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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 지구의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해수면의 상승, 강수량 패턴변화
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사막화의 가속화 등의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극지방의 빙하와 같은 얼음환경은 기후변화에 민감하여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빙하,
영구동토층, 해빙의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남극의 기온은 지
구 평균 기온의 상승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십
년간 대형 빙붕의 붕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빙하의 이동속도 역시 급속하게 증가
하고 있다 (윤상웅 외, 2012). 따라서 전 지구적인 기후 및 환경변화 연구에 중요
한 지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남극 빙하의 유동 및 면적변화 양상에 대한 시계열적
관측이 요구되고 있다.
빙하의 유동특성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현
장관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남극의 빙하는 접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리적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현장관측에 많은 제약
이 따른다. 따라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남극
빙하 관측하는데 적용하고 있다. 현재 광학 센서(Optical Sensor)와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 구경 레이다) 시스템 등이 인공위성에 장착되어 남극의 빙하
를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광학 센서는 광량과 기상조건에 제약이 있어서 구름이
많고 약 6개월간 흑야가 지속되는 남극에서는 지속적인 관측이 어렵다. 반면 구름
을 투과할 수 있는 장파장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SAR 시스템은 이러한 영향
을 받지 않고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극 빙하의 연구에 유용하
게 이용할 수 있다 (한향선과 이훈열, 2011).
남극 빙하의 유동특성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레이더 간섭기법(SAR Interferomtry;
InSAR)이 있다. InSAR는 동일한 지역에서 획득된 2장 이상의 SAR 영상으로부터 대
상체 위상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관측 대상의 표면변위와 고도를 정밀하게 측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빙하의 유동특성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Han and
Lee, 2015). 여기에 InSAR 방법을 통해서 생성된 간섭도(interferogram)에서 고도
에 의한 위상차를 제거하는 위상차분간섭(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
DInSAR) 기법을 통해, 수 mm의 정확도를 갖는 변위를 계산할 수 있다 (한향선, 이
훈열, 2012).
현재까지 SAR영상의 간섭기법을 이용하여 남극 빙하의 유동특성 및 면적변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Frezzotti(1993)는 광학위성인 SPOT의
영상을 사용하여 Campbell 빙하의 빙설(ice tongue)의 면적변화와 이동속도를 계산
하였다. 또한 David 빙하(David Glacier) 및 Ninnis 빙하(Ninnis Glacier)와 같이,
남극 전역의 질량 균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빙하에 대한 유동특
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Rignot, 2002; Rignot and Thomas, 2002; Rignot
et al., 2008). 국내에서는 Han and Lee(2013)가 COSMO-SkyMed SAR 영상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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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남극 Campbell 빙하의 연간 면적변화 및 유속 측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2014년에 유럽우주기구(ESA)에서 발사하여 운영하
고 있는 Sentinel-1A의 위성영상을 활용한 남극빙하의 유동특성에 대한 연구방법과
결과보고서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SNAP)에 대한 사용법
도 정형화 되지 않았다. 따라서 SNA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Sentinel-1A의 SAR 간섭
기법 영상처리에 관한 방법을 정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남극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Sentinel-1A의 SAR 영상을
SN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상간섭영상을 만들어내는 자료 처리를 수행하였다. 또
한 결과 영상을 실제 지형에 투영시켜서 남극 빙하의 유동에 관한 지도화(Mapping)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형화된 방법을 정립
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처리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2015
년 8월 31과 2015년 9월 12일에 획득한 동남극 테라노바만 지역의 자료처리 수행결
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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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1. 합성구경레이다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합성구경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시스템은 인공위성에 탑재된 안
테나에서 만들어진 마이크로파가 대상 물체에 의해서 후방산란 되어 돌아오는 진폭
(Amplitude)과 위상(Phase)을 다각도에서 수신하여 합성하는 시스템이다.
SAR 시스템은 기존의 실개구레이다(Real aperture radar; RAR)에 비해 방위 방향
(Azimuth Direction) 분해능이 향상되었다. 방위방향 분해능을 향상시키고, 대상체
의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테나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
만 커다란 안테나를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 탑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인공위
성이 견딜 수 있는 무게와 크기를 고려해야하므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합성구경레이다는 짧은 안테나로 여러 위치에서 신호를 보낸 후에 얻어진 신호를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해서 합성하여, 마치 큰 안테나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이끌어낸다.
그림 1은 합성구경레이다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실제 길이가 D인 안테나에 의하
여 보내진 후에 다시 수신된 극초단파 펄스들의 위상에 대한 기록을 광학적 혹은
수치적으로 처리하면, 마치 길이가 L인 안테나에 의하여 수신된 것과 같은 신호로
서 합성할 수 있다. 이로써 방위방향 분해능이 향상된 SAR 영상을 얻을 수 있다
(Sabins,1997).
구름을 투과하는 장파장의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SAR 시스템을 이용하면, 광량
과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레이다 영상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 지구적 위성영상을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InSAR나 offset tracking 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광학영상에 비해 유동특성분석
에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SAR 시스템은 남극빙하의 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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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합성구경레이다 (SAR, Synthetic Aperture Radar)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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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SAR (Interferometric SAR, SAR 간섭기법)
InSAR는 SAR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진 레이다 영상간의 위상변화로부터 지구표면의
변위를 추출해내는 기법이다. 즉 동일한 연구지역 혹은 대상물체에 대해서 획득한
두 장 이상의 SAR 영상의 위상차이로부터 지표면의 변위와 고도를 추출해내는 방법
이다.
InSAR는 지형학 응용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Gabriel et al., 1989;
Howard A Zebker & Goldstein, 1986). 나아가 지질구조상에서 지표면 변위의 움직
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고, cm 단위의 정밀도를 갖는 강력한 기법으로 발
전하였다 (Massonnet et al., 1994, Massonnet et al., 1993; Howard A Zebker et
al., 1994).
그림 2는 InSAR 방법의 기하학적 구조관계를 나타낸다. Orbit 1과 Orbit 2를 가
지는 두 개의 레이다 안테나가 목표물과 삼각형을 이루는 기하학적 관계를 가진다.
각각의 안테나에서 측정 목표물까지의 거리 R과 R+  R, 두 안테나간의 거리 B(Base
Line), 목표물에서 안테나까지의 높이 h 가 주어져있다. 각각의 안테나에서의 위상
은  ,  로 주어지며, 위상차는  로 주어진다.
위상차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는


