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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개  요

  위탁 과제명: 파랑정보 추출을 위한 SAR 영상 처리기술 개발(Ⅱ)

  본 과제명: 기상재난파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 기간: 2007년 2월 1일 ~ 2007년 11월 30일

  위탁 연구비: 25,000,000원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해풍, 해파, 해류와 관련 된 해양물리학적 정보에 관한 연구는 실제 해상에서 발

생되는 다양한 현상들의 복합적인 상호 기작을 이해하고, 역동적인 해상의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과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이다. 이번 년도 연구 

목표는 인공위성 SAR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파랑과 해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SAR 영상에서 파랑(wave)의 파장과 파고 추정하고, 해류 유

속의 크기와 방향 정보를 추출하여 HF-radar 자료와 비교 검증함으로써, 전년도에 

개발된 SOP 프로세서의 개선과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전년도에 개발된 해양의 해풍, 파랑, 해류 관련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요 이론 및 연구 기법들을 토대로 설계된 종합적 

프로세서인 SOP (SAR Ocean Processor)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SAR 영상자료 처리

를 수행하고, 추출된 파랑과 해류 결과를 기상자료와 HF-radar 자료와 같은 현장 

관련 자료와 비교 검토하였다.

1. Wave-SAR 역산 방법을 통해 파랑의 스펙트럼을 추출하고, 파장과 진행방향

을 산출하였으며, 이때 발생되는 방향에 대한 180°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ter-look cross-spectra (ILC)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azimuth cut-off 모델을 

적용하여 파고(significant wave height) 값을 산출하였다.

2. 해류(ocean current)의 속도 정보는 단일 산란체에 대하여 SAR 영상이 얻어지

는 시간 동안 해상의 산란체가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Doppler shift를 이용한 기

법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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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된 SOP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SAR 영상으로부터 얻어진 해류의 속도 정

보를 비교 검토하고자 동일지역에서 측정된 HF-radar 자료를 참조하여 속도 보

정을 수행한 결과 신뢰할만할 속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 목표인 파랑과 해류 관련 파라미터 추출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파랑 정보 추출 과정에서 사용된 Radardat-1 SAR 영상자료는 제주도 부근 해

역을 관측한 3개 자료로 SOP 프로세서를 수행하여 추출된 SAR 파랑 스펙트럼과 

ILC 스펙트럼 결과로부터 파랑의 파장, 파고, 진행방향을 추출하였다.

2. Freak wave와 같은 극심한 파고를 가지는 파랑은 인공위성 SAR 시스템의 과도한 

velocity bunching 효과로 인하여 적절치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하여 향후 

Airborne SAR를 이용한 freak wave 검출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3. 해류의 속도 정보는 Doppler shift 기법에 기초하여 수행되었으며, 사용된 영상자

료는 인천 인근 해역의 6개 Radarsat-1 SAR 영상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출된 속도 

결과는 지상시스템인 HF-radar 속도 정보와 비교 분석 과정을 거쳐 SAR 영상화

(SAR focusing)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평균보정을 수행하여 값을 보

정하였다.

4. SOP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Radarsat-1 SAR 영상자료로부터 추출된 파랑, 해류의 

해양물리학적 정보는 부이와 같은 동시 측정된 직접적인 현장 자료는 아니지만 현장 

관련 자료인 기상자료 및 HF-radar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연구 결과 SOP 프로세서를 수행하여 SAR 영상자료로부터 추출된 파랑의 파장과 

파고 및 진행방향, 해류의 유속 및 방향과 관련된 해양물리학적 정보는 현장 관련 

자료와 비교 검토한 결과 신뢰할만한 결과를 보였다. 향후 계속적인 프로세서 수정 

보완과 동시 측정 가능한 현장자료와의 검증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역동적이고 다

양한 해상 상태에 대한 향상되고 정확․정밀한 정보 제공 및 복합적이고 상호 관련

성을 보이는 해양 현상의 기작을 밝히고 연구하는데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Freak wave의 추출에 있어서 Airborne SAR의 활용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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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978년 최초 민간용 마이크로파 인공위성 SAR 센서인 SEASAT (USA)이 발사된 이후 

SAR 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해양의 역학적 현상과 특징들을 수집하고 이에 따른 이론 

및 활용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전 지구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해

상, 육상, 기상과 관련 된 다양한 인공위성 SAR 센서들이 개발되어 왔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SAR 시스템들은 X-, C-, L-밴드 등, 파장의 크기가 짧은 밴드부터 긴 밴드까지 관측 

가능한 다중 주파수(multi-frequency), 수평(horizontal), 수직(vertical) 편광 상태에 따른 

다중 편광(multi-polarization) 관측이 가능하도록 개발되는 추세이다.

  해양학적 활용 연구 분야는 크게 해풍(wind), 파랑(wave), 해류(current)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표면파(surface wave), 내부파(internal wave), 해류(current), 바람(wind cell), 

해저 지형에 따른 특성(bathymetric feature), 선박 항적(ship wake), 기름 유출(oil spill) 

등과 같은 해양학적 현상들은 후방산란계수(backscattering coefficient)나 공간적 스펙트럼 

분포(spectral distribution)에 따라 2차원의 SAR 영상자료로 가시화된다(Elachi, 1988; 

Mouchot and Garello, 1998).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SAR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해양의 

정성적, 정량적 물리량을 추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년도 연구는 이러한 해양의 해풍(wind), 파랑(wave), 해류(current)와 관련된 다양

한 해양 현상 중 인공위성 SAR 영상자료로부터 해파의 파장과 파고, 유속의 크기와 방향

을 추출하고, 전년도에 개발 된 해양물리학적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세서

인 SOP (SAR Ocean Processor)의 적용과 검증을 목표로 하였다. 

  파랑 정보는 푸리에 변환에 기초한 wave-SAR 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SAR 파랑 스펙트

럼(SAR wave spectrum)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파장과 파고 값을 계산하고자 하였으며, 

azimuth cut-off 모델에 기초하여 파고 값을 추정하였다. 해류 정보는 SOP 프로세서를 수

행하여 Doppler shift 기법을 기초로 해류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속도 자료를 이

용하여 연구지역의 해류의 평균 속도 및 분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출된 파랑, 

해류 속도 정보는 기상자료나 해양자료 등과 같은 현장 관련 자료와 비교하여 추출된 결

과를 검토하고자 기상청에서 제공된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자료와 해양조사

원에서 제공된 HF-radar 자료를 활용하였다. HF-radar 자료는 SAR 영상화 과정 중 발생

될 수 있는 오차에 따른 해류 속도 값의 보정을 위해 참조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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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SAR를 이용한 해양 부분의 초기 연구는 해양과 관측 센서간의 기하학적 관계 등 기본원

리에 관한 연구(Elachi and Brown, 1977; Tomiyasu, 1978; Jain, 1981; Ivanov, 1982; Moore, 

1985)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해양의 역학적 움직임과 현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

한 현상학적 해양 파라미터의 추정 및 검증을 위한 연구(Alpers and Rufenach, 1979; 

Alpers et al., 1981; Brüning et al., 1991)들이 시도되었다. 또한 선형적 거동을 보이는 파의 

움직임뿐 아니라 준선형적(quasi-linear) 및 비선형적(nonlinear) 거동 특성을 보이는 파에 

관한 연구(Swift and Wilson, 1979; Raney, 1980; Raney, 1981; Hasselmann and 

Hasselmann, 1991)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선박, 구조물, 기상재해 등 해양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용 기술적 응용 분야와 

알고리즘의 수정 보완 및 개발(Dowd et al., 2001; Bao and Alpers, 1998; Engen and 

Johnsen, 1995; Chapron et al., 2005)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interferometry 기술이나 polarimetry 기술을 적용한 응용 연구들과 dual-beam ATI 

(Along-Track Interferometry)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Toporkov et al., 

2005; Farquharson et al., 2004; Frasier and Camps, 2001)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 본 파랑의 파고 추출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제안되어

진 방법들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준선형 모델의 azimuth cut-off 모델(Vachon 

et al., 1994)과 준선형 모델과 signal-to-noise (SNR) 모델을 적용한 방법(Plant and 

Zurk, 1997; Monaldo and Lyzenga, 1986), 그리고 최근 발표 된 Lyzenga (2002)가 기

존의 역산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제안한 unconstrained 역산 기법과 2D sea surface 

elevation 방법(Schulz-Stellenfleth and Lehner, 2004)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선형 변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

로 준선형 방법을 응용하고 있으며, 실제 비선형 거동을 보이는 해상의 문제를 고려

하기 위해 비선형 역산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선형적 

특성을 보이는 파랑에 대해 적용 시 각각의 방법들은 정보 제공에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아직까지 선형의 특성에 가까운 파랑의 파고 추출 시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산출하나 비선형성이 증가되거나 freak wave와 같이 극단적인 

해상의 상태와 관련 된 정보 제공은 Fig. 1과 같은 velocity bunching 효과로 인한 한

계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Janssen and Alpers, 2006). 이러한 velocity 

bunching은 인공위성 SAR 영상에서 극심하게 나타나며, 이 때문에 인공위성을 이용

한 freak wave의 추출에 대체로 회의적인 것으로 이론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velocity bunching 효과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Airborne SAR의 향후 활용이 적극 

권장되는 바이다. 

