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9, No.1, 2013, pp.35~43
http://dx.doi.org/10.7780/kjrs.2013.29.1.4

COSMO-SkyMed SAR 영상을 이용한 밀 생육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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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Wheat Growth by COSMO-SkyMed SAR Images
Yihyun Kim*, Sukyoung Hong*†, Kyungdo Lee*, Soyeong Jang*, Hoonyol Lee** and Yisok Oh***
* Soil and Fertilizer Management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Department of Geophys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School of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Hongik University

Abstract : We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backscattering coefficients of wheat measured by
COSMO-SkyMed SAR and biophysical measurements such as biomass, vegetation water content, and
soil moisture over an entire wheat growth period. Backscattering coefficients increased until DOY 129
and then decreased along with fresh weight, dry weight, and vegetation water content.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backscattering and wheat growth parameters revealed that backscatter correlated well
with fresh weight (r=0.88), vegetation water content (r=0.87), and dry weight (r=0.80), while
backscatter did not correlated with soil moisture (r=0.18). Prediction equations for estimation of wheat
growth parameters from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s were developed.
Key Words : COSMO-SkyMed SAR, backscattering coefficients, wheat, growth parameters,
prediction equations

요약 : 본 연구에서는 COSMO-SkyMed 영상을 이용하여 얻어진 후방산란계수의 밀 생육시기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생육인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밀 생육추정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2년도 농촌진
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생육시기별로 COSMO-SkyMed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후방산란계수를
산출하였고 해당시기에 생체중, 식생수분함량, 건물중, 토양수분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생육시기에 따라
HH-편파 후방산란계수가 증가하다가 DOY 129(5월 8일) 때 최대값을 보인 후 감소하였는데 생체중, 식생
수분함량, 건물중 등도 동일한 변화 경향을 보였다. 후방산란계수와 밀 생육인자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체중(r=0.88), 식생수분함량(r=0.87)과 각각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고, 건물중(r=0.80)과도 상관성을 보
였지만 토양수분(r=0.18)과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후방산란계수를 이용하여 밀 생육을 추정을 위한
회귀식을 작성하였는데 생체중(R2=0.80), 식생수분함량(R2=0.80)에서 각각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COSMO-SkyMed 영상 이용 밀 생육을 추정할 수 있었고 향후 아리랑 5호 위성(KOMPSAT5)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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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영상(HH-, VV-편파)을 이용하여 밀 생육기간동안

1. 서 론

모니터링하고 후방산란계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밀 생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곡물가격 폭등 등 급변하

육초기에서는 VV-편파가 HH-편파보다 후방산란계수

는 국내외 농업환경 여건에서 작물의 안정 생산과 식

가 높게 나타났지만 밀 군락이 형성되면서 HH-편파가

량안보를 위해 미래기술 개발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

더 높게 나타났다. Kurosu et al.(1995)은 Earth Resource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이

Satellite(ERS)-1 C-밴드 SAR 영상을 이용하여 일본 아키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량안보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

다 대학 시험포장에서 벼 생육을 관측 하였다. C-밴드

책이 필요하다. 최근 작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광역에

VV-편파 후방산란계수와 벼 생육인자를 비교해 본 결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원격탐사 영상정보의 사용이

과 초장(plant height, r = 0.94)과 생체중(fresh weight, r =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우주개발 진

0.94)에서 각각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흥기본 계획”
에 따라 천리안, 다목적실용위성 2호, 3호

Moran et al.(1998)은 미국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가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고 향후 다목적실용위성 5호,

(Maricopa) 연구센터 시험포장에서 Ku-, C-밴드 SAR 자

3A호(
‘14), 6호(
‘17), 7호(
‘18) 등이 발사될 계획이어서

료를 이용하여 작물생육과 토양수분과의 관계를 분석

위성영상 활용도가 증대될 전망이다(MEST, 2011).

