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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Korea established a King Sejong Station in King George Island in 1988.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tation, various researches such as geology, biology, geophysics and meteorites 

have been conducted. Surveying and mapping has been performed since 1990, however, the results 

had a large errors due to old GPS instrument and autonomous positioning with SA. In this study 

new GPS surveying was tried using a state-of-the-art GPS instrument and relative positioning.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세종기지 주변의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여 정확한 정 좌표를 취득

하고자 GPS 상 측 를 실시하 다. 한편, 이제까지 항공사진  상분석에 의해서만 실시

되었던 마리안 소만의 빙벽의 변 /후퇴양상을 GPS 측량에 의해 정량  분석을 제시하여 

향후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지리정보시스템 연구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1. 서  론

   남극(南極: Antarctica)은 지축의 남단인 남  90°지 으로서 지구의 최남단에 치하며, 

남  60° 이남의 섬과 남극해를 포함하는 남극  주  지역을 남극 륙이라고 한다. 남극

륙은 남극권 이남 거의 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극해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면 은 약 

1,440만 km²로서 아시아, 아 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륙이

며, 한반도의 약 60배에 달하는 면 이다. 륙의 심부는 해발고도 4,000m에 달하는 고원

을 이루고 있으며, 륙의 평균고도는 약 2,300m이다. 남극의 약 98%는 얼음으로 덮여 있으

며, 얼음은 평균 두께는 약 1.6km에 이른다. 지구상의 체 빙하면 의 86%, 체 의 90%를 

남극의 얼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얼음의 양은 지구 담수(fresh water)의 70%를 차지한

다. 얼음으로 덮이지 않은 면 은 약 28만km²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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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86년 남극조약에 33번째로 가입하 고, 1989년 10월에는 남극조약 의당사국

(총 23개국)의 지 를 획득함으로써 남극 륙의 자원개발을 한 기득권 확보는 물론, 남극

의 기, 기상, 지질, 생물 등 기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동토건설을 한 구동토의 특성 

연구 등 응용분야의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세종기지는 공이후 20여년간 많은 분야에서

의 목할만한 연구가 수행되어오고 있으나, 세종기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형도가 부정확

하여 연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을 해서는 정 한 

치정보  지리정보를 획득, 구축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세종기지에는 (삼각)기 (KSJ1, KSJ2, KSJ3)이 표설되어 있으며, 이들 기 , 특히 

세종기지에서 제일 근성이 좋은 KSJ1에 해 1990년 이후 GPS 측량이 수행되어 왔으나, 

부분 2000년 5월 SA(Selective availability)의 해제 이 에 측 가 실시되었고, GPS 단독

측 (autonomous positioning)를 실시하여 세종기지의 측량기  성과에 많은 오차를 가지

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기지 주변의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여 정확한 

정 좌표를 취득하고자 GPS 상 측 를 실시하 다. 한편, 이제까지 항공사진  상분석

에 의해서만 실시되었던 마리안 소만의 빙벽의 변 /후퇴양상을 GPS 측량에 의해 정량  

분석을 제시하여 향후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지리정보시스템 연구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GPS 측량

  1990년 이후 세종기지의 기 에 한 GPS에 의한 좌표측량은 2000년 5월 오차의 주요 

오차 원인 의 하나인 SA가 해제되기 에 실시하여 측량성과가 좋지 않은 면이 있었다. 

한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해서는 상 측 에 의한 DGPS방식을 채용하여야 했지만 

지 까지 세종기지에서의 측량은 단독측  방식으로 수행되어 많은 오차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용된 부분의 GPS장비가 1주  수신 GPS 장비로서 취득된 자료를 잘 처

리한다 하더라도 오차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 한 좌표획득

을 하여 재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한편, 자료처리과정에서도 정

도 향상을 하여 장시간 GPS 정지측량자료에 해 일반 방송력이 아닌 정 궤도력을 이용

한 기선해석  망조정 처리, 분석을 하여 정 한 측량좌표를 획득하고자 하 다. 

