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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인공위성 고도계의 발전과 더불어 전지구적 해양조석모델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인공위성 고도계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남극주변 해역에서는 해양조석모델에 

여전히 큰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매우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남극주변의 해빙 역시 해양조석을 정확

하게 관측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운영되었던 고해상, 고정밀 레이져 고도

계인 Ice, Cloud, and land Elevation Satellite(ICESat)을 통해 남북극 해양을 덮고 있는 해빙의 프리

보드(해수면으로부터 해빙표면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해빙의 갈라진 틈에서의 해

수면 표면의 고도를 관측함으로써 통계적으로 프리보드를 계산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남북극 해빙량을 

보다 정확하게 관측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ICESat 자료로부터 해수면 

고도와 프리보드를 계산하였다. 크로스오버(crossover, 두 인공위성 트랙의 교점)에서 서로 다른 시간

에 관측된 해수면 고도 차이는 조석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여러 조석모

델을 검증하였다. 남극주변 해역에서 프리보드는 최대 2m까지 관측되기 때문에 해빙의 두께변화는 

조석모델 검증에 큰 장애가 되지만 통계적으로 추정된 해수면 고도 자료는 조석모델 검증에 충분한 

정확도를 가진다 (Fig. 1) 이 연구에서 검증된 6개의 조석모델(GOT99.2, GOT4.7, TPXO7.1, TPXO7,2, 
FES04, CATS2008a)의 오차는 0.18m에서 0.29m 범위에 분포하며, CATS2008a 모델이 가장 낮은 오

차를 보인다 (Fig.2). 전반적으로 Ross 해 북서쪽과 Weddell 해 북서쪽의 대륙붕 경계지역에서 큰 오

차가 나타난다. 프리보드와 조석모델 오차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해수면 고도 추정 오차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조석모델 검증을 위해서는 프리보드가 0.3m 이하인 

지역에서의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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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Distribution of mean freeboard 
heights at the crossovers. The thick 
black line indicates the areas of Ross 
Sea and Weddell Sea and the thick 
dashed line shows the maximum 
latitude of T/P satellite altimetry 
mission. The thin black lines show the 
isobath of 1000, 2000, and 3000m. 
The black dots indicate the locations 
of Antarctic tide gauges. (b) RMS 
errors of the prediction from GOT99.2 
model compared to the crossover 
differences of ice surface elevation 
(Δh). (c) Same as (b), but compared 
to the crossover differences of sea 
surface height (Δhssh). The color 
shadings are evaluated at 25km ´ 
25km spacing by averaging the data 
within the search radius of 25 ~ 
100km according to the crossover 
density.

Fig. 2. RMS errors of six tide models derived 
from the crossover differences of sea 

surface height (Δhssh).  The color shadings 
are same as those in Fig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