하였다. 작물생육상태를 판가름하는 지표로 사용한
green LAI와 Ku-밴드 관계에서 green LAI가 4를 넘을 때

광학위성은 미국 IKONOS, QuickBird, 우리나라의 다
목적실용위성 2호 등 초정밀 고해상도 영상(해상도 1

부터 Ku-밴드의 후방산란계수는 포화(saturation)가 일

m 급)부터 Terra와 Aqua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36개 분

어났다. Green LAI가 3 이하 일 때 Ku-밴드 후방산란계

광밴드 자료로부터 다양한 시공간 해상도의 육상, 대

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r = 0.86). C-밴드는 토

기, 해양환경변수 추정이 가능한 저해상도 위성인

양 거칠기, 토양수분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Shao et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al.(2001)은 RADARSAT-1 영상을 이용하여 중국 광동

영상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성 조경(Zhaoquing) 벼 재배지역에서의 농경지 지도를

하지만 광학영상의 경우 에너지원이 태양이기 때문

작성하고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신경망 분류(neural net

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 구름이 낄 경우 영상획득

classifier) 방법을 이용하여 벼(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의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우리나라는 몬순기후대에

초지, 산림, 주거지, 저수지 등 8개 종류로 분류하였다.

위치하고 있어 작물생육이 왕성한 여름철에 비오는 기

벼 품종구분 정확도를 조사해 본 결과 91%로 높게 나

간이 많아 일조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타났다. 또한 벼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벼 모 이앙기

레이더 위성영상은 에너지원이 인공발생 극초단파

직후, 유수형성기, 등숙기 때의 영상에서 벼 수량을 비

(microwave)로 자체적으로 펄스신호를 내보내어 대상

교하였을 때 두 요인간의 상관성이 높았지만 다른 시

체(target)로부터 되돌아오는 신호인 후방산란계수

기에서는 벼 수량과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Chen et

(backscattering coefficients)를 얻는 것으로 날씨에 영향

al.(2007)은 Environment Satellite(ENVISAT) Advanced

을 거의 받지 않는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레이더 기술

SAR(ASAR) 영상을 이용하여 중국 남동부 지역에서

의 장점을 살려 수확량 예측, 작물의 생육 모니터링, 관

벼 생육초기에 HH, VV-편파 영상을 수집하고 초장, 생

개답 면적 추정, 재해 피해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

체중과 각각 관계를 분석하고 ASAR HH-, VV-편파 후

다. 레이더에서 얻어지는 후방 산란(backscattering)은 작

방산란계수를 결합하여 벼 초장, 생체중 지도를 작성

물의 종류, 생체량, 엽면적지수, 수분 함량, 배열과 분포

하였다. Lin et al.(2009)은 ENVISAT ASAR 영상에서 얻

에 따라 달라진다.

어진 HH-, HV-편파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남동부 사탕
재배지역에 대해 작물 생육을 모니터링하고 엽면적지

1980년 후반부터 지상 레이더 시스템 뿐 만아니라

수를 추정하였다.

레이더 및 항공기 영상을 이용하여 작물생육과의 관계
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경우 Hong et al.(2000)은 RADARSAT-1 영상

Le Toan et al.(1989)은 프랑스 남동부 지역에서 X-밴드

을 이용하여 벼 생육을 모니터링한 연구결과를 발표하
–36–

Monitoring Wheat Growth by COSMO-SkyMed SAR Images

였다. 당진군 예당평야 지역에서 벼 생육기간 동안 9시

34.77″N, 126°58′32.52″E)에서 금강밀(Triticum aestivum

기의 자료를 standard beam mode 5 또는 6으로 취득하여

L)을 대상으로 2011년, 2012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

검보정 과정을 통해 지표면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후

다. 시험포장의 면적은 20 m×40 m, 밀 파종일은 2011

방산란계수를 산출하였다. 벼 생육초기의 담수상태일

년 11월 15일, 수확일은 2012년 6월 22일이었다. 레이더

때 논 후방산란계수 범위는 -16 dB ~ -13 dB 이였고, 벼

산란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밀 파종일 부터 수확일 까

의 영양생장이 최대에 달했을 때 논의 후방산란계수는

지 레이더 산란특성을 모니터링 하였다. 밀이 자라는

-4.4 dB ~ -3.1 dB 범위로 생육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방향(crop row orientation)은 밴드별 안테나의 방위각

보였다. 후방산란계수는 초장, 엽면적지수, 생체중, 건

(azimuth) 각도와 동일한 방향이었다.