  GPS를 이용하여 정확한 WGS84 좌표를 취득과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기 해서는 

측지역  지 에 한 사 조사  GPS 사  계획수립이 요하다. GPS 사  계획수립

에서는 정확한 측에 필수 인 사항들 즉, 측시간에 따른 성의 수, 성의 상태, PDOP 

 지구운동모델, 리층과 같은 기모델 등을 고려하여 측계획을 실시하 다. 

2.1 연구 상지

  본 연구 상지역인 세종과학기지는 남쉐틀랜드 제도(South Shetland Islands)의 섬들 가

운데 킹조지섬(King George Island)과 넬슨섬(Nelson Island)으로 둘러 싸인 맥스웰만

(Maxwell Bay)에 있다(Fig. 3.1a, b). 

  세종기지는 1986년 11월 33번째로 남극조약 서명 국가가 된 후 세종기지 건설과 함께 남

극지역의 해 지형  지층탐사, 서생물, 해양생물, 육상지질, 육상식물, 기, 고층 기, 

지구물리 측, 해양학  환경 특성 규명, 자원 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조사활동을 하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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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S84 Coordinates
Remark

Latitude(B) Longitude (L)

1 62˚13´23.587˝S 58˚47´21.287˝W 김 동과 권순재, 1990

2 62˚13´21.885˝S 58˚46´56.621˝W 유흥룡과 권수재, 1991*

3 62˚13´23.597˝S 58˚47´21.327˝W 김규  등, 1998

고 있으며, 1989년 10월 세계 23번째 남극조약 의당사국 지 를 획득하 다. 

  킹조지섬은 남미 륙 최남단으로부터 1,200km 거리에 있으며 재 킹조지섬에는 한국, 

국, 칠 , 러시아 등 8개국 기기가 상주하고 있다. 세종기지는 킹조지섬의 바톤(Barton)반도

에 치하고 있다. 연구 상지역은 세종기지를 포함한 바톤반도와 버(Weaver)반도이다. 

  2006-2007 하계연구 기간동안 1차연구를 수행하 으며, 2007-2008 하계연구 기간동안 2차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기간 동안 일조량은 풍부하지만 하 15℃ 이하의 온도와 풍속 

20m/s 정도의 강한 강풍이 부는 날도 있었으며, 강한 바람인 블리자드(blizzard)로 연구수

행에 많은 제약조건이 있었다.

(a) (b)

Fig. 1 Location of King Sejong Station (a) in Antarctica and (b) in King George Island

2.2 기존 측량자료  성과

  1990년 이후 세종기지의 기 에 한 GPS에 의한 좌표측량은 2000년 5월 오차의 주요 

오차 원인 의 하나인 SA가 해제되기 에 실시하여 측량성과가 좋지 않은 면이 있었다. 

한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해서는 상 측 에 의한 DGPS방식을 채용하여야 했지만 

지 까지 세종기지에서의 측량은 단독측  방식으로 수행되어 많은 오차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용된 부분의 GPS장비가 1주  수신 GPS 장비로서 취득 자료를 잘 처리

한다 하더라도 오차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2006-2007 1차 하계연구기간  2007-2008 2차 하계연구기간 동안의 DOP 수치와 인공

성수를 비교하여 볼 때 최근 남극에 한 국제 인 심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향상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GPS 인공 성 수신상태도 좋아졌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Table 1은 

세종기지의 기   수  역할을 하고 있는 KSJ1 기 에 한 그동안의 GPS 측량성

과를 정리한 것으로 자료성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WGS84 coordinates of KSJ1 in King Sejong Station by various survey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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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3 측장비

  본 연구에서 GPS 측량을 해 사용된 수신기와 안테나는 2006-2007 1차 하계연구 기간 

동안에는 Trimble사의 5700모델과 5800모델을 사용하 다. 5800모델은 해안선 측량을 해 

GPS RTK측량시 기지국(base)으로 사용하 으며, 5700모델은 이동국(Rover)으로 사용하

다. 

