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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ndfast sea ice (LFI) in Terra Nova Bay, East Antarctica where the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is located, has significant influences on marine ecosystem and the sailing of an icebreaker.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spatio-temporal variation of the LFI in Terra Nova Bay. In this
study, we chose interferometric pairs with the temporal baseline from 1 to 9 days out of a total of 62
COSMO-SkyMed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mages over Terra Nova Bay obtained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2, and then constructed the coherence image of each pair. The LFI showed coherence
values higher than 0.3 even in the interferometric SAR (InSAR) pairs of up to 9-days of temporal baseline.
This was because the LFI was fixed at coastline and thus showed low temporal phase decorrel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herence on LFI, We defined the areas of LFI that show spatially
homogeneous coherence values higher than 0.5. Pack ice (PI) and open water showed low coherence
values due to large temporal phase decorreation caused by current and wind. Distinguishing PI from open
water in the coherence images was difficult due to their similarly low coherence values. PI was identified
in SAR amplitude images by investigating cracks on the ice. The extents of the LFI and PI were estimated
from the coherence and SAR amplitude images and their temporal variation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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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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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while the correlation between wind speed and the extent of the LFI was very low. This
represents that the extent of LFI in Terra Nova Bay are influenced more by the air temperature than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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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극지방의 해수표면이 결빙되어 형성된 해빙(sea ice)

은 전 지구적인 기후 및 환경 변화를 분석하는데 일차

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Bjørgo et al., 1997; Cavalieri

et al., 1999; Parkinson et al., 2001). 남극의 해빙은 대부분

유년 해빙(young ice) 및 일년생 해빙(first year ice)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빙 면적이 최대인 9-10월과 최소인 2

월의 면적 차이는 약 1.6×107 km2이다. 이러한 해빙이

전 지구적 기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Allison et al., 1993). 특히 해안에 고착되어 있는 정착해

빙(landfast sea ice, LFI)은 고위도 지방에서 대기와 해양

사이의 열 전달 작용을 방해하여 국지적 기후변화를 야

기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 종의 서식지 형성에

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Giles et al., 2008). 따라서 정착

해빙의 분포 및 계절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해빙은 인간의 접근이 제한적이고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원격탐사가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다. 현재 광학센서(optical sensor), 영상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passive microwave sensor)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인

공위성에 탑재되어 극지의 해빙을 관찰하고 있다(Han

and Lee, 2007). 광학 센서의 경우 태양고도와 기상조건

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름이 많고 6개월간 흑야

현상이 지속되는 극지방에서는 고품질의 자료를 확보

하기가 쉽지 않다.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와 SAR는 태양

고도와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학영상

에 비해 효용성이 크다. 그러나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는 시간해상도가 ~1일로 높은 반면, 수십 km의 공간해

상도를 가지는 단점이 있어 해빙의 국지적 분포 및 변

화 연구에 사용하기 어렵다. SAR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빙의 시공간적 분포 변화를 연

구하는데 있어 다른 종류의 위성자료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획득된 2장 이상

의 SAR 영상으로부터 산란체의 위상 차이를 계산하는

레이다 간섭기법(SAR Interferometry; InSAR)은 관측 대

상의 표면변위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어 해빙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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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위치한 동남극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은 해양 생태계 및 쇄빙선의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에 대한 시공간적 변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테라노바 만이 촬영된 총 62개의 COSMO-SkyMed 영상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을 이용하여 1-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38개의 간

섭쌍을 구축하였고, 각각의 간섭쌍에 대한 긴밀도를 분석하였다. 정착해빙은 해안에 고착되어 시간적 위상

오차가 작았으며, 최대 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간섭쌍에서도 0.3 이상의 높은 긴밀도를 유지하였

다. 이와 같이 정착해빙의 작은 시간적 위상오차에 기초하여, 각각의 긴밀도 영상에서 0.5 이상의 긴밀도가

공간적으로 균질하게 관찰되는 영역을 정착해빙으로 정의하였다. 유빙과 바다는 해류와 바람에 의해 유동하

여 시간적 위상오차가 크기 때문에 낮은 긴밀도를 보였다. 긴밀도 영상에서 바다와 구분이 어려운 유빙은

SAR 후방산란강도(amplitude) 영상에서 유빙 표면의 균열(crack)을 관찰함으로써 검출하였다. 긴밀도 및

SAR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정착해빙과 유빙의 면적을 산출하였고, 시간에 따른 해빙의 면적변화를 분석하였