는

지구가
지구의

타원체이기

지형적인

고도에

때문에
의해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위상차이다.
위상차이다.

 는 지구표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차이다.  는
지구 대기의 굴절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차이다.   는 자료획득 시 기기
내부의 잡음과 자료처리 시 발생하는 오차에 의한 위상차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
에서는 두 개 이상의 SAR 영상간의 변위에 의한 위상차(   )를 획득 하
는 것이 목적이며, InSAR 자료처리 수행과정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위상차들을 제
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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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nSAR의 기하학적 구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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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남극은 지구의 최남단에 있는 대륙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다. 면적은
약 1,400만   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이어 다섯 번
째로 큰 대륙이다. 남극 대륙의 98  는‘빙하(glacier)’라고 명명된 두꺼운 얼음
으로 덮여 있으며, 평균 두께는 1.6   에 이른다. 빙하는 눈이 오랫동안 쌓이고
재결정 작용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 또는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빙하는 바다 다음으로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지구상에 존재
하는 담수의 70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빙하의 흐름과
면적에 대한 시계열적 관측 및 연구가 필수적이다.
남극대륙은 수많은 빙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빙하와 주변 빙
하들의 유동하는 방향성이 유사한 집단으로 유역경계를 분류하는 연구가 선행되었
다. (그림 3.) 이번 연구에서는 북빅토리아 랜드(norther Victoria Land)와 윌크스
랜드(Wilkes Land)를 포함하는 동남극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처리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빅토리아랜드의 테라노바만(Terra Nova bay)을 주 연구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4.) 주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해양이 걸쳐있어서
해양에서 나타나는 간섭의 양상, 안정적인 빙상에서의 간섭양상, 그리고 표면이 거
칠고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는 빙설의 간섭양상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
문이다. 주 연구지역은 그림 3 의 16번에 해당하는 David 빙하(David Glacier)와
바다로 확장된 드라이갈스키 빙설(Drygalski ice tongue), 그리고 Priestly 빙하
(Priestly Glacier)의 일부 지역이다. 또한 동남극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장보고 과
학기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빙하에 대한 유동특성에 관한 연구는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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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극의 유역경계도