물중(dry weight)과 함수관계를 나타내었다.

2) 밀 생육조사 및 분석

Jang et al.(2012)은 2005년도 당진군 예당평야의 논농
사 지역을 대상으로 RADARSAT 영상을 이용하여 벼

밀은 씨를 전 포장면에 흩어뿌리는 산파(broadcast

조생종과 중만생종별 후방산란계수의 시계열 변화를

planting) 재배 하였고, 3월 중순(Day Of Year, DOY 83)부

비교하였다. 생육 초기 이삭분얼기까지는 조생종의 산

터 6월 중순(DOY 164)까지 초장, 생체중, 건물중, 식생

란계수가 조금 높았으나 출수기 이후에는 중만생종 의

수분함량 등을 주 1회 조사하였다. 생육조사는 직사각

후방산란계수가 1.0 ~ 2.0 dB 정도 높게 나타났고, 조생

형틀(60 cm×50 cm)을 이용하여 틀 안의 시료를 채취하
여 초장, 생체중 등을 측정하고 60℃에서 건조하여 건

종의 유수형성기인 7월 중순 이후의 영상에서 벼 품종

물중 등을 측정하였다. 생체중에서 건물중을 뺀 값으

간 후방산란계수의 차이가 명확하였다. RADARSAT

로 식생 수분함량을 얻었다. 표토(5 cm)에 토양수분센

후방산란계수의 시계열 변화를 이용하여 벼 품종별 경

서(TDR sensor, Trime-Pico 32, IMKO GmbH Inc.)를 이용

작지역을 분류해본 결과 조생종 논벼가 전체 대상 필

하여 밀 생육기간동안 토양수분 함량변화를 관측하고,

지의 18.4%에 해당하며 약 741.5ha 에서 경작되는 것으

용적 수분함량을 계산하였다. 기상자료는 연구지역 인

로 추정하였다.

근 수원기상대(37°16′21.15″N, 126°59′07.52″E)

우리나라에서는 Synthetic Aperture Radar(SAR)를 탑

Automatic Weather Station(AWS)을 이용하여 기상자료

재한 최초의 레이더 위성인 아리랑 5호(KOMPSAT-5)

를 수집하였다. 수집 시기는 3월 1일(DOY 61)부터 밀

을 제작하여 2013년에 발사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확기(6월 22일, DOY 174)까지 이었고 기상자료에는

향후 아리랑 5호를 이용하여 작물생육 모니터링 및 생

풍향(°
), 풍속(m s-1), 상대습도(%), 강수량(mm), 온도(℃)

산량 예측 등 농업적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안테나 규

가 포함되어있다.

격이 비슷한 COSMO-SkyMed(COnstellation of small
Satellites for the Mediterranean basin Observation) 영상을

3) 레이더 영상 후방산란계수 산출

이용하여 밀 생육 및 토양수분함량 변화를 모니터링하

사용한 레이더 위성영상은 COSMO-SkyMed 영상으

고 레이더 영상에서 추출한 후방산란계수와 밀 생육

로 중심주파수 9.6 GHz, 파장(Wave length) 3.1 cm 이며

및 토양수분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생육 및 토양수

상세내역은 Table 1과 같다. COSMO-SkyMed 영상 자료

분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아리랑 5호 농업적 활용 가

수집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영상은 spotlight 모드, HH-

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편파, 입사각(40°
)로 7씬 영상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지역에 대해 Target point 작업을 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Fig. 1와 같다. Target point 과정을 거친 후

