 상속

도 분석을 통하여 2차원적 속도를 구하고, 공간적으로 변하는 속도함수를 보간한 

속도함수를 사용하여 깊이구조보정(depth migration)을 실시하였다.

2. 자료획득

Fourcade 빙하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470 m의 

측선을 따라 중심주파수 50, 100, 500 MHz 안테나로 GPR 자료를 기록하였다. 이 

지역은 한국의 세종기지(King Sejong Station, KSS)와 아르헨티나의 쥬바니(Teninete 
Jubany Station, TJS)기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Fig. 1). 지표측점 및 고도는 빙하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3 mm/km의 오차 범위를 갖는 광파측량기를 이용하여 10 m 마

다 측정하였으며, 측선상의 최대 고도차이는 약 30 m 정도이다. 또한 측선의 위치

정보는 휴대용 GPS를 측선의 양 끝 부분에 설치하여 구하였다. 
GPR 자료는 50, 100, 500 MHz 안테나를 사용하여 획득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신

호/잡음비가 가장 높은 50 MHz 안테나 자료를 사용하였다. 50 MHz 안테나 자료는 

빙하가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평균 2.6 m/s의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서 획

득하였으며, 트레이스 당 4회의 중합하여 신호/잡음비를 향상시켰다. 안테나의 송수

신기 간격은 4.0 m로 고정되어 있으며, 송신기에서 발생된 20 ns의 레이다 펄스를 

샘플주파수 약 504 MHz로 3240 ns 길이만큼 기록하였다. 

Fig. 1. Map of the test site in western Fourcade Glacier. Locations of the King Sejong 
station (KSS) of Korea and the Teniente Jubany station (TJS) of Argentia are also 
ma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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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획득한 GPR 자료에 우선 위치정보 입력, 트레이스 편집, 직류성분 제거를 실시한 

후, 51 ns의 정보정을 통하여 모든 트레이스의 시작점을 0 ns로 보정하였다. 이후, 
하부시간대의 반사파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전파거리에 비례하는 이득을 곱하

는 프로그램 이득조절(Programmed Gain Control, PGC)을 적용하였으며, 저주파 차단 

필터(low-cut filter)를 사용하여 저주파 장비잡음을 감쇄시켰다. 초기시간대에 얼음과

의 간섭에 의해 나타나는 진한 띠모양의 배경잡음은 각 트레이스에 300 ns까지 기

록된 자료의 평균값을 빼줌으로써 제거하였으며, 수직경로시차 보정을 통하여 4 m
의 송수신기 간격을 보정하였다. 필터 적용 후, 기반암은 측선의 남서쪽에서 지표와 

가깝게 분포하나 북동쪽에서는 약 760 ns까지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빙체 

하부 경계를 따라 많은 회절파들이 기록된 모습을 보이며, 측선 거리 260~370 m 부

근에서는 산란 잡음(scattering noise)이 얼음체 내에서 나타난다(Fig. 2).

Fig. 2. NMO corrected radar section. Automatics gain control with a 100-ns window 
was applied to the radar section for display purpose only.

레이다 신호의 울림현상(ringing) 및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대합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혼합위상인 GPR 자료에 최소위상을 가정한 역대합 알고리즘을 적용

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GPR 자료상의 

빙체 하부경계에서 반사된 레이다파를 정보정한 후 중합하는 방식으로 신호파형을 

추출해 내는 방법(김기영 외, 2006)으로 신호파형 역대합(signature deconvolution)을 

실시하였다(Carroll, 1972; Ziolkowski, 1991). 신호파형은 신호대 잡음비가 비교적 높

은 거리 85~160 m 사이에 기록된 반사파 자료를 수평적으로 나열한 후, 수평중합하

여 구하였다. 200 MHz의 고주파 차단필터를 적용한 신호파형역대합 자료에는 울림

현상이 감소하고 수직분해능이 향상되어 신호파형이 성공적으로 압축된 양상을 보

인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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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dar section after signature deconvolution. The deconvolution successfully 
compressed the mixed-phase source signatures. Automatics gain control with a 100-ns 
window was applied to the radar section for display purpose only.

매질의 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록된 자료에 Stolt 알고리즘을 이용한 f-k 영역에

서의 상속도 구조보정을 실시하였다. 매질의 속도는 회절파가 사라질 때 구조보정 

속도와 일치하므로, 비교적 신호/잡음비가 양호한 112개의 회절파를 구조보정 속도 

1~188 m/μs의 범위 내에서 1 m/μs의 간격으로 자세히 분석하여 매질의 속도를 결

정하였다(Fig. 4).
속도분석 결과 공간적으로 변하는 속도함수를 평활화한 후, 유한차분 근사식을 이

용한 깊이구조보정을 실시하였다. 증분심도와 최대경사는 각각 0.1 m, 65 도로 정하

였다(Fig. 5).

Fig. 4. Migration velocity analysis based on the Stolt algorithm. Diffraction curves 
highlighted in ellipses take in shapes of (a) hyperbola before migration, (b) frown due 
to an erroneously lower velocity (Vm=120 m/μs), and (d) smile due to an erroneously 
higher velocity (Vm=180 m/μs), respectively. The correct velocity (Vm=153 m/μs) 
collapses diffraction energy to a point (Fig.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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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pth migration section. Compared with unmigrated data (Fig. 3), dipping 
reflectors were moved to their correct positions and most diffractions were collapsed 
efficiently.

4. 요약 및 결론

Fourcade 빙하지역에서 획득한 50 MHz 안테나 GPR 자료에 신호파형 역대합, 구조

보정 상속도 분석, 깊이구조보정 등의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빙체 하부경계면에서 

반사된 레이다파를 중합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신호파형을 이용하여 역대합한 자료

는 울림현상이 감소하고 수직분해능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서, 혼합위상의 레이다파

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상속도 구조보정을 이용한 단일채널 자료의 회절파 속도를 성공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으며, 빙체내부 및 빙하/기반암 경계면에서 분석한 회절파의 속도는 112-185 m/
μs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간적으로 속도가 변하는 속도함수를 이용한 깊이구조보정을 실시한 결과, 빙하 

내부의 단열이나 하부의 빙역토(till) 등에 의해 발생된 다수의 회절파가 사라지고 

수평해상도가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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