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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KOMPSAT-5 SAR 간섭기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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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KOMPSAT-5 SAR Interferometry by using SNAP Software
Hoonyol Lee*†

*Division of Geology and Geophys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SeNtinel’s Application Platform (SNAP) is an open source software developed by the
European Space Agency and consists of several toolboxes that process data from Sentinel satellite series,
including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and optical satellites. Among them, S1TBX (Sentinel-1
ToolBoX) is mainly used to process Sentinel-1A/B SAR images and interferometric techniques. It provides
flowchart processing method such as Graph Builder, and has convenient functions including automatic
downloading of DEM (Digital Elevation Model) and image mosaicking. Therefore, if computer memory
is sufficient, InSAR (Interferometric SAR) and DInSAR (Differential InSAR) perform smoothly and are
widely used recently in the world through rapid upgrades. S1TBX also includes existing SAR data
processing functions, and since version 5, the processing capability of KOMPSAT-5 has been added. This
paper shows an example of processing the interference technique of KOMPSAT-5 SAR image using
S1TBX of SNAP. In the open mine of Tavan Tolgoi in Mongolia, the difference between DEM obtained
in KOMPSAT-5 in 2015 and SRTM 1sec DEM obtained in 2000 was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maximum depth of 130 meters was excavated and the height of the accumulated ore is over 70 meters
during 15 years. Tidal and topographic InSAR signals were observed in the glacier area near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but SNAP was not able to treat it due to orbit error and DEM error. In addition,
several DInSAR images were made in the Iraqi desert region, but many lines appearing in systematic
errors were found on coherence images. Stacking for StaMPS application was not possible due to orbit
error or program bug. It is expected that SNAP can resolve the problem owing to a surge in users and a
very fast upgrade of the software.
Key Words : SNAP, S1TBX, KOMPSAT-5, InSAR, DEM, DInSAR, StaMPS

요약 : SNAP(SeNtinel’s Application Platform)은 유럽우주국이 개발한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SAR
(Synthetic Aperture Radar)와 광학위성을 포함한 Sentinel 위성 시리즈에서 얻은 자료를 처리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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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Toolbox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S1TBX(Sentinel-1 ToolBoX)는 주로 Sentinel-1A/B 영상과 간섭기
법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Graph Builder와 같은 흐름도 방식의 자료처리 기법을 제공하고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자동다운로드 및 모자이크 등을 포함한 편리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매우 활발하여, 컴퓨터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InSAR(Interferometric SAR)와 DInSAR
(Differential InSAR)의 수행이 원활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S1TBX에는 또한 기존의 타
SAR 위성 자료 처리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버전 5 이후에는 KOMPSAT-5의 처리 기능도 추가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SNAP의 S1TBX를 이용하여 KOMPSAT-5 SAR 영상의 간섭기법을 처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몽골 Tavan Tolgoi 노천탄광에서는 2015년도에 KOMPSAT-5로 얻어진 DEM과 2000년에 얻어진
SRTM 1sec DEM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5년 동안 최대 130미터 깊이를 채굴하였고 쌓아놓은 광석의 높이
가 70미터를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극 장보고기지 인근 빙하지역에서는 타 프로그램에서는 조석과 지형
InSAR 신호가 관찰 되었으나, 궤도오차 및 DEM 오차로 SNAP으로는 처리가 불가했다. 또한 이라크 사막
지역에서 여러 장의 DInSAR 영상이 만들어졌으나 시스템 오차로 보이는 줄무늬가 coherence 영상에 다수
발견되었다. StaMPS 적용을 위한 Stack은 궤도 오차 혹은 프로그램 버그로 인하여 불가했다. 최근 SNAP
의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22일에 발사되었으며, 두 위성을 이용하면 6일의 재방

1. 서 론
2013년 8월 22일에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 5호

(KOMPSAT-5)에 탑재된 COSI센서는 X-밴드 전천후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Lee
and Jang, 2008). 최근 정밀궤도운영을 통해 SAR 간섭기

법(InSAR)이 가능한 영상을 28일 주기로 시계열 적으로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보정 및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KOMPSAT-5의 SAR 및 InSAR 자료의 처리를 위

하여 대부분 기존의 상업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

문주기가 가능하다. 이로서 지표변형을 모니터링하기
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자료의 처리를 맡을 SNAP (SeNtinel’s