다.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 면적은 3월 이후 증가하여 7월에 최대 170.7 km2을 나타냈고, 10월부터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빙의 면적은 2-5월에 증가하고, 정착해빙의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5-7월에 감소

하였다. 긴밀도 영상에서 분석된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 면적을 장보고 과학기지의 자동기상관측기구로 측

정된 기온 및 풍속과 비교하였다. 정착해빙 면적은 기온의 증감과 약 2개월의 시간차를 가지는 역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반면 풍속과 정착해빙의 면적은 서로 매우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테라노바 만의 정착

해빙 면적 변화가 풍속보다는 기온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성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Dammert et

al., 1998; Massonnet and Feigl, 1998; Han and Lee, 2011).

뿐만 아니라, 레이다 간섭영상의 질을 평가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긴밀도(coherence)는 산란체의 후방산란

에 대한 시간적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해빙

의 역학적 특성에 기초한 해빙유형 구분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인공위성 SAR를 이용한 해빙 연구들이 다

수 수행되어 왔다 . Peterson et al. (2008)은 ENVISAT

ASAR 및 Radarsat-1 SAR 영상에서 관측된 북극 정착해

빙의 후방산란을 현장에서 측정된 정착해빙 표면의 거

칠기 및 두께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정착해빙 표면

의 거칠기와 후방산란 사이에 높은 양의 상관성이 있음

을 밝혔다. Giles et al. (2008)은 동남극 해안의 정착해빙

에 대해 Radatsat ScanSAR 영상으로 후방산란을 관측하

였고, 이로부터 정착해빙의 면적과 표면 거칠기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SAR를 이용한 해빙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Leberl et al.,

1983; Leppäranta et al., 1998; Nystuen et al., 1992). 그러나

기존의 해빙 연구들은 대부분 해빙 분류, 해빙 두께 분

포 및 속도 모델링, 해빙 움직임 및 변형 특성 규명에 집

중되어 있고, 고해상도 SAR 영상을 통해 정착해빙의 면

적에 대한 시간적인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장보고 과학기지가 위치한 동남극의 테

라노바 만(Terra Nova Bay)에는 연중 대부분의 시기에

정착해빙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해빙은 테라노

바 만에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쇄

빙 연구선인 아라온호의 운항 및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에 대한 시

공간적 변화 연구는 동남극 지역에서 장보고 과학기지

를 거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 및 현장 활동

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테라노바 만이 촬영

된 시계열적 COSMO-SkyMed (COnstellation of small

Satellites for Mediterranean basin Observation) SAR 영상

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간적 기선거리(temporal baseline)

를 가지는 간섭영상(interferogram)을 생성하고, 긴밀도

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해빙 표면의 긴밀도를 분석하

여 해빙 유형과 바다를 구분하였고, 이로부터 정착해빙

을 검출하여 시간적인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착해빙의 면적 변화와 기온, 풍속과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2. 연구지역 및 연구자료

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74° 37′ 4′′S, 164°

13′ 7′′E)에 인접한 동남극 테라노바 만이다. Fig. 1(a)는

Analysis of Annual Variability of Landfast Sea Ice near Jangbogo Antarctic Station Using InSAR Coherenc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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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SMO-SkyMed SAR image over Terra Nova Bay, East Antarctica, obtained on 11 November 2011.



2011년 11월 11일에 획득된 COSMO-SkyMed SAR 영상

으로 장보고 과학기지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Campbell

빙하와 서쪽에는 Priestly 빙하가 위치한다. 테라노바 만

에는 여름을 제외하고 연중 9-10 개월 동안 정착해빙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 해안을 따라 강한 활강풍

이 부는 지역이다(Bromwich and Kurtz, 1984). 이 지역은

연중 -30℃에서 5℃의 기온 변화를 보이며 평균 적설량

은 연간 170 kg/m2로 추정되고 있다(Stenni et al., 2000).

이러한 강한 활강풍과 큰 폭의 기온 변화는 정착해빙의

면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rkus et al.,

2003; Markus and Dokken, 2002).