그림 4. 테라노바 만(Terra Nova bay) 확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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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
3.1. Sentinel-1A
Sentinel-1A는 유럽우주기구(ESA, European Space Agency)에서 2014년 발사한 인
공위성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지구관측 계획인 코페르니쿠스
계획(Copernicus Programme)의 핵심이 되는 인공위성으로서, Sentinel-1 위성 중
가장 처음으로 발사되었다.
Sentinel-1A는 지구상으로부터 693km 상공의 태양동기궤도(Sun-synchronous)를
가지고 12일의 공전 주기로 전 지구적인 SAR 영상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다. 탑재체
로는 C-band SAR 시스템이 탑재되어있다(Geudtner et al., 2014). C-band는
5.405GHz 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며, 구름을 투과할 수 있어서 기상조건에 관계없
이 위성영상의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SAR는 후방산란(back scattering)되어 돌아
오는 레이다의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태양고도에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이
는 빙하 움직임 관측, 기름유출 추적 등 지구환경의 많은 부분을 관측하는데 용이
하다. Sentinel-1A의 SAR 영상은 해상도와 Swath 범위에 따라 4개의 모드가 있으
며, 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Sentinel 1-A 모드의 종류

Spatial

Mode

Swath

Strip Map Mode(SM)

80km

5×5m

250km

5×20m

Extra Wide Swath Mode(EW)

400km

25×100m

Wave Mode(WM)

20km

5×50m

Interferometric Wide Swath
Mode(IW)

resolution

SAR 영상의 촬영방식에는 StripMap(Standard)모드, ScanSAR(Wide Swath)모드,
TOPS(Terrain Observation by Progressive Scan, 단계적 스캔에 의한 지형 관측)모
드가 있다. StripMap 모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SAR 시스템의 촬영방식으로, 위성의
진행 방향으로 안테나 빔의 조향 없이 영상을 획득하는 운용 모드이다. (그림 5.)
ScanSAR 모드는 대상 물체에 대한 관측 영역을 확장하여 재방문 주기가 짧아지는
광역 관측 모드이다.(그림 6.) 그러나 ScanSAR 모드로 획득된 영상은 안테나 패턴
의 불균일성에 기인하는 오차로 인해 지형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는 스캘러핑
(scalloping)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영상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다. 이는 중·저해상도 관측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
밀한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Sentinel-1A는 이러한 ScanSAR 모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TOPS 모드를 기본
으로 채택하여 SAR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그림 7.) TOPS 모드는 기존의 ScanSAR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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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같이 넓은 대역폭(Swath)을 촬영한다. 하지만 SAR 시스템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뒤로 빔을 조향하기 때문에, 촬영지역의 방위방향(azimuth direction)
과 상관없이 빔의 중심을 따라 자료가 획득되어진다. 이로써 스캘러핑 현상을 최소
화하여 지형왜곡현상을 감소시켜서 SAR 영상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림 5. StripMap mode 모식도

그림 6. ScanSAR mode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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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OPS mode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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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NAP
SNAP(The Sentinel Application Platform)은 Sentinel 위성에서 원격으로 보내온
위성 영상 자료의 처리를 위해서 ESA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 내에는 3개의 오픈소스 툴박스가 존재하며, Sentinel-1A의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S1TBX(Sentinel-1 Toolbox)를 이용하게 된다.
Sentinel Toolbox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EO
data(Earth Online data)를 자료 처리 및 분석하여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명령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SNAP 프로그램에서는 Graph Builder와 같은 GPT(Graph Processing Tool)를 이용
하여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설정하여 영상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데이터 변
환 툴(Data product convert tool)을 사용하면 원시자료(raw data)를 BEAM-DIMAP
Standard Format, GeoTIFF, HDF-5, RGB 이미지 등으로 변환할 수 있다.
Sentinel Toolbox Application과 자료처리 프로세서는 간결한 자료 입력 및 출력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이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 응용프로그램에 자
료를 입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포맷은 DIMAP 라고 불리며, 프랑스에서
SPOT 인공위성의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먼저 사용되었다. SANP 프로그램에서는
BEAM-DIMAP 라고 명명한 특별한 형태의 DIMAP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BEAM-DIMAP 포맷은 Single Product Header(XML)에 meta-data를 담고 있다. 또한
Data directory에 ENVI®와 호환이 가능한 각 밴드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디렉
토리에 있는 각각의 영상들은 header file(ASCII text)과 이미지 데이터 파일(flat
binary)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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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획득
Sentinel-1A에서 촬영된 고해상도 SAR 영상은 ESA의 Sentinels Scientific Data
Hub 웹사이트(https://scihub.copernicus.eu/)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SAR 영상
은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원시데이터인 Level-0, 방사보정(radiating correction)
과 기하학적 보정(geometrical correction)이 수행된 Level-1, 그리고 Geocoding이
완료된 Level-2로 구분하고 있다. Sentinel-1A에서 제공되는 Level-2의 자료는 해
양, 바람, 파랑과 조류에 관련된 산출물로 OWF(Ocean Wind Field), OSW(Ocean
Swell spectra), SRV(Surface Radial Velocity)로 구성되어 있다(Torres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Level-1

