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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SNAP(SeNtinel's Application Platform)은 유럽우주국이 개발한 공개 소프트웨어

로서, SAR와 광학위성을 포함한 Sentinel 위성 시리즈에서 얻은 자료를 처리하는 여러 개

의 Toolbox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S1TBX는 주로 Sentinel-1A/B 영상과 간섭기법을 처

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Graph Builder와 같은 흐름도 방식의 자료처리 기법을 제공하

고 DEM 자동다운로드를 포함한 편리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매

우 활발하여, 컴퓨터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InSAR와 DInSAR의 수행이 원활해 최근 전세

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S1TBX에는 또한 기존의 타 SAR 위성 자료 처리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버전 5 이후에는 KOMPSAT-5의 처리 기능도 추가되었다. 이 연

구에서는 SNAP의 S1TBX를 이용하여 KOMPSAT-5 SAR 영상의 간섭기법을 처리한 예

를 보여주고 있다. 몽골 Tavan Tolgoi 노천탄광에서는 2015년도에 KOMPSAT-5로 얻어

진 DEM과 2000년에 얻어진 SRTM 1sec DEM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5년 동안 최대

130미터 깊이를 채굴하였고 쌓아놓은 광석의 높이가 70미터를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

극 장보고기지 인근 빙하지역에서는 타 프로그램에서는 조석과 지형 InSAR 신호가 관찰

되었으나, SRTM 지역을 벗어나는 관계로 SNAP으로는 처리가 현재는 불가했다. 또한 이

라크 사막지역에서 여러 장의 DInSAR 영상이 만들어졌지만, StaMPS 적용을 위한 Stack

은 궤도 오차 혹은 프로그램 버그로 인하여 불가했다. 프로그램의 개선에 있어서는 최근

SNAP의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주기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2013년 8월에 발사된 KOMPSAT-5

SAR는 X밴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최

근 정밀궤도운영을 통해 SAR 간섭기법

(InSAR)이 가능한 영상을 시계열 적으로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보정 및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KOMPSAT-5의 SAR 및 InSAR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대부분 기존의 상업적 프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user interface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가 많고 프로그램 source code에의 접근

이 어려워 개발자로서 원활한 사용에 제

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유럽우주국에서는 Open Science를

표방하는 Copernicus Program을 운영하면

서, Sentinel 위성 시리즈를 개발 및 운영

하고, 얻어진 광학 및 SAR 위성 자료를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ESA, 2017a). Sentinel 위성 시리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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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1A/B는 C밴드 SAR 영상으로서,

전세계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azimuth 해상도를 조금 낮추는 대신 (5m

range × 20m azimuth) 세 개의

sub-swath를 이용하여 총 250km로 영상

폭을 넓힌 Interferometric Wide Swath

Mode (IW Mode)를 기본 임무로 삼고 있

다. 12일의 재방문 주기를 가지는

Sentinel-1A와 Sentinel 1B는 각각 2014년

4월 3일과 2016년 4월 22일에 발사되었

으며, 두 위성을 이용하면 6일의 재방문주

기가 가능하다. 이로서 지표변형을 모니터

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자료의 처리를 맡을 SNAP

(SeNtinel's Application Platform)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시자료 또한 공개

하고 있고(ESA, 2017b), 전세계 사용자들

과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 매우 빠른 업그

레이드 주기를 유지하고 있다. SNAP에는

위성의 종류에 따라 여러 Toolbox가 있는

데, SAR는 S1TBX라 불리는 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다. S1TBX는 기존 상용 프로

그램에 비교할 때도 매우 뛰어난 범용성

과 확장성 및 UI(user interface)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자료

처리에 필요한 위성의 정밀한 위치자료

(state vector)나 외부 DEM 자료를 자동

으로 다운로드하고 모자이크하는 기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Graph Builder를 이용

하여 순서도 형식으로 처리과정을 프로그

래밍할 수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S1TBX는 Sentinel-1A/B 외에도

ERS-1/2, ALOS, Cosmo-SkyMED 등 기

존의 SAR 자료의 처리도 점차 가능하도

록 기능을 추가하고 있으며, SNAP 5.0 부

터는 KOMPSAT-5 SLC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장기간의 변화탐지

및 이종 센서를 이용해 연구하는 과학자

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SNAP 6.0 (beta version)

을 이용하여 KOMPSAT-5 SAR 영상을

처리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SAR 영

상의 기본적인 처리 및 InSAR DEM의

구현과 그 예를 들고, DInSAR 처리 결과

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직 미흡한 처리는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해 그 원인을 찾아

보고자 하며, StaMPS와 같은 시계열적

SAR 영상 처리를 위한 전처리과정의 문

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SNAP 프로그램은 ESA 홈페이지를 통

해 다운받을 수 있다. SNAP 프로그램은

NetBeans platform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Windows, Mac OS X, Unix 등 다양한

환경에서 뛰어난 확장성을 보인다. SNAP

5.0 (2016년 12월 5일자)이 현재의 정식

버전이며, 이 연구에서는 2017년 9월 8일

자 배포된 SNAP 6.0 베타 버전을 사용하

였다. 또한 phase unwrapping 프로그램인

snaphu와 PSInSAR나 SBAS를 처리해주

는 StaMPS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Virtual Machine으로 Ubuntu를 설치하고

PC와 Linux에서 상호 접근 가능한 폴더

를 만들어 자료를 처리하고 저장한다.