  이 연구에서는 파랑의 파고 값을 추정하기 위해 Vachon et al. (1994)에 의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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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제안된 azimuth cut-off 모델에 기초한 경험식을 이용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

초 이론은 3장 1절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Fig. 1. Azimuthal displacement of a facet in the 

SAR image plane due to the long wave orbital 

velocity; a) linear imaging, b) nonlinear 

imaging, c) strongly nonline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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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Ocean-to-SAR 이론

  SAR 시스템으로 해양을 관측하게 될 때 표면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밝기 값의 차이

를 보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면 거칠기가 커지면 영상에서 밝게 나타나게 되며, 잔잔

한 해상의 경우엔 작은 밝기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둡게 나타나게 된다. 해상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SAR 시스템을 통해 영상화시킬 때 주된 3가지 기작으로 설명

할 수 있으며, 이는 tilt, hydrodynamic, velocity bunching으로 나눌 수 있다. Fig. 2는 3

가지 기작을 전체적으로 도시한 그림이며, A는 tilt modulation의 경우로서 파장이 짧은 

ripple들에 의해 밝기 값이 결정되며, B는 hydrodynamic modulation의 경우, C는 

velocity bunching의 경우이다.

Fig. 2. The three modulation mechanisms (after Guymer, 

1990).

  Tilt modulation의 경우는 거의 순수하게 기하학적 영향에 기인하는 경우이다. Fig. 3에 

자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Bragg scattering은 입사각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긴 파장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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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local angle을 변화시키게 되어 후방 산란되어 돌아오는 facet에 

변화를 주게 된다. Tilt modulation은 주로 표면 거칠기에 변화를 주는 표면장력파

(capillary wave)나 2~3 ㎝ 이하의 작은 중력파(gravity wave)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때 두 가지 산란 모델(scattering model)로 설명되어지는데 facet model과 Bragg model

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입사각이 20° 미만인 경우와 주로 specular point model을 설명

하기 위한 모델이며, 후자는 입사각이 20° 이상인 경우로서 Bragg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

우에 해당된다. 이때 Bragg wavelength 관계식은 식 (1)과 같다. 

 sin


(1)

 : the radar wavelength

 : the Bragg wavelength

: the order of the resonance

: the incident angle

Fig. 3. Tilt modulation mechanism.

  Tilt modulation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장력파와 수 ㎝ 크기의 중력파의 특성을 살펴보

면, Fig. 4와 같은 파장에 따른 phase speed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때 는 1.7 ㎝ 크기를 

갖는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를 기준으로 작은 파는 표면장력파 큰 파는 중력파

로 변화하게 되며, 표면장력파는 파장이 작을수록 속력이 증가하고, 중력파는 파장이 커

질수록 속력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Tilt modulation은 입사각이나 facet의 방향 

등 거의 기하학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hydrodynamic modulation과 더불어 상호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Tilt modulation은 광학 센서에서는 측정되어지지 않으며, 표면 

거칠기의 정도에 따라 밝기 값이 변화하는 실개구 레이더(real aperture radar, RAR)나 

합성구경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시스템과 같은 레이더 센서에서 관측되

어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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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phase speed with wavelength for short 

wavelength (capillary-gravity) waves.

  Hydrodynamic modulation은 Fig. 5에서 보듯이 수 ㎝의 작은 파장을 갖는 ripple 형

태의 파들과 너울(swell)과 같은 긴 파장의 파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너울

의 진행방향에 대해 divergence와 convergence 현상이 번갈아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Bragg wave의 밀도 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광학 센서 및 RAR 센

서로도 관측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tilt와 hydrodynamic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을 합하여 RAR modulation function으로 정의한다.

Fig. 5. Hydrodynamic modulation of surface roughness by wave-wave 

interaction.

  Velocity bunching 기작은 Fig. 6과 같이 파의 진행방향이 방위(azimuth) 방향과 같은 

azimuth-travelling wave일 때 관측되는 현상으로 SAR 시스템에서만 관측되어지는 경우

이다. 이는 너울과 같은 긴 파장의 중력파(gravity wave)가 방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

직이는 궤도파(orbital wave)로 역할을 할 때 이에 따라 영상에서 마루(crests) 부분은 밝

게 나타나고, 골(troughs) 부분은 어둡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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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zimuth image shift (velocity bunching) and azimuth image 

smear due to the motion of a single-frequency wave train (after 

Alpers, 1983).

  이때 파랑의 변위인 azimuth shift, 는 식 (2)로부터 구해지며,  값을 방위방향에 

대해 미분한 파라미터 는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관측되는 너울의 진폭은 

식 (4)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하학적 특성과 관련된 시

야(range) 방향인 R과 탑재체의 속도 V, 그리고 궤도파(orbital wave)의 radial velocity 

값이다. 

  

 (2)

: range direction

: platform velocity

: a constant radial velocity

  파라미터 는 파랑이 시야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엔 0이며, Fig. 7에서 선형 조건 구간

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선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절대 값이 0.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다.

  




(3)

: the azimuthal coordinate

  관측되어지는 너울의 진폭은 식 (4)로 산출되며, 식 (4)에서 보듯이 방위방향과 파랑의 

진행방향이 이루는 각  와 펄스파의 입사각  에 따라 값이 변화한다. 방위방향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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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azimuth-travelling wave의 경우는  이므로  와  에 따른 변화를 보이나 펄

스파의 송수신 방향인 시야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랑의 경우는  으로 0이 된다.

  cossinsincos (4)

 the azimuth angle

: the incidence angle

각각의 MTF 함수의 크기(magnitude)는 아래 Table 1과 같이 요약된다.

Tilt   ±sin

cot

Hydrodynamic  


Velocity bunching

  

sinsincos

sin

Table 1. The magnitude of 3 MTF.

Fig. 7. Dependency of the three 

mechanisms vs. the direction of 

propagation of the swell 

relatively to the azimuth angle φ 

(after Alpers et a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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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고 추출 알고리즘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와 같은 탑재체(platform)의 진행방향인 방위방향(azimuth 

direction)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랑(ocean wave)을 azimuth-travelling wave라고 

한다. 이러한 azimuth-travelling wave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요한 파라미터는 scene 

range-to-platform velocity ratio, R/V이다(Beal et al., 1983). 탑재체가 인공위성인 경우 

ERS-1 시스템은 약 115 s, Radarsat-1 시스템은 115~155 s의 값을 가지며, 항공기인 경우

는 50 s 이하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항공기보다 인공위성에서 취득된 SAR 영상자료의 

경우 방위방향으로 영상의 왜곡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Vachon et al., 

1988).

  이와 같이 방위방향으로 진행하는 해파의 파랑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들은 선형(linear), 

준선형(quasi-linear), 비선형(nonlinear) velocity bunching 모델들이 있다. Seasat 시스템이 

발사된 이후부터 ocean-to-SAR transform 관련 이론들이 정립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르

러서 Hasselmann and Hasselmann (1991), Krogstad (1992), Krogstad et al. (1994) 등 여

러 모델들이 제안되고 연구되어졌다. 해상의 파고 파라미터 추출과 관련해서는 Vachon 

et al. (1994)에 의해 개발된 azimuth spectral width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인 준선형

(quasi-linear technique) azimuth cut-off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때 cut-off 

azimuth wavelength는 R/V 비와 풍속, 파고와 관계된다.