자료에

해당하는

SLC(Single

Look

Complex)의

IW(Interferometric Wide Swath) 모드로 획득된 영상을 사용하였다. SLC는 원시자
료의 위상과 진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로서 직선거리(Slant-Range)의 관
측좌표를 가진다. 이는 InSAR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자료 포맷으로 선정하였다. IW모드는 표1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50km의 Swath와
5m×20m의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on)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동남극지역의 빙하 흐름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Sentinel-1A에서
SLC, IW 모드로 2015년 8월 6일에서 2015년 9월 12일 까지, 약 한 달 동안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SAR Interferomery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료로 사용한 Sentinel-1A
의 SAR 영상은 총 56개 이며, 그 목록은 표.2 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1) 구역은
2015년 8월 31일과 2015년 9월 12일에 획득된 SAR 영상이며, 내륙으로 확장시켜나
간 (2) 구역은 2015년 8월 30일과 2015년 9월 11일에 획득된 영상이다. 상부 해안
과 내륙지역의 (3) 구역은 2015년 8월 6일과 2015년 8월 18일에 촬영된 영상이며,
상부 내륙으로 확장시킨 (4) 구역은 2015년 8월 28일과 2015년 9월 9일에 촬영된
영상이다. 이중에서 동남극의 테라노바만 일대를 2015년 8월 31일과 2015년 9월 12
일에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한 과정을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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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에 사용한 영상자료 목록
기간

파일 이름
S1A_IW_SLC__1SSH_20150831T150447_20150831T15
1-1

0514_007508_00A5EF_1651
S1A_IW_SLC__1SSH_20150912T150447_20150912T15
0514_007683_00AAA7_6ED9
S1A_IW_SLC__1SSH_20150831T150511_20150831T15

1-2

(1)
구역

20150831

0539_007508_00A5EF_0EFE
S1A_IW_SLC__1SSH_20150912T150512_20150912T15
0540_007683_00AAA7_745D
S1A_IW_SLC__1SSH_20150831T150537_20150831T15

~
20150912
1-3

0604_007508_00A5EF_FA61
S1A_IW_SLC__1SSH_20150912T150538_20150912T15
0605_007683_00AAA7_5383
S1A_IW_SLC__1SSH_20150831T150602_20150831T15

1-4

0617_007508_00A5EF_16D6
S1A_IW_SLC__1SSH_20150912T150602_20150912T15
0618_007683_00AAA7_B078
S1A_IW_SLC__1SSH_20150830T124733_20150830T12

2-1

4801_007492_00A57B_F772
S1A_IW_SLC__1SSH_20150911T124733_20150911T12
4801_007667_00AA42_8D76
S1A_IW_SLC__1SSH_20150830T124759_20150830T12

2-2

4826_007492_00A57B_881D
S1A_IW_SLC__1SSH_20150911T124759_20150911T12
4826_007667_00AA42_5C73
S1A_IW_SLC__1SSH_20150830T124823_20150830T12

2-3

(2)
구역

4851_007667_00AA42_5539
S1A_IW_SLC__1SSH_20150830T124848_20150830T12

20150830
~
20150911

4850_007492_00A57B_FC00
S1A_IW_SLC__1SSH_20150911T124824_20150911T12

2-4

4915_007492_00A57B_11EA
S1A_IW_SLC__1SSH_20150911T124849_20150911T12
4916_007667_00AA42_4B8A
S1A_IW_SLC__1SSH_20150830T124913_20150830T12

2-5

4940_007492_00A57B_2E10
S1A_IW_SLC__1SSH_20150911T124914_20150911T12
4941_007667_00AA42_1AEC
S1A_IW_SLC__1SSH_20150830T124938_20150830T12

2-6

5006_007492_00A57B_D9A9
S1A_IW_SLC__1SSH_20150911T124938_20150911T12
5006_007667_00AA42_EF98
S1A_IW_SLC__1SSH_20150830T125004_20150830T12

2-7

5031_007492_00A57B_C784
S1A_IW_SLC__1SSH_20150911T125004_20150911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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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_007667_00AA42_1185
S1A_IW_SLC__1SSH_20150830T125029_20150830T12
2-8