2)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21일

까지 테라노바 만이 촬영된 총 62개의 COSMO-SkyMed

SAR 영상을 이용하였다. COSMO-SkyMed는 총 4기의

위성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 주파수 9.6 GHz의

X-band SAR 시스템을 탑재하여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

공하고 있다(Han and Lee, 2014). 각각의 위성은 16일의

시간 해상도를 가지지만, 4기의 위성이 영상을 획득함

으로써 최소 1일의 매우 짧은 시간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SAR 영상

은 Stripmap 모드에서 획득된 single look complex 영상으

로, 40 km의 관측폭, 3 m의 공간해상도, VV 편파, 40°의

레이다 입사각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기온 및 풍속에 따른 정착해빙의 면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장보고 과학기지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Automatic Weather System, AWS)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매 시간 측정된 기온

과 풍속자료를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

SAR 영상으로부터 정착해빙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정착해빙과 유빙, 바다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

부분의 정착해빙은 표면이 부드럽고 눈으로 덮여있기

때문에(Han and Lee, 2007) 약한 후방산란을 나타내는

데, 이는 파랑 및 파고가 약한 상태의 해수 표면과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정착해빙의 가장자리가 붕괴되

어 형성된 유빙은 정착해빙과 서로 유사한 후방산란 특

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Han and Lee, 2011),

SAR 영상의 후방산란 정보만으로 해빙 유형을 구분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레이다 간섭기법의 적용에서 긴밀도는 SAR와 산란

체 사이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긴밀

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상오차(phase decorrelation)의 원

인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 SAR 영상 사

이의 시간적 기선거리(temporal baseline), SAR 영상을

획득한 두 위성 사이의 공간적 기선거리(geometric

baseline), 두 영상 자료 사이의 도플러 중심 주파수 차이,

전자기파의 산란체 투과에 의한 위상의 변화, 시스템 노

이즈에 기인하는 thermal decorrelation, 그리고 레이다

간섭기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정의할 수 있

다(Zebker and Villasenor, 1992). 위상오차의 원인 중에

서 두 SAR 영상 사이의 시공간적 기선거리에 의한 위상

오차를 제외한 나머지 원인들은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매우 작거나, 모든 간섭영상에서 영향 정도가 유사하다

고 가정할 수 있다(Hong and Wdowinski, 2013). 정착해

빙은 해안에 고착되어 있어 시간적인 변화가 작기 때문

에 공간적 기선거리가 작은 간섭쌍에서 수 일 동안 표

면의 긴밀도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유빙은 해류와 바

람에 의해 매우 큰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시간적 위상오

차가 크며, 이로 인해 정착해빙에 비해 낮은 긴밀도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레이다 간섭기법의 적용을 통

한 긴밀도 영상을 분석함으로써 해빙의 유형 구분이 가

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총 62개의 SAR 영상으로부터 최

소 1일에서 최대 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38개

의 간섭영상(Table 1)을 생성하고 긴밀도를 분석하였다.

하나의 간섭쌍에 대한 부영상을 다른 간섭쌍 생성 시 주

영상으로 사용하면 간섭영상의 시간적인 연속성을 표

현할 수 있으나, 38개의 간섭영상은 모두 시간적으로 연

속되지는 않는다. 이는 해빙의 면적이 단기간 내에 급

격히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에 사용된 간섭쌍의

공간적 기선거리는 최대 293 m로 크지 않으므로 해빙

표면의 긴밀도는 간섭쌍의 시간적 기선거리에 크게 영

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고, 해빙의 시간적 위상오차 특

성에 기초하여 정착해빙과 유빙을 구분하였다.

시간적 위상오차가 매우 큰 유빙은 낮은 긴밀도를 보

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긴밀도 영상에서 유빙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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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빙 표면

의 거칠기는 해수의 표면보다 크기 때문에 SAR 후방산

란 정보를 이용하면 유빙과 바다의 구분이 가능하다. 일

부 파도가 강한 바다에서는 유빙과 유사한 후방산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균열(crack)과 같은 해빙 표

면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바다와 유빙을 구분하였다.

