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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극지방 빙상 하부의 물(빙저지하수)의 흐름을 관측하는 것은 오랫동안 도전적인 영역이었다. 특히, 남극 지역과 같
은 경우 표면에서 빙상 하부로의 물의 유입이 거의 없고 빙상의 두께가 최대 4km에 달해 매우 제한된 관측만이 가
능하다. 최근 남극 빙원 탐사 기술의 발달로 간접적으로 빙저수문을 추정할 수 있는 양질의 남극 빙상 관측자료(빙
저지형, GPS,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빙상 하부 수문의 흐름 예측가능성이 증대 되
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 빙상이동 가속화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빙권-암권의 수문 경계 조건이 매우 중
요하나 관측, 검증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신뢰도가 매우 낮다. 빙저수문망 모델이 개선이 되고 정확한 입력인자가 반
영이 된다면 남극 빙상하부의 시공간적 수문흐름을 비용 효율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극 장보고 기지 주변 캠벨빙하 유역의 멜번화산 주변 빙상표면 GPS 관측자
료를 기반으로 빙상표면고도(h) 및 빙상거동속도(v)가 주기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빙저 수문 흐름의 측면
으로 볼 때 이러한 고도, 속도의 변화는 빙상하부에서 용융된 빙저수가 지형이 낮은 곳에 축적 → 빙상 하부 물의
압력 증가 → 빙권-암권 마찰감소로 인한 빙상이동속도 증가 → 하부 채널 흐름 생성으로 인한 빙저수의 빠른 배수
→ 고도하강 및 빙상이동 속도감소의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sheet flow 형태와 channel flow
형태의 상호 작용을 구현할 수 있는 GlaDS(Glacial Drainge System) 모델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는 시공
간적인 수문 변동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빙상 하부 용융량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Mt. Melbourne 근처
에서 하부 유입량 조건 및 sheet, channel 흐름 수리전도도 의하여 수문 흐름의 반응성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뢰도 있는 흐름을 모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계조건 자료 및 검증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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