  영상자료 취득 시 기하학적 관계는 파랑의 영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주요 

파라미터는 range-to-velocity (R/V) ratio 이다(Raney, 1971). 인공위성의 경우, 식 (5)와 

같은 기하학적 관계를 갖으며, 항공기의 경우는 와 가 동일하다.

   

  (5)

: the platform velocity

: the footprint velocity

 : the mean earth radius

: the platform height above nadir

  시야방향(range direction)에 위치한 하나의 대상체를 가정하였을 때 이 대상체의 움직

임에 따른 radial velocity 성분 중 레이더 방향으로의 성분 ur을 고려하면, 움직이는 대상

체의 shifted azimuth time 는 식 (6)과 같을 것이다. 이때 지구 표면의 azimuth 

spatial shift는 식 (7)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식 (7)에서 보듯이 해상에서 움직이는 대상

체의 SAR 영상화를 위한 주요 파라미터는 scene range-to-platform velocity ratio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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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선형 변환(linear transform)은 앞에서 기술된 MTF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파고(ocean 

wave height) 스펙트럼 와 SAR 영상 스펙트럼 
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함이다. 

이때   는 방위방향 와 시야방향 로 구성된 파수(wavenumber)이다. 아래첨

자 L은 선형 변환을 의미한다. 

  SAR 영상 스펙트럼(SAR image spectrum)은 식 (8)과 같이 표현된다(Krogstad, 1992).


 







 







(8)

이때 는 선형 MTF를 의미하고, 식 (9)와 같이 tilt와 hydrodynamic의 합인 RAR 

image modulation mechanism과 SAR-specific linear velocity bunching modulation 

mechanism의 합으로 구성된다. 


 

exp


exp (9)

여기서 
와 

는 RAR 성분의 크기(magnitude)와 위상(phase)이며, 
와


는 velocity bunching의 크기와 위상이다.

  선형 MTF에서 velocity bunching은 SAR 시스템의 지구 표면과 이루는 기하학적 특성

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크기와 위상은 다음 식 (10),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onaldo and Lyzenga, 1986).


 

 cos sincos (10)


 tan cos sincos (11)

위 식에서 는 SAR의 방위방향과 파의 진행방향이 이루는 각이며,   이다. 는 

중력가속도이다. Velocity bunching MTF는 방위방향 파수 성분을 갖는 파랑의 경우에 주

된 요소이다.

  RAR MTF는 시야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랑의 경우 중요한 항목이다. 선형 MTF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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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 항은 복소수 (complex number)  로 처리되며, 이는 시야방향의 경사 스펙트럼

(slope spectrum)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요즘 통용되어지는 tilt MTF 식은 Monaldo and 

Lyzenga (1986)에 의해 정리되어진 식이 주로 사용되어지며, 최근엔 의 크기와 위상을 

예측하기 위한 경험식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12)


 arg (13)

  준선형 변환(quasi-linear transform)은 다소나마 비선형(non-linear) 범주까지 확장하기 

위함이며, 이는 한정된 시간(finite-scene coherence time)동안 영상화가 이루어짐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실제적으로 SAR 시스템은 방위방향으로 저역통과필

터(low-pass filter)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준선형 변환 식은 식 (14)와 같이 선형 변환 식

에 필터 함수(filter function)를 곱한 형태이다.

   
 (14)

이때 는 scene coherent time에 따라 영향을 받는 cut-off wavenumber이며, 는 

cut-off wavelength  와 관계된다. 필터 함수 는 식 (15)와 같이 표현

되며, Gaussian low-pass 필터처럼 모델링 될 수 있다. 

  exp



 



 (15)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azimuth cut-off 모델에 기초하여 Vachon et al. (1994)은 동

시에 관측 및 측정된 현장 부이자료와 인공위성과 항공기에 탑재된 ESA ERS-1과 CCRS 

CV-580 SAR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cut-off wavelength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경험

식들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안된 경험식 중 cut-off wavelength 식을 구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2개 변수 풍속(wind speed, )과  를 고려한 관계식을 적용하였다. 

이후 파고 값을 산출하기 위해 식 (16)을 이용하여 추출된 SAR 스펙트럼으로부터 유의 

파고(significant wave height, )를 계산하였다. 유의 파고는 파군 중 파고가 큰 순서로 

전체 파랑의 1/3까지 파랑들의 파고를 평균 한 값이다.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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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류 추출 알고리즘

  해상에서 발생되는 현상 중 해류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Doppler shift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SOP 프로세서를 수행하여 해류의 시야방향에 대한 

속도 정보를 추출하였다. SAR 영상이 얻어질 당시 산란체의 움직임은 Doppler shift로 

기록되는데 해류의 이동속도(speed, U D)와 Doppler shift( f D)와의 관계식은 다음 식 

(17)과 같다(Chapron et al., 2005).

   sin   (17)

  : target speed towards radar (m/s)

   : Doppler shift

       ( ×, )

    : the electromagnetic wavenumber ()

    : the angle of incidence of the radar beam

  는 와 nominal centroid와 예측된 Doppler centroid 간의 픽셀 차()로부터 계

산된다. 는 PRF (Pulse Repetition Frequency) 값을 영상처리 시 일정한 영역에 해당하

는 imagette size로 나눈 값이다. 해류 이동 속도의 부호는 산란체(해류)가 안테나 쪽을 향

하여 움직이는 경우는 (+)값을, 멀어져가는 경우는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Doppler 

shift는 SAR 영상화 전처리 단계(focusing)에서 Range 방향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후 

Azimuth 방향으로 1D Fourier 변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SAR SLC 영상이 입력 자료인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의 imagette을 잘라 방위방향으로 1D Fourier 변환된 상태에서 

Doppler shift가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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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처리 과정

1. Radarsat-1 SAR 영상자료

  Radarsat-1 시스템은 캐나다항공우주국(Canadian Space Agency)에서 발사한 SAR 시스

템으로 5.3 ㎓ 주파수의 C-band HH 편광모드를 사용하며, Fine, Standard, Wide, 

ScanSAR narrow, ScanSAR wide, Extended high, Extended low 등 다양한 영상모드

(imaging mode)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Table 2는 Radarsat-1 SAR의 기계적 특성을 정리

한 표이며, Table 3은 영상모드별로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Frequency/Wavelength 5.3 ㎓/C-band 5.6 ㎝

Radio frequency bandwidth 11.6, 17.3 or 30.0 ㎒

Transmitter power (peak) 5 ㎾

Transmitter power (average) 300 W

Maximum data rate 85 Mb/s (recorded) - 105 Mb/s (R/T)

Antenna size 15 m × 15 m

Antenna polarization HH

Table 2. Characteristics of Radarsat-1 SAR.

Mode

Nominal

Resolution

(m)

No. of

Positions

/ Beams

Swath

Width

(㎞)

Incidence

Angles

(degrees)

Fine 8 15 45 37-47

Standard 30 7 100 20-49

Wide 30 3 150 20-45

ScanSAR narrow 50 2 300 20-49

ScanSAR wide 100 2 500 20-49

Extended high 18-27 3 75 52-58

Extended low 30 1 170 10-22

Table 3. Radarsat-1 SAR imaging modes.

  이 연구에서 사용된 Radarsat-1 영상자료는 standard 모드에서 관측된 헤더정보가 포함

된 SLC (single look complex, CEOS format) 자료이며, Table 4는 파랑과 해류 정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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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사용된 영상자료의 관측날짜, 시각, 관측지역, 입사각을 정리한 표이다. 파랑 정보 

추출에 사용된 제주도 인근 해역을 관측한 1999년 11월 15일, 11월 25일, 12월 19일 3개 

영상자료와 해류 정보 추출에 사용된 인천 부근 해역이 포함된 서해안 지역의 2003년 5

월 6일, 5월 30일, 7월 17일, 8월 10일, 9월 27일, 10월 21일 6개 영상자료이다. 