Application Platform)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시

자료 또한 공개하고 있으며(ESA, 2017b), 전 세계 사용

자들과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 매우 빠른 업그레이드 주

기를 유지하고 있다. SNAP에는 위성의 종류에 따라 여

러 Toolbox가 있는데, SAR는 S1TBX라 불리는 프로그

램이 담당하고 있다. S1TBX는 기존 상용 프로그램에

나, 비용이 많이 들고 user interface가 충분하지 않는 경

비교할 때도 매우 뛰어난 범용성과 확장성 및 UI(user

발자로서 원활한 사용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료처리에 필요한 위성의 정밀한 위치자료(state vector)

우가 많고 프로그램 source code에의 접근이 어려워 개
최근 유럽우주국에서는 Open Science를 표방하는

interface)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나 외부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자료를 자동으로

Copernicus Program을 운영하면서, Sentinel 위성 시리즈

다운로드하고 모자이크하는 기능이 있고,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ESA, 2017a). Sentinel 위성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세계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azimuth 해상도

Cosmo-SkyMED 등 기존의 SAR 자료의 처리도 점차 가

를 개발하고 얻어진 광학 및 SAR 위성 자료를 전세계에

시리즈 중 Sentinel-1A/B는 C밴드 SAR 영상으로서, 전
를 조금 낮추는 대신(5 m range×20 m azimuth) 세 개의

sub-swath를 이용하여 총 250 km로 영상폭(swath)을 넓

힌 Interferometric Wide Swath Mode(IW Mode)를 기본 임
무로 삼고 있다. 12일의 재방문 주기를 가지는 Sentinel-

1A와 Sentinel 1B는 각각 2014년 4월 3일과 2016년 4월

Graph Builder를 이용하여 순서도 형식으로 처리과정을
S1TBX는 Sentinel-1A/B 외 에 도 ERS-1/2, ALOS,

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있으며, SNAP 5.0 부터는

KOMPSAT-5 SLC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장기간의 변화탐지 및 이종 센서를 이용해 연구하는 과
학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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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SAT-5 SAR 영상을 처리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SAR 영상의 기본적인 처리 및 InSAR DEM의 구현

처리를 시도하였으며, 기존의 상업 프로그램과의 비교
를 통해 궤도정보의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시계열

과 그 예를 들고, DInSAR 처리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자료로서 2015년 8월에서 2017년 8월까지 28일 재방문

아직 미흡한 처리는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해 그 원인을

주기로 이라크 사막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여

찾아보고자 하며, StaMPS와 같은 시계열적 SAR 영상
처리를 위한 전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알아보

DInSAR 자료의 품질을 검보정 하였다.

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2. 자료 및 방법

1) 몽골 Tavan Tolgoi 노천탄광

연구에 사용된 SNAP 프로그램은 ESA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SNAP 프로그램

은 NetBeans platform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Windows,
Mac OS X, Unix 등 다양한 환경에서 뛰어난 확장성을

보인다. SNAP 5.0(2016년 12월 5일자)이 현재의 정식 버

2015년에 획득된 KOMPSAT-5 InSAR pair를 이용하

여 SNAP에서 Fig. 1과 같은 Graph Builder로 처리하여

InSAR phase 영상을 얻었다. 2015년 11월 14일과 2015년

12월 12일에 ES03 모드로 얻은 HH 편파 자료를 사용하
였다. 두 영상의 수직 기선거리(baseline perpendicular to

전이며, 이 연구에서는 2017년 9월 8일자 배포된 SNAP

line of sight, Bperp)는 215 m로서, 하나의 fringe 간격은 19

로그램인 snaphu와 PSInSAR나 SBAS를 처리해주는

corre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Coarse Registration

6.0 베타 버전을 사용하였다. 또한 phase unwrapping 프
StaMPS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Virtual Machine으

로 Ubuntu OS를 설치하고 PC와 Linux에서 상호 접근
가능한 폴더를 만들어 자료를 처리하고 저장한다.