2. 연구방법

GAMMA software 프로그램(GAMMA Remote Sensing
Inc.)을 이용하여 COSMO-SkyMed 영상을 전처리하였

1) 연구지역

다(Fig. 2). 전처리 첫 단계로 HDF5 format의 영상으로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37°15′
–37–

터 single look complex(SLC) 영상과 parameter file 생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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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stem parameters of COSMO-SkyMed satellite and KOPMSAT-5 satellite

Specification
Nation
Equipment
Frequency
Wave length
Incident angle
Repeat cycle
Polarization
Spotlight
Resolution

StripMap
ScanSAR

COSMO-SkyMed

KOMPSAT-5

Italy
X-band (9.6 GHz)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9.6 GHz
3.1 cm
20˚ ~ 59˚
16 (1, 7, 8) days
HH, VV, HV, VH, HH/VV, HH/HV, VV/HV
1 m (10 km×10 km)
HIMAGE, 3 m (40 km×40 km)
Ping Pong, 15 m (30 km×30 km)
Wide region, 30 m (100 km×100 km)
Huge region, 100 m (200 km×200 km)

Korea
X-band (9.66 GHz)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9.66 GHz
3.2 cm
20˚ ~ 55˚
28 days
HH, VV, HV, VH
1 m (5 km×5 km)

Table 2. Dataset in COSMO-SkyMed satellite

Specification

3 m (30 km×30 km)
20 m (100 km×100 km)

상도로 적용하였다(c). 그 후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는데

COSMO-SkyMed

DEM/map parameter file과 lookup table을 사용하였다(d).

Mode
Spotlight
Resolution
1 m (10 km×10 km)
Polarization
HH
Incident angle
40˚
Pass
Descending
Look side
right
Shooting time
6:30
Acquisition date 3/6, 3/22, 4/6, 4/22, 5/8, 5/27, 6/11 (2012)

마지막으로 영상의 후방산란계수를 산출하였다(e).
후방산란계수 산출 과정은 식(1) ~(7)과 같다(ISA,
2009).
s˚(i, j)dB = 10*log10(P(i, j)* FTot)

(1)

s˚(i, j) = P(i, j)* FTot

(2)

FTot = Fact"1
k

(3)

Fact"= Fact' 12
F

(4)

Fact' = Fact* sin(aref)

(5)

후(a), azimuth look과 range look을 조정하여 multi-look 영
상을 생성하였다(b). 다음 단계로 slant range의 영상을
ground range 영상으로 변환하였는데 여기서 ground
range 영상의 pixel spacing은 기하 보정된 영상의 공간해

Fig. 1 Area of Interest (AOI) in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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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ta processing of COSMO-SkyMed satellite.

Fact = Rref2*Rexp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Fig. 5). 생육기간 동안 토양수

(6)

_

2

P(i, j) = |imginp(i, j)|

분함량 범위는 0.08 ~ 0.33(m3 m 3) 이었고, 토양수분함
(7)

량 변화는 전체 콩 생육기간에서 크게 나타났다. 토양

Rref는 Reference slant range, Rexp는 Reference slant

수분은 강우량이 높은 시기에서는 함량이 높게 나타났

range exponent, sref는 Reference incident angle, F는

고 낮은 시기에서는 낮게 나타나 기상요소 중 강우량

Rescaling factor, K는 Calibration factor를 각각 의미한다.

변화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Fig. 4). 생육기간에서는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수분함량 간에 상관성은 나타나
지 않았다(Fig. 5).