5056_007492_00A57B_9882
S1A_IW_SLC__1SSH_20150911T125029_20150911T12
5056_007667_00AA42_E216
S1A_IW_SLC__1SSH_20150830T125053_20150830T12

2-9

5120_007492_00A57B_925B
S1A_IW_SLC__1SSH_20150911T125054_20150911T12
5121_007667_00AA42_B68C
S1A_IW_SLC__1SSH_20150830T125118_20150830T12

2-10

5145_007492_00A57B_FE3E
S1A_IW_SLC__1SSH_20150911T125119_20150911T12
5146_007667_00AA42_6636
S1A_IW_SLC__1SSH_20150830T125143_20150830T12

2-11

5210_007492_00A57B_1B90
S1A_IW_SLC__1SSH_20150911T125143_20150911T12
5210_007667_00AA42_EA47
S1A_IW_SLC__1SSH_20150830T125208_20150830T12

2-12

5236_007492_00A57B_E4E2
S1A_IW_SLC__1SSH_20150911T125208_20150911T12
5236_007667_00AA42_6B85
S1A_IW_SLC__1SSH_20150830T125234_20150830T12

2-13

5301_007492_00A57B_101A
S1A_IW_SLC__1SSH_20150911T125234_20150911T12
5301_007667_00AA42_6A39
S1A_IW_SLC__1SSH_20150806T160101_20150806T16

3-1

0128_007144_009BFC_F53F
S1A_IW_SLC__1SSH_20150818T160102_20150818T16
0129_007319_00A0C0_6B45
S1A_IW_SLC__1SSH_20150806T160126_20150806T16

3-2

(3)
구역

0155_007319_00A0C0_6664
S1A_IW_SLC__1SSH_20150806T160152_20150806T16

20150806
~

0154_007144_009BFC_2005
S1A_IW_SLC__1SSH_20150818T160127_20150818T16

3-3

20150818

0219_007144_009BFC_27BE
S1A_IW_SLC__1SSH_20150818T160153_20150818T16
0220_007319_00A0C0_673C
S1A_IW_SLC__1SSH_20150806T160217_20150806T16

3-4

0244_007144_009BFC_188F
S1A_IW_SLC__1SSH_20150818T160217_20150818T16
0244_007319_00A0C0_8B23
S1A_IW_SLC__1SSH_20150806T160242_20150806T16

3-5

0309_007144_009BFC_375B
S1A_IW_SLC__1SSH_20150818T160242_20150818T16
0306_007319_00A0C0_2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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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A_IW_SLC__1SSH_20150828T112758_20150828T11
4-1

2828_007462_00A499_EBC5
S1A_IW_SLC__1SSH_20150909T112758_20150909T11
2828_007637_00A968_57DB
S1A_IW_SLC__1SSH_20150828T112825_20150828T11

4-2

2853_007462_00A499_5DB6
S1A_IW_SLC__1SSH_20150909T112826_20150909T11
2853_007637_00A968_8A73
S1A_IW_SLC__1SSH_20150828T112850_20150828T11

4-3

(4)
구역

20150828

2918_007462_00A499_FA8A
S1A_IW_SLC__1SSH_20150909T112851_20150909T11
2919_007637_00A968_F905
S1A_IW_SLC__1SSH_20150828T112916_20150828T11

~
20150909
4-4

2943_007462_00A499_FA7F
S1A_IW_SLC__1SSH_20150909T112917_20150909T11
2943_007637_00A968_15A9
S1A_IW_SLC__1SSH_20150828T112941_20150828T11

4-5

3008_007462_00A499_3F04
S1A_IW_SLC__1SSH_20150909T112941_20150909T11
3008_007637_00A968_FE66
S1A_IW_SLC__1SSH_20150828T113006_20150828T11

4-6

3033_007462_00A499_2AB8
S1A_IW_SLC__1SSH_20150909T113006_20150909T11
3033_007637_00A968_7721

- 16 -

그림 8. 동남극 테라노바만 지역의 Sentinel-1A SAR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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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Sentinel-1A 위성에서 SLC/IW 모드로 획득한 동남극 지역의 SAR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SNAP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S1TBX Toolbox의 그래프빌더(Graph Builder)를
이용하여 전체 자료처리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림 9와 같이 알고리즘
을 설정하였다. 자료처리의 순서는 ESA에서 제공하는 Sentinel-1 Toolbox TOPS
Interferometry Tutorial을 참고하였다.
그림 9와 같이 설정된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 Master 영상과 Slave
영상에

대한

위상간섭영상이

생성된다.