Target
Date

(mm/dd/yyyy)

Local Time

(hh:mm:ss)

Scene Center

(deg)

Incidence 

Angle (deg)
Mode

Wave 

Height

11/15/1999 06:34:04 33.49 N, 126.82 E 36.710 Descending

11/25/1999 06:42:23 33.38 N, 126.97 E 23.639 Descending

12/19/1999 06:42:29 33.38 N, 126.96 E 23.552 Descending

Current

05/06/2003 18:33:25 36.89 N, 126.38 E 39.172 Ascending

05/03/2003 18:33:22 36.89 N, 126.38 E 39.173 Ascending

07/17/2003 18:33:17 36.89 N, 126.38 E 39.164 Ascending

08/10/2003 18:33:14 36.89 N, 126.38 E 39.163 Ascending

09/27/2003 18:33:13 36.89 N, 126.37 E 39.153 Ascending

10/21/2003 18:32:58 36.89 N, 126.37 E 39.157 Ascending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used Radarsat-1 SAR images.

2. HF-radar 자료

  HF-radar (high frequency radar)는 도플러(Doppler) 효과를 이용하여 관측 위치로부터 

표층 해수 유동에 대한 거리, 속력, 방향을 알려준다. HF 신호는 전기적인 전도성이 있는 

해수의 표면에 전달되며, 비와 안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Doppler 효과는 관측지점과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질수록 파동의 주파수가 높게, 거리가 멀어 질수록 파동의 주

파수가 낮게 관측되는 현상을 말한다. HF-radar 장비는 하나의 수신 안테나와 전송 안테

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안테나들은 레이더 전송부와 수신부로 연결되고, 컴퓨터에 의

해 관리 되어진다. HF-radar는 사용 주파수에 따라서 실제 관측 할 수 있는 파도의 크기

가 달라지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HF-radar 자료는 25 ㎒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HF-radar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NORI)으로부터 제공 받았으며, HF-radar 자료는 Fig. 8처럼 텍스트 

형식의 파일이다. Fig. 8에 사용된 기호의 정의는 Table 5에 기술하였다. HF-radar 자료는 

위도 37.2683 °, 경도 126.1286 °에서 측정되었으며, 동쪽으로 향하는 해류 속력(u)과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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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하는 해류 속력(v)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해류 속력 u와 v의 표기는 uE와 uN로 

기술하였다.

Fig. 8. An example of HF-radar data (May 6, 2003).

Abbreviation Description

dx Eastward distance from origin in kilometers

dy Northern distance from origin in kilometers

u Eastward current velocity in cm/s

v Northern current velocity in cm/s

eu Eastward uncertainty velocity in cm/s

ev Northern uncertainty velocity in cm/s

cov Covariance

lat Latitude of vector in fractional degrees

lon Longitude of vector in fractional degrees

n1 Number of radial vectors contributed from site1

n2 Number of radial vectors contributed from site2

Table 5. Description of HF-rad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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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류 정보 추출

  전년도 연구를 통해 개발 된 SOP (SAR Ocean Processor) 프로그램(이훈열 외, 2006)을 

이용하여 해류 정보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Fig.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라미터 파일에 

관련 변수를 입력한 후 cygwin (www.cygwin.com) 환경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때 입력 

변수 nptyc는 1D azimuth FFT 크기 값이고, dc_xstep과 dc_ystep은 속도 추출 간격이며, 

dc_avx와 dc_avy 값은 Doppler center 추정 시 평균 이동창(window)의 크기이다. SOP 처

리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Table 6과 같이 Doppler 영상과 벡터 파일 형식의 

Doppler shift 예측 정보, 벡터와 텍스트 파일 형식의 속도(current velocity) 정보로 나눌 

수 있다. 

Fig. 9. SOP parameter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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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 Radarsat-1 SLC (CEOS Format)

Output

SLC • Single-Look Complex (Header Off)

ML • Multi-Look Image (by Average)

Wind

• Backscattering Coefficient (dB)

• CMOD4 Wind Speed (m/s)

• CMOD-IFR2 Wind Speed (m/s)

Wave

• SAR Wave Spectrum

• Inter-Look Cross Spectrum

• Multi-Look Image (Inter-Look Processing)

Current

• Doppler Image

• Doppler Shift Estimation (Vector File)

• Velocity Estimation (Text File)

• Velocity Estimation Vectors (Vector File)

Table 6. The inputs and outputs of the SOP (Kang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해역 중 HF-radar 자료 취득 지역인 인천 

부근 해역의 해류 정보 추출과 비교 분석을 위해 서해안 해역이 관측된 6개의 Radarsat-1 

SAR 영상자료(Table 4)와 HF-radar 자료를 참조자료(reference data)로 활용하였다. 연구

지역은 Fig. 10과 같으며, 영상이 취득된 날짜와 시각이 동일한 HF-radar 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이를 통해 속도 추출 결과의 보정 및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0. The location of test site depicted in a 

Radarsat-1 SA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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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역이 포함된 서해안은 압록강 하구에서 전남 해남에 이르는 해안으로, 직선거리

는 650 ㎞이나, 실제거리는 4,719 ㎞에 달한다. 특히 서해안의 남부는 해안선이 복잡하여 

리아스식 해안의 발달이 현저하다. 서해안은 일반적으로 조차가 큰데, 특히 아산만 일대

에서는 대조(大潮) 때의 평균조차가 8.5 m 이상이 된다. 연안의 해저지형이 비교적 평탄

하고 조차가 크므로 곳곳에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간석지는 예로부터 간척

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인천지역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전체 육지면적의 33.8%에 이르는 땅이 갯벌 매립

으로 조성되었다. 그와 같은 대단위 간척사업들로 해서 서해안은 네덜란드의 해안과 더불

어 인공에 의한 해안선의 형태 변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안으로 유명하다. 간석지 후

면에는 사빈해안이 형성되어 있어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해안을 따라 넓은 평지

가 있고, 배후 산지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부에서는 곳에 따라 사구의 발달도 

볼 수 있다.

  Fig. 11은 SOP 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된 SAR 속도 자료와 제공 된 HF-radar 속도 자

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해류 속도 정보를 얻기 위한 전반적인 영상처리 과정을 도시

한 그림이다. 

Fig. 11. The overall procedure for estimating 

the surface current velocity from SAR 

and HF-rad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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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SAR 속도 자료나 HF-radar 속도 자료는 모두 텍스트 형식의 벡터 자료이므로 

이후 영상처리 과정에서 중첩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딩 과정을 통해 벡터 자

료를 레스터 자료로 변환하였다. 레스터 형식의 SAR 속도 자료는 GCPs 보정(ground 

control points correction) 과정을 통해 지리참조 좌표를 부여한 후에 HF-radar 자료와 

중첩하여 이후 과정을 수행하였다.

  HF-radar 자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쪽과 북쪽 방향의 속도 자료를 제공하는데 

실제 SAR 영상자료로부터 추출된 속도는 LOS (line of sight) 방향으로 얻게 되므로 두 

속도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서 HF-radar 자료를 SAR 시스템의 안테나 방향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Fig. 12와 같은 각 방향에 대한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식 (18)을 이

용하여, 동쪽(uE)과 북쪽(uN) 방향의 속도 값을 시야방향(urg)과 방위방향(uaz)의 속도 값으

로 변환하였다. 이때 는 동쪽 방향과 시야방향 사이의 각이다.

  cos sin
sin cos  (18)

Fig. 12. Geometry illustrating 

angular transformation 

from the north-east to 

range-azimuth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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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

1. 파랑 정보 추출

 가. SAR 파랑 스펙트럼 및 ILC 스펙트럼 추출

  해상의 파랑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SOP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SAR 파랑 스펙트럼(SAR 

wave spectrum)과 inter-look cross-spectra (ILC) real과 imaginary 스펙트럼을 추출하여 

파랑의 파장과 진행방향 그리고 파고 값을 산출하였다. SAR 파랑 스펙트럼을 추출하기 

위한 처리 과정은 SAR 영상을 2차원적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실시한 후 파

랑의 주요 스펙트럼을 추출함으로써 파랑의 파장과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azimuth 

cut-off 모델에 기초하여 파고 값을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고속 푸리에 변환 (Fast Fourier Transform) 기법은 함수의 근사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써 푸리에 변환에 근거하여 근사 공식을 이용한 이산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계산할 때 연산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알고리

즘이다. 파랑의 푸리에 변환에 관한 내용은 전년도 보고서(이훈열 외, 2006)에 상세히 기

술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필요한 사항만 간단히 요약 기술하였다.