SNAP 프로그램은 비교적 많은 양의 컴퓨터 메모리

m의 고도차를 나타낸다. 두 영상의 정함을 위해 Cross-

기능을 통하여 128×128 픽셀의 윈도우를 통해 대략의

정합을 한 후, 32×32 픽셀 윈도우를 통해 정밀한 정합

을 이루었다. 정합된 두 영상의 phase 차이를 통하여

를 요구하는 편이다. Graph Builder를 이용하여 DInSAR
과정을 순차적으로 일괄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메

모리가 32GB는 되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Sentinel-1A/B의 DInSAR 과정 후 세 개의 Sub-Swath를

하나로 합치는 TOPS_merge 기능까지 Graph Builder에
넣어 일괄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4GB 이상이 요구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PC 환경에서는 경험적으

로 메모리의 한도를 넘지 않는 단계까지만 Graph Builder

를 이용하여 순서도를 작성한 뒤 일괄 처리하였고,

merge, band_math, geocoding, KMZ_output 등과 같은 내
장 함수는 필요에 따라 후처리 과정을 거쳤다.

연구에 사용된 KOMPSAT-5 자료는 건조, 극지, 침하

지역의 변화를 보고자 몽골, 남극, 이라크를 포함하고

있다. 몽골은 Tavan Tolgoi 노천 탄광을 포함하는 2015
년에 촬영된 InSAR pair를 사용하여 InSAR DEM을 작
성하고 기존의 SRTM 1sec와 비교하였고, 남극 장보고

기지 인근에서는 Campbell 빙하지역 영상의 DInSAR

Fig. 1. SNAP Graph Builder for KOMPSAT-5 InSAR DEM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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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ogram을 얻었고, flat-earth 위상을 제거한 후, snaphu

export 기능을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Phase unwrapping은

VMware에 설치된 ubuntu 환경에서 snaphu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얻어졌고, 이를 다시 SNAP으로 불러드린 후
phase to elevation 기능으로 DEM을 얻었다.

위와 같이 KOMPSAT-5로 얻어진 DEM을 2000년에

얻어진 SRTM 1sec DEM과 차분해 본 결과, Fig. 2와 같

이 몽골 Tavan Tolgoi 노천탄광에서 15년 동안 최대 130
미터 깊이의 채탄이 이루어졌고 변화된 채탄 지역의 면

적은 1.86 km2, 둘레는 5.25 km에 달했다. 또한 인근 북

쪽 지역에 쌓인 광석의 높이가 70 m에 달함을 알 수 있

11월 6일(Stripmap, descending, right-looking, VV편파)에
촬영된 영상의 궤도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된다.
또한 후방산란이 매우 약한 해빙지역 위로 강한 산란을

보이는 Campbell 빙설과 인근 연안지역의 영상이 반복

되어 나타나는 azimuth ambiguity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SAR focusing 단계에서 azimuth filtering을 강화시

켜 안테나 sidelobe 효과를 보다 강력하게 제거시킬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NAP에서 DInSAR 처리 도중 일부 영상에서는

coregistration 과정에서 반복적인 에러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SNAP의 경우 coregistration 방법이 궤도 정밀도에

었다. 영상에서 일부 phase unwrapping 오차로 의심되는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프

temporal decorrelation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를 가지는 KOMPSAT-5의 특성상 매우 빠른 흐름을 보

부분이 있었으며, KOMPSAT-5가 얻어진 28일 동안의

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28일 반복주기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지역에서 KOMPSAT-

이는 빙하지역이거나 적설에 따른 토지피복상태가 변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발견되었다. 또한 북/남극

2) 남극 장보고기지 인근

문에, 지형위상보정에 있어서 이보다 해상도가 낮은

5 InSAR DEM이 지표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유용

화할 경우 coherence가 매우 낮아 SNAP 프로그램에서

위도 60° 이상인 경우 SRTM DEM이 존재하지 않기 때

남극 테라노바만에 위치한 장보고기지 인근

GETASSE30 DEM이나 ASTER DEM을 사용한다. 하

KOMPSAT-5 영상에 대하여 빙하의 움직임 및 DEM 생

지만, KOMPSAT-5 영상에서는 SNAP에서 지속적 에러

InSAR 작업을 수행하였다. SN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도 DEM을 이용할 경우 성공한 예를 비추어 볼 때,

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AR 영상 분석 및

각 amplitude 영상을 geocoding한 결과, KOMPSAT-5 일

를 발생시켰는데, 일부 TanDEM-X DEM와 같은 고해

부 영상에서 궤도오차로 인한 geocoding 오차가 약 250
m에 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Fig. 3). 이는 특히 2015년

Fig. 2. Elevation change in Tavan Tolgoi coal mine (43.67°N,
105.52°E) during 2000-2015, processed by SNAP.