 

2.4 측량  망구성

  세종기지의 정확한 GPS 기  측량을 실시하기 해 상 측   폐합조정을 하여 삼

각망을 구성하 다. 상 측 를 실시하기 하여 남극의 국 장성기지에 치한 GPS 기

을 활용하고자 하 으며, 국 남극측량센터 (Chinese Antarctic Center of Surveying 

And Mapping: CACSM)로부터 기  측량성과를 확보하 다. 

 

Table 2.  WGS84 Coordinatesof  GPS reference station in Great Wall Station, China, 

Antarctica

WGS84
Latitude Longitude Height(m)

62°12′58.59874″S 58°57′44.06956″W 34.283

  국 장성기지의 GPS측량 기 을 기 으로 GPS 기  측망을 계획하 다. 측망

은 기본 으로 삼각망을 구성하여 폐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기   상지역에 

한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사 작업은 후속작업에 큰 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 하게 하

으며, 측량 기 의 이상 유무 확인, 경로, 시통, 상공 시계확보, 측시 장애물 등을 조

사하고, GPS측량시 부근의 이다 기지, 송신탑 등 반사에 의한 다 경로(Multipath)발

생 장소를 피하 다. 

  세종기지에서는 3개의 (삼각)기  에서 측  주변의 자  수신장애  Multipath 

향을 가장 게 받을 것으로 단되는 KSJ3 기 (삼각) 을 기본 으로 선택 하 다. 이

게 국의 장성기지, 칠 의 이기지, 한국의 세종과학기지 등 3지 을 한 세션

(Session)으로 구성하 고, 이를 Network A라 정의하 다.  Network A에서 얻은 세종기지

의 KSJ3 기 을 기 으로 세종기지 내 3개의 기  KSJ1, KSJ2, KSJ3를 다시 삼각망

을 구성하 으며, 이를 Network B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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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 2 (a) GPS surveying networks; (b) Network A and, (c) Network B

2.5 결과

   GPS 자료처리는 국 장성기지의 GPS 측량기 을 고정으로 하여 처리하 으며, 수

은 세종과학기지내 KSJ1의 수 (9.869m)을 고정하 다. 세종과학기지의 수 은 1991

년 2월에 1개월간 조 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해수면을 구하 으며, 이로부터 KSJ1에 

수 (BM)을 설치하 다. 

  GPS자료처리 과정에서 모든 좌표는 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좌표를 사용하

으며, Zone 21의 S(south)를 용하 다. GPS 자료처리에 의한 최종 조정좌표를 Table 

3.6과 3.7에 정리하 다. 좌표는 WGS84좌표와 UTM 좌표로 나타내었다. 세종기지 내 삼각

 KSJ2, KSJ3은 KSJ1(BM, 9.869m)로부터 수 측량을 실시하여 정표고를 고정하 다. 

국 장성기지의 기 은 N, E  타원체고(ellipsoidal height)를 고정시켰다.

 Table 3.  WGS84 coordinates of reference station in King Sejong Station

Reference Point Latitude Longitude 정표고 (m)

KSJ1 62° 13' 23.5593" S 58° 47' 21.4045" W 9.869
KSJ2 62° 13' 23.2784" S 58° 47' 03.4366" W 15.623
KSJ3 62° 13' 31.3822" S 58° 47' 07.4553" W 38.040

 3.  결론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2006년에서 2009년 까지 3차례의 하계기간동안 GPS 기  측량

을 수행하 다. 재 보유하고 있는 세종기지 주변의 수치지형도와 측량 기  좌표가 오

차를 가지고 있는 바, GPS 기  측량을 실시하여 세종기지 삼각기 의 정 , 정확한 좌

표 획득 하 다. 한, GPS 해안선 측량을 실시하여 마리안 소만 빙벽 후퇴의 변화량을 측

정하 고 경량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여 세종과학기지  주변지역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

다. 국장성기지(GreatWall St. China)의 기지 을 이용하여 상 측 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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