테라노바 만의 해빙은 남극의 겨울철에 매우 광역적

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SAR 영상은 테라

노바 만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의 범

위 내에서만 정착해빙의 면적 분석이 가능하였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 산출될 수 있는 해빙의 최대 면적은

SAR 영상에 포함된 테라노바 만의 면적인 175.86 km2

이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SAR

영상에서 추출된 정착해빙과 유빙의 시간적인 면적 변

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테라노바 만 주변 정착해

빙의 형성 및 소멸 시기를 파악하였다. 또한 정착해빙

의 면적 변화에 기온과 풍속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AWS로 측정된 기온과 풍속을 정착해빙의 면적과 비

교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토의

1) 정착해빙 및 유빙 검출

Fig. 2(a)는 2011년 6월 4일에 획득된 SAR 후방산란 영

상이며, Fig. 2(b)와 (c)는 각각 2011년 6월 3일과 4일, 6월

3일과 11일의 SAR 영상을 이용하여 생성된 간섭영상의

긴밀도이다. 정착해빙과 유빙, 바다는 서로 유사한 후방

산란 강도를 보여 SAR 후방산란 영상만으로는 구분이

매우 어렵다(Fig. 2a). 그러나 1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긴밀도 영상에서 정착해빙은 빙하 및 육지와 인

접한 영역을 제외하면, 0.5 이상의 높은 긴밀도를 보여

유빙 및 바다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Fig. 2(b)의 적

색 실선은 0.5 이상의 긴밀도를 보이는 정착해빙의 가장

자리를 나타낸다. 정착해빙은 해안에 고착되어 있는 특

성 때문에 시공간적 변화가 작으며, 이로 인해 높은 긴

밀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류와 바람에 의해

유동하는 유빙의 경우, 하루 사이에도 시공간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정착해빙에 비해 낮은 긴밀도를 나타낸다.

바다 또한 시공간적 변화가 커 매우 낮은 긴밀도를 보

였다. 정착해빙과 유빙의 표면에는 눈이 덮여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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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SMO-SkyMed InSAR pairs used in this study
Dates(yyyy/mm/dd, yyyy/mm/dd) Temporal baseline(days) Dates(yyyy/mm/dd, yyyy/mm/dd) Temporal baseline(days)

2010/12/01, 2010/12/09 8 2011/06/19, 2011/06/27 8
2010/12/09, 2010/12/10 1 2011/07/05, 2011/07/06 1
2010/12/25, 2010/12/26 1 2011/07/22, 2011/07/29 7
2011/01/02, 2011/01/10 8 2011/08/06, 2011/08/07 1
2011/01/10, 2011/01/18 8 2011/08/22, 2011/08/23 1
2011/01/26, 2011/01/27 1 2011/08/30, 2011/09/07 8
2011/02/11, 2011/02/19 8 2011/09/07, 2011/09/08 1
2011/02/27, 2011/02/28 1 2011/09/15, 2011/09/24 9
2011/03/15, 2011/03/16 1 2011/10/01, 2011/10/09 8
2011/03/23, 2011/03/31 8 2011/10/09, 2011/10/10 1
2011/03/31, 2011/04/01 1 2011/10/25, 2011/10/26 1
2011/04/01, 2011/04/08 7 2011/11/02, 2011/11/10 8
2011/04/08, 2011/04/16 8 2011/11/10, 2011/11/11 1
2011/04/16, 2011/04/24 8 2011/11/18, 2011/11/26 8
2011/05/02, 2011/05/03 1 2011/11/26, 2011/11/27 1
2011/05/18, 2011/05/19 1 2011/12/28, 2011/12/29 1
2011/06/03, 2011/06/04 1 2012/01/05, 2012/01/13 8
2011/06/03, 2011/06/11 8 2012/01/13, 2012/01/14 1
2011/06/19, 2011/06/20 1 2012/01/13, 2012/01/21 8



있으며, 이로 인한 volume decorrelation이 긴밀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간섭영상의 공

간적 기선거리가 최대 293 m보다 작아 해빙에서의

volume decorrelation에 의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2(b)의 녹색 실선으로 정의한 영역은 유빙을 나

타낸다. 유빙은 정착해빙에 비해 낮은 긴밀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람, 해류, 조위에 모두 영향을 받아 정착

