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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극지연구소(PE1811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IPR, GPS, Laser 자료로 부터 지표면 고도, 기저면 고도, 빙하 두께 계산 

 BRP, 감쇠율로 부터 빙저호 David 1-2 지역에 빙저수 존재 파악 

 빙저호 David 1-2 외 작은 규모의 빙저호 추가 발견 

 기저면 3D 지형도를 통해 빙저수의 흐름 방향 및 빙저호의 위치 파악 

남극 대륙 David 빙하에서 항공 Ice Radar 분석 

Airborne Ice Radar Analysis on the David Glacier, Antarctica 

남극 빅토리아랜드 David 빙하에서 기존에 알려진 빙저호(David1, David2)의 

상세한 크기 및 추가 빙저호의 존재 유무를 찾기 위해 2016/17 남극 하계 시즌 

동안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빙하 레이더(Ice Radar)를 이용하여 탐사를 수

행하였다. 헬리콥터에 IPR(Ice penetrating radar), Laser 측정기(IPR 센서와 

얼음 바닥간의 높이), GPS, IMU 센서를 장착하여 정확한 헬리콥터의 비행 높

이, 비행 위치, 비행 각도(Roll, Pitch)를 측정하였다. 자료의 질을 고려해 비행 

각도 ±2° 이하의 자료만 취득하였으며, 지표면 고도는 측정된 GPS와 Laser 기

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빙저호의 유무를 알아내기 위해 라디오파의 기저면 

반사 강도 (Bed reflection power)와 빙하 내 라디오파 감쇠율 (Attenuation 

rate)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빙저호의 특징인 높은 값의 기저면 반사 강도와 

낮은 값의 감쇠율을 바탕으로 기존에 알려진 빙저호(David1, David2)와 소규

모의 추가 빙저호 지역을 발견하였다. David 빙하의 기저면 고도를 구하여 빙

저수가 유입/유출되는 예상 경로를 알아낼 수 있다. 

 19세기 말, 러시아 과학자 Peter Kropotkin이 빙하 밑 담수 개념 제안 

 빙하가 누적되어 큰 압력이 가해지면 빙저면의 최저 온도를 녹는점까지 상

승할 수 있다고 이론화 

 현재 발견된 호수 중 가장 큰 호수인 Vostok Lake의 경우 깊이 약 3.6 km, 

350 기압으로 녹는점이 -3 °C 

 ERS-1, ICESat 외 위성으로 빙저호 수 402 + α 확인 (’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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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th et al. (2009) David 빙하에서 6개의 빙저호(David 1-6) 확인 

 5km x 7km 격자로 빙저호 David 1-2 지역 탐사 -> 측선 3540km 탐사 완료 

Surveys area  & Method 

 GPR 단면에서 지표면(air-ice) 반사와 기저면(ice-bed) 반사를 피킹하여 지

표면 고도와 기저면 고도를 계산 

 지표면 고도와 기저면 고도로부터 빙하 두께 계산 

 Bed Reflection Power (BRP)는 Bed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반사 강도로 기저

면이 빙저수에 의해 젖어있는지 또는 건조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 

 감쇠율(Attenuation rate)은 라디오파가 빙하를 전파하면서 상실되는 비율로 

값이 작을수록 라디오파의 전파 능력이 좋으므로 빙하내 균열 상태를 나타냄 

 기저면이 빙저수에 의해 젖어있는 상태 또는 빙저수가 흐르거나 고여있을 경

우 반사 강도가 크므로 감쇠율이 낮아짐 

Result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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