3. 연구결과 및 고찰

HH-편파 후방산란계수는 생육시기에 따라 증가 하
다가 DOY 129(5월 8일) 때 최대값을 보인 후 DOY
150(5월 29)에는 감소하였다. HH-편파 후방산란계수

1) 밀 생육시기에 따른 레이더 영상 후방산란계수와
생육인자 변화 특성

변화는 생체중, 식생수분함량, 건물중과 동일한 경향
을 보였다. 생육시기에 따른 후방산란계수와 생육 및

밀 생육단계는 영양생장기(vegetative stage), 생식생
장기(reproductive stage) 2단계로 구분되는데 영양생장

토양수분 변화 결과는 Kim et al.(2011)이 발표한 내용과

기는 파종기(seeding), 재생기(re-emergence, 겨울철 생장

일치한다. Kim et al.(2011)은 마이크로파산란계에서 얻

을 멈춘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 유수형성기

어진 후방산란계수와 콩 생육 및 토양수분변화를 분석

(panicle formation), 출수기(heading)까지 이고, 생식생장

한 결과 후방산란계수는 엽면적지수, 생체중, 건물중

기는 유숙기(milk ripe), 황숙기(yellow ripe), 수확기까지

등 이 최대값을 나타내는 시기(DOY 271)에 최대값을

이다. 본 연구에서의 해당 밀 생육단계 시기는 Fig. 3과

보인 후 그 후 수확기까지 감소하였다. Kim et al.(2012)

같다.

은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수분 함량변화 관계에서는 전

밀 생육시기에 따른 생육인자들의 변화를 관측해 본

체 콩 생육기간에는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지만(r =

결과 생체중, 건물중, 식생수분함량은 5월 16일(DOY

0.31), 엽면적지수가 2 이하(DOY 224) 일 때 후방산란계

137) 최대값을 보인 후 수확기(6월 22일, DOY 174)까지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토양수분함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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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eding (2011.11.16)

(d) Heading stage (2012.5.8)

(b) Re-emergence stage (2012.2.15)

(c) Panicle formation stage (2012.4.5)

(e) Milk ripe stage (2012.5.25)

(f) Yellow ripe stage (2012.6.12.)

Fig. 3. Field photos wheat in various growth stages.

Fig. 4. Temporal variations of soil moisture and precipitation during the wheat growth period.

보였다. 또한 Kim et al.(2012)은 레이더 산란계 이용하

토양수분과의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그

여 토양수분함량을 추정했을 때 L-밴드, C-밴드, X-밴

이유는 영상의 재방문주기가 16일로 마이크로파 산란

드 순서로 추정값이 높게 나타났다. 파장이 긴 L-밴드

계의 측정주기(10분 단위)보다 시간해상도가 크게 떨

안테나는 밀의 뿌리, 토양까지 신호(signal)가 전달되는

어져 연속적으로 토양수분변화를 모니터링하기가 힘

반면 X-밴드는 파장이 짧아 토양까지 전달되기가 어렵

들었다. 레이더 영상을 이용한 토양수분 모니터링의

다. 따라서 X-밴드 안테나를 장착한 COSMO-SkyMed

경우 다중편파(full polarization), 다양한 입사각도를 통

영상 후방산란계수에서도 토양수분과의 상관성이 낮

하여 여러 종류의 밴드 안테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

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는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함께 이용해야할 것으로 생각

본 논문에서는 밀 생육시기에 따라 후방산란계수와

된다. 또한 이 결과로 볼 때 레이더 영상을 이용하여 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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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oral variations of backscattering coefficients for COSMO-SkyMed satellite and wheat growth biophysical variables.

물생육을 추정하는데 있어 생육기간 동안 시계열별 영
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작물 생육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backscattering
coefficients, growth parameters, and soil moisture
over study period

Growth data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critical season)의 영상

Correlation coefficient (r)
_2

0.88**

Fresh weight (kg m )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_2

Vegetation water content (kg m )
_2

2) 후방산란계수를 이용한 밀 생육 추정
토양수분 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후방산란계수와

Dry weight (kg m )

0.80*

_3

0.18ns

Soil moisture (m3 m )