이

영상에

Terrain

Correction

(Range-Doppler Terrain Correction)을 시행하여, DEM의 지형보정이 완료된 Phase
영상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크기를 줄여준 후에, KMZ 확장자를 갖는 파일로
추출하게 되면 google earth 지도에 오버랩 시킬 수 있는 최종 자료를 얻을 수 있
다.
자료처리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영상은 앞서 연구지역과 자료획득에서
밝혔던 2015년 8월 31일과 2015년 9월 12일에 테라노바만 일대를 촬영한 영상이고,
연구지역의 전체적인 자료처리 결과영상은 연구 결과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자료처리의 전후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Intensity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제거된 phase 영상을 추출하여 추가로 제시하였다.

- 18 -

그림 9.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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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토의
1. Read
Read 단계는 SNAP 프로그램으로 SAR 영상을 불러오는 과정으로, 2015년 8월 31일
영상은 master 영상으로, 2015년 9월 12일 영상은 slave영상으로 설정하였다.
2. Apply Orbit File
Apply Orbit File 단계는 SAR 영상 메타데이터의 정확하지 않은 궤도 상태 벡터
(orbit state vectors)를 정확한 인공위성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제공하는 궤도파
일을 이용하여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Sentinel-1A 인공위성의 영상에는 여러 종류의 궤도정보(orbit data)가 존재한
다. 먼저, 인공위성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의 궤도정보를 기록한 Preliminary orbit
이 있다. 이는 Sentinel-1A에 탑재되어 있는 Dual-GPS로부터 기록된 초기의 궤도정
보를 가진다. 하지만 10~20cm의 오차범위를 갖기 때문에 빙하의 유동 변위를 연구
하는데 부적합한 궤도정보라고 볼 수 있다. Preliminary orbit에 관한 정보는 text
file로 기록되어있으며, SNAP 프로그램의 header file 메뉴를 통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된 Sentinel Precise orbit 이 있다. 이는 SAR
영상을 촬영하고 약 2주후에 천문관측 데이터를 종합하여 궤도에 관한 정보를 재계
산하여 얻어진 궤도정보이다. 이 궤도정보는 10cm 이하의 오차범위를 갖기 때문에
빙하의 변위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정보라고 볼 수 있다. Sentinel Precise
orbit data에 관한 계산을 마치고 나면, Sentinel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다.
마지막으로 Re-instituted orbit 이 있다. 이는 다시 한 번 정밀계산을 수행한
궤도정보로서, 1cm 이하의 오차범위를 갖는 매우 정밀한 궤도정보를 갖는다. 하지
만 정밀한 계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궤도정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Sentinel Precise Orbit으로 설정을 한 후에 자료처리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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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PSAR Split
TOPSAR Split 단계는 SAR 영상을 sub-swath로 분리하여 IW1, IW2, IW3 라는 각각
의 독립적인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전의 Apply Orbit File 단계를 통해서
정확한 궤도정보를 입력해준 SAR 영상을 자료처리가 용이하도록 구역별로 나누어
주게 된다. 즉 Interferometric Wide Swath Mode(IW)로 기록된 250km의 swath와
5×20m의 spatial resolution을 갖는 영상을, 그림 10과 같이 세 개의 영역으로 분
리해주는 과정이다.
TOPS mode로 얻어진 Sentinel-1A 위성의 고해상도 SAR 영상은 용량이 매우 크고,
각 구역별로 영상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영상의 분리를 통해서 각각의
구역별 영상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의 하위자취와 분
극(VV,VH)에 관한 영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0. 각각의 sub-swath를 얻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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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ck Geocoding
TOPSAR Split 단계를 통해서 IW1, IW2, IW3 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 master영상
과 slave 영상은 Back Geocoding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픽셀에 좌표를 부여하는
것을 지오코딩(geocoding) 이라고 한다. SNAP 프로그램에서 수행 할 수 있는
Sentinel-1A SAR 영상의 Back Geocoding은 외부 DEM 자료를 SANP의 SAR 도메인에
가져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외부 DEM 데이터를

SAR 도메인으로 중합

(Co-Resistration)하여 적용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같은 빔 폭
(Swath)을 갖는 두 개의 S-1 SLC 분리영상(master와 slave 영상)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DEM 데이터를 이용하여 Interferometry에 사용되는 두 영상의 지리좌표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Back Geocoding은 인공위성의 위치와 속도에 관한 궤도정보가 정확해지고, DEM의
정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외부 DEM 자료로 사
용한 모델은 GETASSE 30 DEM을 사용하였다.
이번 단계에서는 TOPSAR Split 단계에서 IW1, IW2, IW3 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
영상에 Back Geocod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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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ack Geocoding 수행 전 IW2 Slave intensity 영상 (2015/09/12)