해빙에 비해 큰 시간적 위상오차를 가지기 때문이다

(Han and Lee, 2011). 유빙은 시공간적인 변화가 매우 크

기 때문에 1일의 매우 짧은 시간적 기선거리에서도 매

우 낮은 긴밀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긴밀도

영상만으로는 유빙과 바다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 일반

적으로 유빙 표면의 거칠기는 바다 표면보다 크기 때문

에 거칠기가 작은 바다와는 분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에 의해 파랑이 크고 파고가 높아

거칠기가 큰 바다가 관찰되었고, 이는 유빙과 유사한 후

방산란을 나타냈다. 이 경우에 Fig. 2(a)와 같이 유빙 표

면의 균열(청색 화살표)을 확인하여 유빙 영역을 정의

하였다. Fig. 2(b)에서 정착해빙과 유빙 영역의 가장자리

가 하나의 경계선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유빙

이 바람, 해류, 조위, 기온과 같은 영향인자에 의해 정착

해빙에서 붕괴되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정착해빙은 8-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에서도 높은 긴

밀도를 보였으며, 0.2 이하의 매우 낮은 긴밀도를 보이

는 유빙, 바다와 구분되고 있다(Fig. 2c). Campbell 빙하

도 1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영상과 비교하여

낮은 긴밀도를 보이고 있다. Han and Lee (2015)의 연구

에 의하면 Campbell 빙하는 하루 동안 최대 67 cm의 변

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빙하의 이동이 수 일 동안 누적

되었기 때문에 1일의 시간적 기선거리에서보다 낮은

긴밀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빙하의 지속

적인 이동은 인접한 정착해빙의 변형을 야기하는 원인

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빙하와 인접한 정착해빙 영

역에서 비교적 낮은 긴밀도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를 통해 레이다 간섭기법 적용에 의한 긴밀도

영상으로부터 정착해빙의 검출이 가능하고, 정착해빙

의 상대적인 변형 크기 또한 추정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총 38개의 긴밀도 영상으로부터

0.5 이상의 높은 긴밀도가 공간적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분포하는 영역을 정착해빙으로 검출하였고, 긴밀도 영

상과 SAR 후방산란 영상을 함께 이용하여 유빙을 검출

한 후 면적을 산출하였다. 육지 및 빙하와 접해 있는 영

역의 해빙은 ~0.3의 긴밀도를 보이고 있으나, 0.5 이상

의 높은 긴밀도를 나타내는 정착해빙과 공간적으로 연

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해빙으로 정의하였다.

2) 해빙의 면적 변화

Fig. 3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테라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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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OSMO-SkyMed SAR image over Terra Nova Bay obtained on 4 June 2011. The blue arrows represent the leads on pack
ice. Coherence images of COSMO-SkyMed InSAR pairs obtained on (b) 3 and 4 June 2011, and (c) 3 and 11 June 2011,
respectively. The white and red lines in (b) and (c) represent the coast line and the seaward edge of the landfast ice (LFI),
respectively. The green lines in (b) represent the edge of pack ice (PI). The background of (b) and (c) is the slave SAR image
corresponding to each coherenc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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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oral variation of the extent of landfast ice in Terra Nova Bay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2 overlaid on the
coherence images of COSMO-SkyMed InSAR pairs obtained on (a) 9 and 10 December 2010, (b) 31 March and 1 April 2011,
(c) 18 and 19 May 2011, (d) 22 and 23 August 2011, (e) 9 and 10 October 2011, and (f) 13 and 14 January 2012.

(e) (f)

(c) (d)

(a) (b)



만에서 정착해빙의 시기별 면적 변화를 긴밀도 영상에

도시한 것이다. Table 2는 각각의 긴밀도 영상과 SAR 영

상으로부터 추출된 정착해빙과 유빙, 정착해빙과 유빙

을 모두 포함한 해빙의 면적을 나타낸 것이며, Fig. 4는

Table 2의 해빙 면적을 시계열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2010년 12월에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은 장보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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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mporal variations of the extent of landfast ice (LFI), pack ice (PI) and the sum of LFI and PI (total extent)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2

Date
(yy/mm/dd)

LFI extent
(km2)

PI extent
(km2)

Total extent 
(km2)

Date
(yy/mm/dd)

LFI extent
(km2)

PI extent
(km2)

Total extent 
(km2)