  2D FFT 변환으로 산출된 에 절대 값을 취하여 스펙트럼(spectrum)을 구하면,

 




  (19)

가 된다. 즉, 와 -  위치에서만 값을 가지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때 파랑의 방향은   과 -  방향으로 180° 모호성(ambiguity)을 나타내며, 선형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파랑의 경우 real 자료를 2D Fourier 변환하면 Fig. 13 (b) 스펙트

럼에서 보듯이 원점대칭(symmetric) 형태를 나타낸다.

  영상에서 볼 때 은 와  성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와 는 각각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축픽셀수×  ,   축픽셀수× (20)

이때 와 는 파수 영역에서 한 픽셀(pixel)당 파수의 값으로서 FFT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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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FFT를 한 imagette 영역의 x축 거리, meter)  (21)

 


 (Y : FFT를 한 imagette 영역의 y축 거리, meter)  (22)

  여기서 는 2D FFT 결과로 나온 원점대칭(symmetric)의 영상에서 원점에서 피크

(peak)의 중심까지의 벡터 값으로 이것은 곧 해양에서의 파랑에 적용 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랑(wave) 혹은 너울(swell)의 파장 값을 아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위에서 구한 

와 는 다음과 같이 파수(wavenumber)로 바꿀 수 있다.

 
   (23)

이렇게 산출된 파수 값으로부터 식 (24)를 이용하여 파랑의 파장 를 구할 수 있게 된

다.




  (24)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wave-SAR 변환 식으로 추출된 파랑의 방향은 180° 모호성

(ambiguity)을 가지며,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inter-look cross-spectra 연구 기법

을 적용하여 파랑의 진행방향을 결정하였다. 단일 지점에 대하여 SAR 영상을 얻을 때 약 

0.5～1초 사이의 coherent integration time 동안 영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파

랑이 진행하면서 위치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SAR 영상화 전처리 단계에서 coherent 

integration time을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에 얻어진 영상을 2개 이상 생성하고, 이 영상

간의 부정합 관계를 이용하여 파랑의 이동 방향을 추출해 낸다. Cross-spectra 기법을 적

용 시 real 스펙트럼 결과는 대칭(symmetric) 형태를 보이고, imaginary 스펙트럼 결과는 

비대칭(antisymmetric) 형태를 보이는데 imaginary 스펙트럼 결과에서 (+)쪽이나 (-)쪽으

로 파랑의 진행방향이 결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빨강색으로 표현되는 (+)쪽이 파랑의 진

행방향이다.

  Fig. 13과 Fig. 14는 추출된 SAR 스펙트럼과 ILC 스펙트럼 예를 도시한 그림이며, Fig. 

13은 하나의 스펙트럼만을 확대하여 나타낸 예로 결과에서 보듯이 ILC 스펙트럼의 real

은 대칭적 형태, imaginary는 비대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14는 지리참조 값을 부

여하기 위한 GCPs 보정(ground control points correction) 과정을 거친 후 좀 더 넓은 

지역에 대한 결과를 도시한 그림이다. Fig. 14 또한 Fig. 13과 같은 날짜의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영상자료로부터 추출된 결과이다. Fig. 14 (a)에서 보듯이 너울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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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선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경우이며, 이로부터 추출된 SAR 스펙트럼(Fig. 14 

b) 또한 방향성을 잘 보이고 있다. (c)는 ICL imaginary 스펙트럼으로 파랑의 진행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a) ML image            (b) SAR wave spectrum

  

   (c) ILC real spectrum      (d) ILC imaginary spectrum

Fig. 13. A example of the extracted SAR wave spectrum.

  

       (a) ML image         (b) SAR wave spectrum    (c) ILC imaginary spectrum

Fig. 14. A example of SAR wave spectrum and ILC imaginary spectrum after GCP 

correction: December 1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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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랑의 파장과 진행방향

  파랑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 3개의 Radarsat-1 SAR 자료는 제주도 근해 지역

에서 관측된 영상자료로 관측 날짜는 1999년 11월 15일, 11월 25일, 12월 19일이다. Fig. 

15~Fig. 17은 전체 영상지역의 2D FFT 기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파랑 스펙트럼 결과이며, 

이때 사용된 imagette 크기는 256×256이다. Fig. 17에서 보듯이 너울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12월 19일 파랑 스펙트럼 추출 영상에서는 스펙트럼 형태와 방향이 뚜렷하게 나

타나는 반면 11월 15일과 11월 25일 영상 결과에서는 스펙트럼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불

확실하거나 분산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2월 19일 영상과 달리 너울과 같

이 충분히 발달된 파랑의 특성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파랑 스펙트럼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풍랑의 성장에는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는 풍속(wind 

strength), 지속시간(wind duration), 풍역대(fetch) 이다. 첫째, 바람의 에너지가 지속적으

로 해면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파봉의 이동속도보다 평균 풍속이 더 빨라야한다. 둘째, 

강한 바람이라도 지속시간이 짧으면 큰 풍랑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셋째, 바람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단 없이 부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 즉, 강한 바람에 의해 풍랑이 완전히 

발달하기 위해서는 거의 3일 동안 같은 방향으로 계속 불어야 한다. 이처럼 일정 풍속과 

지속시간, 그리고 풍역대가 갖추어졌을 때 이론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최대 풍랑을 다 자

란 풍랑(fully developed sea)이라고 한다(강효진 외, 2004). 

Fig. 15. SAR wave spectrum near Jeju island: 

November 1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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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AR wave spectrum near Jeju island: November 25, 

1999.

Fig. 17. SAR wave spectrum near Jeju island: December 19, 

1999.

  Table 7은 AWS 자료를 바탕으로 11월 15일, 11월 25일, 12월 19일 관측 날짜 전 4일 동안의 

기상 상태를 간략히 정리한 표이다. 이 세 날짜 중 12월 19일의 기상 상태가 너울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추출된 SAR 스펙트럼 결과와 일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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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Date
November 15, 1999

(4 days: 12~15)

November 25, 1999

(4 days: 22～25)

December 19, 1999

(4 days: 16～19)

Description

12일부터 13일 12시까

지는 288.2°의 풍향과 

풍속 7.3 m/s 상태이

며, 13시부터는 73.9°의 

평균 풍향과 6.3 m/s

의 평균 풍속을 갖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

나고 있다.

가장 감쇠 양상이 많은 

날이며, 22일과 23일, 

24일과 25일의 풍향은 

거의 정반대 구도를 보

인다. 22일 이전의 기

상자료를 살펴보면 평

균 풍속이 5 m/s 이하

의 매우 미약한 바람이

고, 평균 풍향은 270°

가량으로 나타난다.

파랑이 생성될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가장 잘 

갖춘 날이다. 특히 영

상취득 전 3일간의 풍

향은 거의 일정하며, 

풍속 또한 꾸준히 높게 

불었다. 이러한 경향은 

12일부터 16일 사이도 

계속되고 있다.

Table 7. Description of weather condition.