생육시기별 레이더 영상 후방산란계수와 밀 생육 및

**

0.87

*, ** Significant at the 0.05, 0.01 probability levels, respectively.
NS
not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생체중, 식생수분함량, 건물중, 토양수분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Table 3). COSMO-SkyMed 영상 후방

한 결과 결정계수가 0.80으로 생체중 변이의 80%를 설

산란계수는 생체중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r =

명할 수 있었다(Fig 6a). HH-편파 후방산란계수와 식생

0.88). 식생 수분함량은 가뭄을 평가하거나 수확량을

수분함량과는 1차식 관계가 성립되었고 결정계수가

예측할 때 중요한 입력변수로 사용되고, 마이크로파

높게 나타났다(R2 = 0.80, Fig 6b). HH-편파 후방산란계

자료로부터 토양수분을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자

수와 건물중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1차식 관계가 성

값이다(Jackson and Schmugge, 1991; Gao and Goetz,

립되었다(R2 = 0.70, Fig. 6c).

1995). 영상 후방산란계수와 식생수분함량과의 상관성

COSMO-SkyMed 영상을 이용하여 밀 생육 및 토양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고(r = 0.87), 건물중

수분을 모니터링 한 결과 생체중, 식생수분함량과의

과의 관계에서도 상관성을 보였다(r = 0.80). 이에 비해

상관성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밀

토양수분은 영상 후방산란계수와 상관성이 나타나지

생육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위성영상과 작물생육과의 관계를 비교 및 분석하기

않았다(r = 0.18).
COSMO-SkyMed 후방산란계수와 밀 생육인자들과

위해서는 시계열별 영상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다. 하지

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후방산란계수를 이용하

만 현재 운영되고 레이더 위성들은 영상 재촬영시기가

여 밀 생육 추정을 위한 회귀식을 작성하였다(Fig. 6).

제한적이다. 따라서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작물생육을

HH-편파 후방산란계수를 이용하여 밀 생체중를 추정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해상도가 레이더 영상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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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영상에 적용함으로써 작물생육과의 관계를 분
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레이더 영상은 안테나 밴드에 따라 작물에 대한 침
투(penetration)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 파장이 긴 L-, C밴드는 작물 줄기, 뿌리까지 신호(signal)가 전달되므로
생체중, 식생수분함량, 엽면적지수 등 체적산란특성
(volumetric characteristics)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중편
파 특성을 이용하면 단일편파에 비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RADARSAT-2 영상(C-밴드 안
테나)을 이용하여 다중편파(HH, VV, HV/VH) 조건에서
(a)

벼 생육을 모니터링하고 후방산란계수와 벼 생육과의
관계를 분석 할 계획이다.

4. 결 론
COSMO-SkyMed 영상에서 얻어진 후방산란계수와
밀 생육인자와의 변화를 분석하고 두 변수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생육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영상 후방산
란계수는 생육시기에 따라 증가 하다가 DOY 129(5월 8
일) 때 최대값을 보인 후 DOY 150(5월 29)에는 감소하

(b)

였는데 생체중, 식생수분함량, 건물중 등도 동일한 변
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토양수분함량 변화는 생육시
기에 따라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 두 변수간의 상관성
은 낮았다.
후방산란계수와 생육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생체중(r = 0.88), 식생 수분함량(r = 0.87)과 상관
계수가 높게 나타났고, 건물중(r = 0.80)과도 상관성을
보였다. 후방산란계수를 이용하여 밀 생육인자를 추정
한 결과 결정계수가 생체중(R2 = 0.80), 식생 수분함량
(R2 = 0.80), 건물중(R2 = 0.70) 등으로 생체중, 식생 수분

(c)

함량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Fig. 6. Relationship between backscattering coefficients in
COSMO-SkyMed (HH-polarization) and wheat growth
data; (a) fresh weight, (b) vegetation water content, and
(c) dry weight.

통해 COSMO-SkyMed 영상 이용하여 밀 생육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에 비해 높은 지상 산란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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