그림 12. Back Geocoding 수행 후 IW2 Slave intensity 영상 (2015/09/12)

- 23 -

5. Interferogram
Interferogram 단계에서는 Back Geocoding이 수행된 두 영상(master영상과 slave
영상)을 간섭하여 위상차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이에 지구의 위상은 간섭 측정된
신호로 나타나게 된다. InSAR 이론에서 언급했듯이, Interferogram 영상의 위상차
  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위상차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지표굴곡에

의한 위상차(        )가 가장 강한 신호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표타원체에
의한 위상차를 제거하는 과정(earth flattening)이 필요한데, SNAP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제거하도록 설정되어있다. Interferogram을 수행하고 나면, 위상차가 물
결모양의 프린지(Fringe)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프린지 하나의 간격은 위성에서
사용하는 레이다 파장의 절반에 해당하게 된다.
그림 13은 2015년 8월 31일과 2015년 9월 12일의 IW2 Interferogram Intensity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2015년 8월 31일과 2015년 9월 12일의 IW2
Interferogram Phase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14는 Earth Flattening Interferogram
이 수행되지 않은 영상이다. Earth Flattening Interferogram이 수행되지 않으면,
지표굴곡에 의한 위상차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표변위에 의한 위상차를 확인
할 수 없다. SNAP 프로그램에서 지표굴곡에 의한 위상차를 제거하게 되면, 그림 15
와 같이 프린지를 확인할 수 있는 Interferogram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5의 Interferogram Phase 영상을 살펴보면, 픽셀간의 상관성에 따라서 흐
름의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알 수 없는지에 관한 정성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파도가 불규칙하게 치고 있는 바다나,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는 빙설과 같
은 지역에서는 픽셀간의 상관성이 떨어져 프린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빙하
의 유속이 느리지만, 분명히 흐름이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픽셀간의 상관성이
존재하여 형태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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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IW2 Interferogram Intensity 영상

그림 14. IW2 Interferogram Phase 영상 (Non-Flat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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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IW2 Interferogram Phase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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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OPSAR Deburst
TOPSAR Deburst는 Sentinel-1A의 IW Mode를 통한 SAR 영상 촬영 시, 데이터 저장
방식에 의해 발생한 Burst 사이의 간격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Burst는 안테
나에서 송신된 수십, 수백 개 pulse들의 다발 혹은 묶음을 말한다. 그림 16과 그림
17에서와 같이 Interferogram을 수행한 Intensity영상에서 각각의 Burst들이 모여
IW2의 sub-swath를 이루게 된다. 이 때 burst 사이의 간격을 두고 데이터를 저장하
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그림 16의 Intensity 영상에서와 같이 영상을
가로지르는 검정색의 줄무늬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Burst사이의 간격은 연구지역
의 영상정보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정보는 보존한 채로 단
지 간격을 두고 떨어졌을 뿐이다.
그림 17은 TOPSAR Deburst 과정을 수행한 후의 영상으로, Burst사이의 간격이 제
거되어 부드럽게 이어진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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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OPSAR Deburst 수행 전 영상(IW2)

그림 17. TOPSAR Deburst 수행 후 영상(I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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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oldstein Phase Filtering
Goldstein Phase Filtering 단계는 자료 획득 당시의 기기내부 잡음과, 자료처리
시에 발생하는 오차에 의한 위상차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특히 스펙클(Speckle)에
의한 위상의 잡음을 줄여줌으로써, 프린지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터링이
다. 스펙클은 SAR 영상에서 마이크로웨이브가 간섭으로 인해 증폭되거나 감소됨으
로써, 레이다 영상에서 밝거나 어두운 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Goldstein Phase Filtering을 통해서 많은 수의 잡음신호들을 제거할 수 있
게 된다. 하지만 unwrapping과정에서 topography가 복구되거나 넓은 지역에 걸친
지표의 변형에 대해서는 약한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Goldstein and Wener, 1998)
그림 18과 그림 19를 통해서 Goldstein Phase Filtering을 거치고 난 후, 프린지
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가시적인 관찰이 더욱 용
이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Goldstein Phase Filtering 수행 전 영상(IW2)