Fig. 3. Azimuth ambiguities and geo-location error (~250 m)
from orbit inaccuracy near Jangbogo Antarctic Station,
Antarctica (A KOMPSAT-5 image acquired on 11
September 2015 was overlain by a 06 November 2015
image with 50%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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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영상과 DEM의 해상도 차이가 에러를 유발시키는

하는 10개의 의미 있는 DInSAR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것으로 보이며, 향후 SNAP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

(Fig. 6). 대부분의 영상에서 1-2 fringe 이내의 대기 변화

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 인한 위상이 관찰되었다.

기존 상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일부 InSAR 영상을 생성할 수 있었다. Fig. 4
에서는 2015년 9월 11일과 2015년 11월 6일 영상을 이용

하여 장보고기지 인근과 해안에서 암반이 노출된 곳에
서 지형에 의한 위상이 관찰되었으며, 빙하지역에서는

빠른 흐름과 적설 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coherence가 매

우 낮았다(Han and Lee, 2014). Fig. 5에서는 2015년 11월

6일과 2015년 12월 4일 두 영상을 이용하여 Drake Passage
지역과 같이 빙하의 흐름이 매우 느리거나 정체되어 있
는 빙붕 지역에서 조석에 의한 변위가 관찰된 반면 암

반지역의 DEM 신호는 얻을 수 없었는데, 이는 해안가
의 적설로 인한 temporal decorrelation이 그 원인으로 지

목된다(Han and Lee, 2015). 이로서 KOMPSAT-5의 궤

도 정밀도가 보다 향상된다면 남극에서도 DEM이나 빙

Fig. 7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coherence 영상을 보여주

고 있다. 7개 영상에서 시스템 노이즈로 보이는 줄무늬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자료처리 과정에서의 coregist-

ration 오차일 수도 있으나, KOMPSAT-5의 LO(Local

Oscillator)와 PRF(Pulse Repetition Frequency)의 불안정

성 및 SAR Focusing 과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SNAP 프로그램은 현재 StaMPS로의 자료출력을 통해

PSInSAR나 SBAS와 같은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창 업그레이드 중이다. Sentinel-1A/B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지만, KOMPSAT-5와 같은

타 센서의 경우 시계열 영상 처리에 필요한 co-registration

문제가 불안정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의 조위변형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이라크 사막지역 시계열 영상

2015년 8월 16일에서 2017년 7월 16일까지 지속적으

4. 결 론

로 얻어진 25장의 KOMPSAT-5 영상(stripmap, ascending,

right looking, VV 편파)에 대하여 28-day DInSAR를 SNAP

ESA에서 개발된 SNAP 프로그램은 버전 5.0 이후부터

프로그램으로 수행한 결과, critical baseline 조건을 만족

KOMPSAT-5 영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 6.0(beta version)

Fig. 4. Topographic phase on a rocky mountain near Jangbogo
Antarctic Station (74.63°S, 164.23°E) processed by a
commercial software (not geo-coded). One color cycle
represents ~40 m elevation change. The mage size is
30 km × 25 km and the location is the same with Fig. 3.

Fig. 5. Tidal phase on a ice shelf over Drake Passage near
Jangbogo Antarctic Station (74.63°S, 164.23°E) processed
by a commercial software (not geo-coded). One color
cycle represents 1.6 cm displacement in LOS direction.
The mage size is 30 km × 25 km and the location is the
same with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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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series of KOMPSAT-5 28-day DInSAR images in Iraq processed by SNAP. One color cycle represents 1.6 cm
displacement in LOS direction. The image center coordinates are (33.20°N, 41.72°E) and the image size is 30 km × 30
km. The image acquisition dates in YYYYMMDD format and the perpendicular baselines are added on each image.

Fig. 7. A series of KOMPSAT-5 28-day DInSAR coherence images (black 0, white 1) in Iraq processed by SNAP. The image
center coordinates are (33.20°N, 41.72°E) and the image size is 30 km × 30 km. Image dates are in YYYYMMDD format
and the perpendicular baselines are added on eac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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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처리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현재 SNAP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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