10/12/09 22.16 0 22.16 11/06/27 168.49 7.37 175.86
10/12/10 12.23 0 12.23 11/07/06 153.04 22.82 175.86
10/12/26 10.32 0 10.32 11/07/29 170.65 5.21 175.86
11/01/10 3.79 6.15 9.94 11/08/07 167.52 3.32 170.84
11/01/18 2.58 0 2.58 11/08/23 166.56 9.3 175.86
11/01/27 0 0 0 11/09/07 165.43 10.43 175.86
11/02/19 0 30.16 30.16 11/09/08 169.02 6.27 175.29
11/02/28 0 38.07 38.07 11/09/24 169.46 5.46 174.92
11/03/16 3.76 78.96 82.72 11/10/09 145.83 26.69 172.52
11/03/31 19.74 100.18 119.92 11/10/10 144.28 30.08 174.36
11/04/01 44.42 87.82 132.24 11/10/26 147.34 28.52 175.86
11/04/08 27.15 130.38 157.53 11/11/10 140.45 34.77 175.22
11/04/16 32.04 114.04 146.08 11/11/11 147.60 20.82 168.42
11/04/24 30.73 119.55 150.28 11/11/26 136.31 25.32 161.63
11/05/03 46.35 129.51 175.86 11/11/27 137.23 3.8 141.03
11/05/19 113.33 46.73 160.06 11/12/29 75.19 5.67 80.86
11/06/04 82.41 74.23 156.64 12/01/13 71.32 0 71.32
11/06/11 83.00 78.60 161.60 12/01/14 57.25 9 66.25
11/06/20 156.58 17.63 174.21 12/01/21 56.72 0 56.72

Fig. 4. Temporal variation of the extent of landfast ice, pack ice and the sum of the landfast ice and pack ice (total sea ice extent) in
Terra Nova Bay.



기지가 위치한 뫼비우스 곶(Cape Mobius)부터 이탈리

아의 마리오 주켈리 기지(Mario Zucchelli Station)가 위

치한 게를라흐 만(Gerlache Inlet) 사이에 분포하였다. 정

착해빙의 면적은 남극의 여름철이 끝나는 3월까지 감

소하였고, 게를라흐 만의 일부 지역에만 정착해빙이 존

재하였다. 정착해빙은 남극의 가을이 시작되는 3월부

터 겨울에 해당하는 7월까지 증가하였고(최대 170.7 km2),

7-9월에는 최대로 확장된 정착해빙의 면적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남극의 봄철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정착해빙의 면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해

빙의 면적은 5-6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착빙의 가장자리가 붕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테라노바 만의 유빙은 정착해빙과는 다른 면적 변화

를 나타냈다. 유빙은 2월부터 5월까지 면적이 증가하였

으며(최대 129.5 km2), 5월부터 7월까지 급격하게 면적

이 감소하였다. 유빙의 면적은 남극의 겨울인 7월부터

여름인 2월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테라

노바 만에서 유빙과 정착해빙이 함께 형성되지만, 정착

해빙의 면적이 바다 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SAR 영상에

서 관찰되는 유빙의 면적이 작아졌기 때문이다(Heil,

2006). 즉 육지와 인접한 테라노바 만의 근해에서는 여

름철에 유빙과 정착해빙이 모두 분포하지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테라노바 만의 해빙은 정착해빙이 지배적임

을 알 수 있다.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과 유빙을 모두 포함한 면적

에서는 12-2월에 최소로 나타났고, 5월부터 11월까지

160 km2 이상의 면적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테라노

바 만에서는 해빙 면적이 최소로 관찰되는 12-2월이 쇄

빙선의 운항 및 보급, 그리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최적

의 시기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기에는 선박을

이용한 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

지적인 해빙의 면적 변화는 매년 변화할 수 있으므로,

향후 테라노바 만의 해빙 면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정착해빙의 면적과 기온, 풍속의 관계

기온, 풍속과 같은 대기 영향인자와 해류, 조위, 수온

등의 해양 영향인자는 해빙의 형성과 확장, 소멸에 가

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요소이다. 테라노바 만의 주된

해빙 유형인 정착해빙의 경우, 형성 및 소멸 과정이 해

양 영향인자보다 대기 영향인자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Heil, 2006). 이 연구에서는 장보

고 과학기지의AWS에서 실측된 기온과 풍속 자료를 이

용하여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의 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 5(a)는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 면적과 월평균 기

온을 비교한 것이다. 기온은 1월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5월에 최저(-21.6 ℃)를 기록하였고, 4-9월에는 -20℃ 내

외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9월 이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기온의 변화와 정착해빙의

면적 변화는 시기적인 차이를 가지는 상관성을 보였다.