  또한 각 날짜별 기상 정보를 Table 11에 정리하였으며, 12월 19일 영상은 평균풍향 280°, 평

균풍속 7 ㎧의 바람이 7일 이상 지속되어 영상 내에서 너울(swell)의 형태를 육안으로도 살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11월 15일과 11월 25일 영상에서는 너울의 형태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는 어려우며, 부분적으로 파랑의 특성을 보이는 영역이 분포하고 있다. 11월 15일은 2일 동안 

평균풍속 9 ㎧, 11월 25일은 하루 동안 11㎧ 크기의 바람이 분 경우이다. 너울과 같이 충분히 

발달된 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 부는 날이 3일 이상의 지속되어야 함을 고려해볼 때 11

월 15일과 11월 25일 영상은 뚜렷한 파랑의 특성을 나타내기엔 부족한 기상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펙트럼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산출된 측정파장

의 오차범위 또한 12월 19일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파랑의 크기인 파장(wavelength)을 구하기 위해 추출된 파랑 스펙트럼으로부터 파수벡터 

를 구하고, 앞서 기술된 식 (24)로부터 파랑의 파장()을 산출하여 Table 11에 정리하였다. Fig.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1999년 11월 15일 영상에서 관측된 파랑의 패턴은 미약하지만  

선형적 형태를 보이는 영역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D FFT 스펙트럼 결과를 보면 

중심 부분에서 원점대칭의 형태를 보이며, 다소 분산되어 있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방향을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파랑의 파장 값을 구해보면, 는 영상을 2차원적 4분면으로 나눌 때 2사분면에 있고 

와 는 각각 x축과 y축의 셀 수에 과 를 곱한 값이다. 먼저 각 축의 셀 수를 

구해본 결과 x축 셀 수는 45～55, y축 셀 수는 10～15이었다. 각각의 와 를 구해보면 

Table 8과 같다. 이때 X와 Y는 각각 2D FFT한 범위의 픽셀 수에 X는 x축 1 cell ≒ 19.4 

m을 곱한 값이고, Y는 y축 1 cell ≒ 20.1 m을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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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AR wave spectrum: November 15, 1999.

Point 1 Point 2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Table 8. The calculation of kx and ky: November 15, 1999.

계산된 x 성분과 y 성분으로부터 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값이 산출된다.

(1)  


(2)  


이 값을 이용하여 파랑의 파장 값을 관계식 (24)로부터 구할 수 있다.

최대: 


약  

최소: 


약   

계산된 파장은 약 94.5 m이고, 오차범위는 ±14.5 m이며, 파의 진행방향은 화살표 방향이

다. 여기서 오차범위가 다소 큰 이유는 SAR 스펙트럼 결과에서 보듯이 스펙트럼의 형태

가 다소 분산되어 있어 중심 값 추정 시 발생될 수 있는 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1999년 11월 25일은 Fig. 19 (b)에서 보듯이 가장 파랑 특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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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FFT 스펙트럼 결과 또한 방향성을 보이나 밀집된 상태보단 분산된 형태를 이루고 있

다. 스펙트럼의 분포는 약 북서 방향과 남동 방향으로 뻗어있으며, 약 286°±10°의 비교적 

큰 범위를 나타냈다. 원점대칭의 픽셀(pixel)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대체적인 

실측 기상자료와 2D FFT 영상간의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상에서 보이는 파랑의 파장을 산출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11월 15일 자료와 같이 

Table 9에 kx와 ky 값을 정리하였다. 이때 X와 Y는 각각 2D FFT한 범위의 픽셀 수에 X

는 1 cell ≒ 20.2 m을 곱한 값이고, Y는 1 cell ≒ 20.5 m를 곱한 값이다.

Fig. 19. SAR wave spectrum: November 25, 1999.

Point 1 Point 2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Table 9. The calculation of kx and ky: November 25, 1999.

계산된 값은 아래와 같으며,

(1)  


(2)  


값으로부터 산출된 값은 최대 128, 최소 71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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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약  

최소: 


약   

이처럼 큰 범위를 보이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해상에서 발생된 파가 충

분히 발달된 파가 아닌 경우 SAR 스펙트럼의 분산정도가 커지고, 따라서 스펙트럼의 중

심 값을 추정 시 오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주지역의 Radarsat 1 SAR 영상자료 중에서 1999년 12월 19일 영상은 이 연구에서 

얻고자하는 해양 파랑 추출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이며, Fig. 20 (b)에서 보듯 해양 

파랑의 선형적인 패턴이 가장 잘 나타난다. 화소간의 중심 값을 산출하여 중심 값-중앙-

중심 값을 연결하는 각도를 계산한 결과는 281°와 101°이며, x축 1 cell ≒ 20.3 m, y축 1 

cell ≒ 20.5 m이고, Table 10에 kx와 ky 값을 정리하였다.

Fig. 20. SAR wave spectrum: December 19, 1999.

Point 1 Point 2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Table 10. The calculation of kx and ky: December 19, 1999.

각 x축과 y축의 성분에서 를 구하면, 0.0382, 0.0424 값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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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산출된 파장 값은 아래와 같으며, 약 164에서 148 m 정도의 값을 보인다.

최대: 


약  

최소: 


약  

1999년 12월 19일 영상에서 나타난 파랑 혹은 너울의 파장은 약 156 m이다. 이러한 파장

은 실제 영상에서의 측정값과 매우 근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영상이나 SAR 스펙트

럼 결과에서 보듯이 계산된 파장의 값은 오차범위 ±8 m로 작은 편이다. 

 다. 파랑의 파고 계산

  이 연구에서는 추출된 SAR 스펙트럼으로부터 azimuth cut-off 모델에 기초하여 

Vachon et al. (1994)이 제시한 경험식 중 앞에 기술한 식 (16)을 이용하여 파고 값을 계

산하였다. Azimuth cut-off 모델에서 azimuth cut-off wavelength, 는 SAR와 지구 표면

과의 기하학적 관계에 따른 R/V 비와 해상의 파고와 풍속에 따른 관계식으로 나타내어

진다. azimuth cut-off wavelength는 추출된 SAR 스펙트럼으로부터 값을 추정할 수 있으

며, 기상자료로부터 풍속 값을 적용하여 파랑의 파고 값을 계산하였다. 는 azimuth 

cut-off wavenumer 로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각 날짜별 파고 값을 산출하기 위해 우선 

Fig. 21에 도시된 바와 같은 SAR 스펙트럼 정보로부터  값을 추정하였다. 풍속은 

Table 11에 정리된 바와 같은 평균 풍속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Radarsat-1 

SAR 영상자료의 R/V 값은 영상 모드에 따라 115~155 s 값을 갖는데 115 s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21은 전체 영상 중 스펙트럼 특성이 잘 보이는 영역을 찾아 확대한 결과이며, 하

나의 SAR 스펙트럼을 확대하여 분포 특성으로부터 azimuth cut-off wavelength 값을 추

정하였다. 11월 15일의 경우 추정된  값은 425 m에서 520 m이며, 이로부터 산출된 유

의 파고(significant wave height) Hs 값은 Table 11에 정리한 바와 같이 1.43 m로 ±0.8 

m의 오차를 갖는다. 11월 25일의 경우는 파랑 스펙트럼이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영상이

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된  값으로부터 파고 값을 산출하였

다. 이때 는 500~600 m 였으며, 파고 Hs는 1.56(±0.9) m 값을 나타내었다. 12월 19일 

영상자료로부터 산출된 는 470~550 m 이며, 파고는 2.3 m 정도로 오차범위는 ±1.2 m

였다. 각 날짜별 유의 파고는 산출된 파랑의 파장과 기상정보와 함께 Table 11에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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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 December 19

Fig. 21. SAR wave spectrum and measurement of azimuth cut-off wavelength.

Date

AWS Data
Wavelength

(m)

Significant 

Wave Height

(m)
Wind Duration

(day)

Wind Direction

(deg)

Wind Speed

(㎧)

11/15/1999 2 285 9 94.5 (±14) 1.43 (±0.8)

11/25/1999 1 277 11 99.5 (±28) 1.56 (±0.9)

12/19/1999 7 280 7 156 (±8) 2.30 (±1.2)

Table 11. The extracted wavelength and significant wave height and AW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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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류 정보 추출

 가. HF-radar 속도 정보

  HF-radar 자료로부터 추출된 속도 정보는 Fig. 22에서 Fig. 27까지 도시된 것과 같이 

원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쪽(uE)과 북쪽(uN) 방향의 속도와 회전변환을 통해 구한 시

야방향(urg)과 방위방향(uaz)의 속도 영상 결과이다. 이후 SAR 영상에서 추출된 속도 자료

와 비교 분석을 위해서 시야방향의 속도 정보를 활용하였다.