SNAP 프로그램은 비교적 많은 양의 컴

퓨터 메모리를 요구하는 편이다. Graph

Builder를 이용하여 DInSAR 과정을 순차

적으로 일괄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메

모리가 32GB는 되어야 원활한 처리가 가

능하다. 특히 Sentinel-1A/B의 DInSAR

과정 후 세 개의 Sub-Swath를 하나로 합

치는 TOPS_merge까지 Graph Builder에

넣어 일괄처리하기 위해서는 64GB 이상

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PC

환경에서는 경험적으로 메모리의 한도를

넘지 않는 단계까지만 Graph Builder를

이용하여 순서도를 작성한 뒤 일괄 처리

- 190 -



하였고, merge, band_math, geocoding,

KMZ_output 등과 같은 내장 함수는 필요

에 따라 후처리 과정을 거쳤다.

연구에 사용된 KOMPSAT-5 자료는 건

조, 극지, 침하지역의 변화를 보고자 몽골,

남극, 이라크를 포함하고 있다. 몽골은

Tavan Tolgoi 노천 탄광을 포함하는 2015

년에 촬영된 InSAR pair를 사용하였고,

남극 장보고기지 인근에서는 Campbell 빙

하지역, Melbourne 화산지역, David 빙하

상부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계열

자료로서 2015년 8월에서 2017년 8월까지

28일 재방문 주기로 이라크 사막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였다.

3. 결과
3.1 몽골 Tavan Tolgoi 노천탄광

2015년에 획득된 KOMPSAT-5 InSAR

pair를 가지고 SNAP에서 Fig. 1과 같은

Graph Builder로 처리하여 DEM을 얻었

다. 이를 2000년에 얻어진 SRTM 1sec

DEM과 차분해 본 결과, Fig. 2와 같이 몽

골 Tavan Tolgoi 노천탄광에서 15년 동안

최대 130미터 깊이의 채탄이 이루어졌고,

인근 지역에 쌓인 광석의 높이가 70미터

에 달했다.

3.2 남극 장보고기지 인근

남극 장보고기지 영상의 경우, SRTM

지역이 아닌 관계로 DInSAR 수행이 어려

워, 원인분석을 위해 기존 상업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KOMPSAT-5 일

부 영상에서 궤도오차로 인한 geocoding

오차가 발견되었으며, SNAP의 경우

coregistration 방법이 궤도 정밀도에 의존

도가 높고 비교적 단순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Fig. 3에

서는 지형에 의한 위상이, Fig. 4에서는

빙하의 조석에 의한 변위가 관찰되었다.

3.3 이라크 사막지역 시계열 영상

25개 KOMPSAT-5 영상에 대한 28-day

DInSAR를 수행한 결과 10개의 의미 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Fig. 5). 일부

coherence 영상에 시스템 노이즈로 보이

는 형태가 나타났다(Fig. 6). 또한

StaMPS와 같은 시계열 영상 처리에 필요

한 co-registration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는 향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론
ESA에서 개발된 SNAP 프로그램은 버

전 5.0 이후부터 KOMPSAT-5 영상을 처

리할 수 있으며, 6.0(beta version)에서 처

리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현재

SNAP을 이용한 KOMPSAT-5 InSAR

DEM 작성은 매우 안정화되어 있고,

SRTM 자료영역인 남북위 60도 이내에서

는 DInSAR도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

다. 그러나 KOMPSAT-5의 궤도오차가

간혹 나타나고, SRTM 영역 밖에서는 지

형차감이 어려운 점, 그리고 StaMPS와

같은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연결처리는

보다 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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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NAP Graph Builder for
KOMPSAT-5 InSAR.

Fig. 2. Elevation change in Tavan
Tolgoi coal mine during 2000-2015.

Fig. 3. Topographic phase near
Jangbogo Antarctic Station
processed by a commercial
software.

Fig. 4. Tidal phase near Jangbogo
Antarctic Station processed by a
commercial software.
 

Fig. 5. A series of KOMPSAT-5
28-day DInSAR images in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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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series of KOMPSAT-5
28-day DInSAR coherence images in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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