1월 이후 기온의 급격한 감소가 관측된 반면, 정착해빙

의 면적은 3월 이후에 증가하였다. 그리고 9월 이후에

기온이 증가하는 반면, 정착해빙의 면적은 11월 말부터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착해빙의 증가와

감소가 기온의 변화와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기온

의 변화로부터 약 2개월의 시간차(time lag)를 두고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약

1년 동안의 관측 결과만이 반영되었으므로, 보다 장기

간의 정착해빙 모니터링을 통해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

빙 면적과 기온의 상관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풍속은 정착해빙의 면적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강한 풍속은 정착해빙을 붕괴시켜 면적을 감

소시키기도 하며, 반대로 정착해빙의 면적 확장과 두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Heil, 2006; Fraser et al., 2012; Lei

et al., 2010). Fig. 5(b)는 테라노바 만의 월평균 풍속을 정

착해빙의 면적과 비교한 것이다. 테라노바 만의 월평균

풍속은 일정한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정착

해빙의 면적 변화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테

라노바 만의 정착해빙 면적 변화에 기온이 풍속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통해 테라노바 만에서 정착해빙의 면적은

기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분석할 수 있

었다. 정착해빙의 면적 변화는 기온 외에, 해류, 조위, 수

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Heil, 2006).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해양 영향인자에 대한 실측 자료의 부족으

로 인해 더 이상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정착해빙의 면

적 변화에 해양 영향인자가 대기 영향인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H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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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향후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해양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실측 자료가 수

집되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고해상도의 SAR 영

상과 융합한다면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남

극 장보고 과학기지에 인접한 테라노바 만이 촬영된 총

62개의 COSMO-SkyMed SAR 영상을 이용하여 1-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38개의 레이다 간섭영상을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6, 2015

–510–

Fig. 5. Comparison of the temporal variation of landfast ice extent with that of (a) air temperature and (b) wind speed in Terra Nova
Ba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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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였고, 긴밀도를 분석하여 해빙의 유형을 정착해

빙과 유빙으로 분류하였다. 정착해빙에서는 최대 9일

의 시간적 기선거리에서도 높은 긴밀도가 관찰되었으

며, 긴밀도의 공간적 변화는 비교적 작았다. 반면 유빙

과 바다는 시공간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1일의 시간적

기선거리에서도 정착해빙에 비해 낮은 긴밀도를 보였

으며, 일부 유빙은 바다와 유사한 긴밀도를 보여 구분

이 불가능하였다. 긴밀도 영상에서 구분이 어려운 유빙

과 바다는 SAR 후방산란 영상에서 유빙 표면의 균열과

거칠기에 의한 후방산란을 관찰함으로써 구분하였다.

테라노바 만에서 정착해빙의 면적은 10월부터 3월

사이에 감소하였고, 4월부터 7월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7-9월에 정착해빙의 면적은 최대로 증가하여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반면 유빙의 면적은 2-5월

에 증가하고, 5-7월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

착해빙의 면적이 최대로 증가하는 7월부터 남극의 여

름철인 2월까지 유빙의 면적은 최소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 면적은 기온이 증가

하면 감소하고, 기온이 감소하면 다시 증가하는 역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정착해빙의 면적과 기온 사

이의 상관관계는 약 2개월의 시간차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계열적으로 획득된 고해상도 SAR 간섭영상의 긴

밀도 분석을 통해 테라노바 만의 해빙 유형을 정밀하게

분류할 수 있었고, 해빙 면적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실측된 기상 자료를 이용하

여 정착해빙의 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해석할 수 있었다. 향후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대기와 해

양에 대한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실측하고, 이를 고해

상도 SAR 영상에서 분석된 해빙의 시계열적 변화와 상

호 비교분석 한다면, 테라노바 만의 해빙의 형성과 확

장, 소멸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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