 나. SAR 속도 정보 추출

  1) SOP 최적 변수 결과

  SAR 속도 정보 추출과 관련하여 SOP 수행 시 최적의 입력 파라미터 조건을 찾기 위

해 다양한 조건의 변수 값을 부여하여 실행하였다. Fig. 28~Fig. 33은 dc_avx와 dc_avy 입

력 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입력 변수 중 추출된 속도 결과에 영향

을 크게 미치는 조건은 nptyc와 dc_avx, dc_avy의 값이며, dc_xstep, dc_ystep, vel_scale 값은 

추출된 속도 값을 도시하는데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이중 dc_avx와 dc_avy의 크기에 따

라 추출된 속도 영상의 분포 경향이 크게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최적의 dc_avx와 dc_avy 값의 조건을 찾기 위해 우선 무작위적인 반복 

수행하였으며, dc_avx와 dc_avy의 관계를 dc_avy=(dc_avx×4)-3의 조건으로 정하고, 이에 따

른 변화를 검토하였다. Fig. 28에서 Fig. 33까지 보듯이 6개 영상 결과 모두 dc_avx와 

dc_avy의 크기가 작을수록 해상도는 향상되나 전반적인 경향보다는 국부적으로 노이즈한 

분포 특성을 보이게 되며, 값이 너무 커지게 되면 해상도가 저하되고 극단적으로 커질 경

우엔 영상 처리 자체가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해상도와 전체적인 분포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선 각각의 조합에 따른 결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Fig. 34는 dc_avx와 dc_avy의 조합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값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이다. 평균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5월 6일과 5월 30일의 경우는 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일정한 분포 특성을 보이며, 7월 17일, 8월 10일, 9월 27일, 10월 21일의 경우는 dc_avx와 

dc_avy의 크기가 커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준편차의 경우는 평균값의 분

포 특성과 달리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dc_avx와 dc_avy의 값이 어느 

정도 적절한 크기를 가질 때 추출된 속도 값이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2는 다양한 조건하에서 수행된 각각의 입력 파라미터들의 최적 값을 정

리한 표이다. nptyc 값은 128일 때, dc_avx와 dc_avy의 크기는 21×81일 때 전반적으로 해

상도 및 적절한 분포 특성을 보였다. 이 경우 dc_xstep과 dc_ystep 크기는 32, vel_scal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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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00~900 정도의 크기가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a) urg                         (b) uaz

    

(c) uE                         (d) uN

Fig. 22. HF-radar current velocity (May 6, 2003).

    

(a) urg                         (b) uaz

    

(c) uE                         (d) uN

Fig. 23. HF-radar current velocity (May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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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rg                         (b) uaz

    

(c) uE                         (d) uN

Fig. 24. HF-radar current velocity (July 17, 2003).

    

(a) urg                         (b) uaz

    

(c) uE                         (d) uN

Fig. 25. HF-radar current velocity (August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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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rg                         (b) uaz

    

(c) uE                         (d) uN

Fig. 26. HF-radar current velocity (September 27, 2003).

    

(a) urg                         (b) uaz

    

(c) uE                         (d) uN

Fig. 27. HF-radar current velocity (October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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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17      (b) 9×33 (c) 13×49

  

      (d) 17×65         (e) 21×81

Fig. 28. The SAR current velocity (colored region, m/s) with varying dc_avx × dc_avy 

(May 6, 2003).

  

   (a) 5×17      (b) 9×33 (c) 13×49

  

      (d) 17×65         (e) 21×81

Fig. 29. The SAR current velocity (colored region, m/s) with varying dc_avx × dc_avy 

(May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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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17      (b) 9×33 (c) 13×49

   

(d) 17×65   (e) 21×81

Fig. 30. The SAR current velocity (colored region, m/s) with varying dc_avx × dc_avy 

(July 17, 2003).

  

   (a) 5×17      (b) 9×33 (c) 13×49

  

(d) 17×65   (e) 21×81

Fig. 31. The SAR current velocity (colored region, m/s) with varying dc_avx × dc_avy 

(August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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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17      (b) 9×33 (c) 13×49

  

(d) 17×65   (e) 21×81

Fig. 32. The SAR current velocity (colored region, m/s) with varying dc_avx × dc_avy 

(September 27, 2003).

  

   (a) 5×17      (b) 9×33 (c) 13×49

  

(d) 17×65   (e) 21×81

Fig. 33. The SAR current velocity (colored region, m/s) with varying dc_avx × dc_avy 

(October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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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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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Change of averag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SAR 

current velocity as a function of varying averaging window size 

defined by dc_avx × dc_avy.

Parameter (SOP) Considered Value Optimized Value

nptyc 64, 128, 256 128

dc_xstep (=dc_ystep) 32, 64, 128, 256 32

dc_avx × dc_avy (5 to 21) × (17 to 81) 21 × 81

vel_scale 100 ~ 1000 300 ~ 900

Table 12. The optimization for input parameters of the 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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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AR 속도의 평균 보정

  Table 12에 정리된 최적의 조건으로 추출된 SAR 속도와 HF-radar 속도 정보를 비교하

기 위해 속도 영상의 분포 특성과 각각의 통계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35에서 Fig. 40

는 SAR와 HF-radar 속도 영상을 도시한 그림이며, Table 13은 평균, 표준편차, RMS 오

차를 정리한 표이다. Table 13은 SOP 처리 과정에서 추출된 SAR 속도와 HF-radar 자료

로부터 얻은 시야방향의 속도 정보와 이들 속도 간의 차를 정리하였다. 평균값에서 양(+)

의 부호는 밀물인 경우에 해당되며, 음(-)의 부호는 썰물의 경우에 해당된다. SAR 영상자

료로부터 추출된 속도 값은 전체적으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HF-radar 자료로부터 

추출된 속도 값은 밀물 및 썰물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측조류도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SAR와 HF-radar 속도 정보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SAR 원시자료(raw data)에서 

SAR focusing 과정을 통해 SLC (single look complex) 자료를 얻게 되는데 SAR 

focusing 과정에서 불확실한 Doppler centroid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SAR focusing 

과정은 ramge compression 후 range migration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펄스 위상의 시

간에 따른 일차 미분과 이차 미분 값을 각각 Doppler centroid, Doppler rate이라고 정의

하며, range migration과 azimuth compression에 있어서 영상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

요한 변수다. 이 값들은 위성의 궤도 정보에서 위성의 위치와 속도 자료가 정확하게 주어

진다면 근사식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위성 궤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SAR 원시자

료 자체에서 clutterlock과 autofocus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다(이훈열, 

2005).

  실제 SAR 영상에서 SAR focusing 과정을 통해 계산된 nominal Doppler centroid 값은 

오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오차는 해류 속도를 추정 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SAR 

focusing 과정에서 Doppler cnetroid의 오차에 기인될 수 있는 오차 값을 보정하기 위해

서 HF-radar 자료를 참조하여 평균보정을 수행하였다. SAR 영상에서 발생되는 불확실한 

Doppler centroid는 SAR 시스템의 움직임에 기인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상 시스템인 

HF-radar 자료를 참조하여 오차 값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평균보정은 식 (25)와 같이 

SAR 속도에서 HF-radar 속도를 뺀 평균값을 SAR 속도 값에서 빼줌으로써 보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25)

  Table 13에서 보듯이 보정 전 추출 된 SAR 속도는 모두 양의 방향인 값을 가지며, 표

준편차는 0.16~0.25 정도의 값을 보인다. 참조자료로 활용된 HF-radar의 평균과 표준편차

는 밀물인 날짜인 5월 6일과 7월 17일은 양의 부호인 0.18과 0.33 값을 보이며, 나머지 썰

물인 날짜에서 모두 음의 부호로 0.13~0.48 정도의 속도 값을 보이고 있다. 표준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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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0.10~0.19로 SAR 속도의 경우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추출된 SAR 속

도와 HF-radar 속도를 비교하고자 두 속도 자료를 뺀 RMS 오차 값을 살펴보면, 

0.20~2.64까지 나타나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5월 6일이고, 가장 큰 차이를 보

이는 날짜는 5월 30일 결과이다. RMS 오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평균과 표준편차 값으

로 두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식 (25)와 같이 

평균보정을 수행하게 되었다. 

  평균보정(mean correction) 수행 후 SAR 속도 결과는 평균은 HF-radar의 평균과 동일

하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보정 전 SAR 속도의 표준편차와 동일한 값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로부터 평균보정 과정을 통해 SAR 영상 내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nominal 

Doppler centroid에 기인한 오차 보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보정 후에도 동일한 

표준편차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SAR 영상자료로부터 추출된 해류 정보의 해상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HF-radar 자료의 해상도는 약 750 m 정도이며, 추출된 SAR 속

도 자료는 약 300 m이다.

     Velocity
         (㎧)

 Date
(mm/dd/yyyy)

SAR velocity 

(vsar)
HF-Radar (urg) Difference (vsar - urg)

Corrected SAR 

Velocity (vsarc)

Avg. Std Avg. Std Avg. Std RMSE Avg. Std

05/06/2003 0.08 0.18 0.18 0.11 -0.10 0.17 0.20 0.18 0.18

05/30/2003 2.27 0.21 -0.36 0.10 2.63 0.23 2.64 -0.36 0.21

07/17/2003 0.11 0.25 0.33 0.13 -0.22 0.27 0.35 0.33 0.25

08/10/2003 0.07 0.21 -0.48 0.19 0.55 0.33 0.64 -0.48 0.21

09/27/2003 0.12 0.23 -0.13 0.14 0.25 0.23 0.34 -0.13 0.23

10/21/2003 0.22 0.16 -0.29 0.14 0.51 0.21 0.55 -0.29 0.16

Table 13.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urrent velocities from SAR and HF-radar.

  3) 평균보정 후 SAR 속도와 HF-radar 속도 비교

  Fig. 35에서 Fig. 40은 Table 12와 같은 최적의 입력변수 값을 적용하여 SOP 수행 결과 

추출된 SAR 속도의 평균보정 전․후 영상과 HF-radar 속도 자료를 영상화한 결과를 도

시한 그림들이다. 또한 보정 전․후의 SAR 속도 영상과 HF-radar 속도 영상의 차를 나

타내는 결과도 함께 도시하였다. 도시된 결과들의 속도 범위는 -2 ~ +2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의 부호는 밀물일 경우이며, 음(-)의 부호는 썰물일 경우에 해당하며, 단

위는 [㎧] 이다. 각각의 결과들은 속도 값에 따라 컬러 영상으로 표현하였는데 -2에 가까

울수록 파랑(blue)색으로 나타나며, +2에 가까울수록 빨강(red)색,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초록(green)색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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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물에 해당되는 5월 6일과 7월 17일의 결과는 Fig. 35와 Fig. 37에 도시하였으며, 보정 

전 SAR 속도 영상은 전자는 노랑(yellow)에서 초록(green)색이 나타나며, 보정 후엔 노랑

색이 좀 더 강해졌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는 보정 전엔 청록(cyan)에

서 빨강색까지 범위를 보이며, 보정 후엔 전체적으로 노랑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보정 전 속도 영상보다 보정 후의 결과가 HF-radar 속도 영상 결과와 좀 더 

유사한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다.

  썰물에 해당되는 5월 30일, 8월 10일, 9월 27일, 10월 21일의 경우 또한 밀물일 때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보정 후 속도 영상의 분포 특성이 HF-radar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밀물 때와 달리 썰물의 경우는 보정 후 색의 범위가 주로 노랑에서 청록색까지의 분포를 

나타냈다. 5월 30일 결과는 Fig. 36에서 보듯이 6개 영상자료 중 가장 편차가 큰 경우로 

보정 전 속도 영상은 전체적으로 빨강색을 보이며, 보정 후엔 HF-radar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청록색이 나타나며, 노랑색이 약하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월 10일의 경우 또한 Fig. 38에서와 같이 보정 전엔 노랑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정 후엔 청록색이 더욱 넓고 강하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9월 27일의 경우는 

Fig. 39에 도시하였으며, HF-radar 결과에서 보듯이 썰물의 경우에 해당되나 속도 변위 

값이 크지 않으며, 초록에서 노랑색의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다. SAR의 속도 영상 결과 

또한 보정 전엔 노랑색이 강하게 나타나며, 보정 후엔 청록색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초록색에서 노랑색이 연하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0에서 보듯이 

10월 21일은 9월 27일의 경우와 비슷하게 HF-radar의 분포 특성이 주로 연한 초록색을 

띠며, SAR 속도 영상은 보정 전엔 전체적으로 노랑색이 나타나지만 보정 후엔 초록색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HF-radar 속도와 평균보정 후 SAR 속도 값의 구간은 Table 

14와 같다.

  SAR 속도 결과와 HF-radar 속도 결과를 비교하고자 보정 전․후의 속도에서 HF-radar

의 속도를 뺀 결과 영상은 각각 Fig. 35~Fig. 40의 (d)와 (e)에 도시하였다. 속도 차를 나

타내는 영상의 결과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SAR의 속도 값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며,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HF-radar의 속도 값이 큰 경우에 해당된다. 6개 영상 결과 모두 보

정 전엔 SAR의 속도 값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분포 경향을 보이며, 보정 후 이러

한 차이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Date HF-radar (urg) SAR (vsarc)

05/06/2003 -0.221 ~ 0.489 -0.241 ~ 0.517

05/30/2003 -0.897 ~ 0.151 -0.813 ~ 0.061

07/17/2003 -0.058 ~ 0.695 -0.24 ~ 1.274

08/10/2003 -1.225 ~ 0.142 -0.874 ~ -0.114

09/27/2003 -0.383 ~ 0.42 -0.684 ~ 0.245

10/21/2003 -0.975 ~ 0.002 -0.835 ~ -0.096

Table. 14. Range of urg and vs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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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rg    (b) vsar      (c) vsarc

  

    (d) vsar - urg      (e)  vsarc - urg

Fig. 35. Ocean current velocity maps (m/s): May 6, 2003.

  

(a) urg    (b) vsar      (c) vsarc

  

    (d) vsar - urg      (e)  vsarc - urg

Fig. 36. Ocean current velocity maps (m/s): May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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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rg    (b) vsar      (c) vsarc

  

    (d) vsar - urg      (e)  vsarc - urg

Fig. 37. Ocean current velocity maps (m/s): July 17, 2003.

  

(a) urg    (b) vsar      (c) vsarc

  

    (d) vsar - urg      (e)  vsarc - urg

Fig. 38. Ocean current velocity maps (m/s): August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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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rg    (b) vsar      (c) vsarc

  

    (d) vsar - urg      (e)  vsarc - urg

Fig. 39.  Ocean current velocity maps (m/s): September 27, 2003.

  

(a) urg    (b) vsar      (c) vsarc

  

    (d) vsar - urg      (e)  vsarc - urg

Fig. 40. Ocean current velocity maps (m/s): October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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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 이번 년도 연구의 목표는 해양물리학적 정보 추출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세서 개발에 따른 

해상에서 발생되는 파랑, 해류의 특성과 관련 물리량 산출과 검증을 위한 것이다. 개발되어

진 SOP 프로세서를 수행하여 추출된 해상 정보와 현장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으

며, 해류 정보의 경우는 HF-radar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신뢰할 만할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2. 현재 단일 해양 파라미터 추출을 위해 상용화된 프로그램들이 다수 존재하나 SAR 영상자료

로부터 해양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세서의 필요성을 고려해볼 때 본 연

구에서 개발된 SOP 프로세서는 아직 초기단계이나 향후 해양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상을 

관측한 영상자료 및 동시 관측 가능한 현장 실측 자료들이 확보되고, 정확하고 정밀한 정보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 보완 및 수정 단계를 거치게 되면 더욱 향상된 해양물리학적 정보 추

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상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상들의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밀도를 갖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선 다양하고 지속적인 영상자료와 현장 실측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축적된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정보의 신뢰성 면에서 정확도 및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뿐 아니라 해양에서 발생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현상들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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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본 연구에서 개발 된 SOP 프로세서는 해양 현상과 관련하여 해풍, 파랑, 해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 연구와 관련하

여 기초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양학적 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물리적 해양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은 해양의 기작을 

규명하는 것과 같은 순수 목적 뿐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해상의 역학적 특성으로 인

해 발생될 수 있는 어업, 해상운송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도 활용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인공위성 SAR 영상자료로부터 해상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실제 발생되어지는 해양 현상들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으

나 SAR 시스템은 다른 관측 시스템들과 비교하여 기상상태나 낮/밤의 영향을 받지 않

고 2차원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한 특징과 기존 SAR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

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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