그림 19. Goldstein Phase Filtering 수행 후 영상(I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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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opographic Phase Removal
Topographic Phase Removal 단계는 지구의 지형적 고도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차
(   )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Topographic Phase를 제거함으로써 지표의 이
동을 평탄한 지역으로 가정하고 볼 수 있게 된다.(T.Nagler et al.,2002).
그림 20의 Topograhpic Phase Removal 수행 전 영상에서 그림 21의 Topographic
Phase 영상을 제거하면, 그림 22와 같은 Topographic Phase Removal 수행 후 영상
이 얻어진다. Topographic Phase를 제거하게 되면, 지형의 고저로 인해 넓은 범위
로 퍼져있던 프린지들이 평탄한 지형에서 관찰하는 것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
만 연구에서 얻어진 처리 전과 후의 영상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Sentinel-1A의 Base line이 좁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형
효과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수학적인

방법으로

그림

Topographic Phase를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0. Topographic Phase Removal 수행 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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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과

같은

그림 21. 추출한 Topographic Phase 영상

그림 22. Topographic Phase Removal 수행 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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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PSAR Merge
TOPSAR Merge 과정은 각각의 IW1, IW2, IW3 로 분리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한 SAR
영상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처리
알고리즘에서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단계이다.
그림 23은 TOPSAR Merge가 수행된 후의 영상을 나타내며, 왼쪽부터 순서대로
IW1, IW2, IW3 의 영상이다. 중간에 검정색 부분은 각 영상간의 크기가 맞지 않아
서 생긴 것이다. 이 부분은 영상의 바로 옆 지역의 자료처리를 수행한 후에, 서로
연결하여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림 23. TOPSAR Merge 수행 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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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errain Correction
SAR 영상은 지형구조, 전파특성, 관측방향 등에 의해 영상획득 지점에서의 오차
가 발생한다. Terrain Correction은 지형보정을 해주는 과정으로써, Interferogram
을 수행하고 Merge 과정을 거치고난 후의 영상을 Geocoding 하여 좌표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즉, Back-geocodeing을 통해 외부 DEM인 GETASSE 30을 SAR 도메인에 적
용시켜 지리좌표를 일치시킨 후에 자료처리를 수행한 영상을, 다시 Geocoding 하여
지리적인 좌표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

외에도

지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레이오버(Layover),

포어쇼트닝

(Foreshortening), 섀도우(Shadow) 등의 현상을 보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료처리를 수행한 영상을 다른 도메인에 투영 할 수 있게 되며,
대상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일치하여 동서남북의 방위와 영상의 크기 및 길이를 정
확하게 측정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4. Terrain Correction 수행 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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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MZ 및 Google Earth
구글(Google)은 2004년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키홀(Keyhole)사를 인수하여 2005년
부터 전 지구의 위성영상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조작 가능한 구글어스(Google
Eart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어스의 영상은 Digital Globe사와 지오아이사
의 위성영상을 이용한다.(김상지, 2011).
모든 자료처리 과정을 거친 Sentinel-1A SAR 영상을 KMZ 파일로 변환하면 구글
어스 도메인에 투영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역적인 변화를 보다 가시적으로 확
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5은 구글어스에 투영한 주 연구지역의 Phase 영상을 나타낸다. 프린지가
넓은 지역은 빙하의 유속이 느리고, 프린지가 좁은 지역은 빙하의 유속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안지역과 빙하의 유속이 너무 빠른 지역은 프린지의 식별이 어렵
다. 빨간색 원 안의 지역은 12일 간의 변위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KMZ로의 변환 및 구글어스로 투영한
영상을 통해, 연구지역의 빙하 유동과 변화 양상을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5. Google Earth 에 투영한 연구지역의 Phase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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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oherence
Interferogram

단계를

수행하고

나면,

Coherence

영상도

함께

얻어진다.

Coherence 영상은 Interferogram의 긴밀도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다.
Coherence는 Interferomtry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파라미터로, 지
상 물체로부터 산란되어 되돌아온 두 레이다 신호간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정량적인
수치이다.

Coherence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Interferogram의 긴밀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Interferogram의 긴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영상이 검정색으로 어둡게 보이고, 긴밀도
가 높은 경우에는 영상이 흰색으로 밝게 보인다.
그림 25의 Coherence 영상에서 흰색부분은 유속이 거의 없거나 느린 빙상지역이
고, 어두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른 빙하지역이다. 흐름이 빠르게 존재하는
빙설지역은 어두운 회색으로 나타나며, 파도가 불규칙하게 치고, 빠른 흐름이 존재
하는 바다의 경우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은 Coherence 영상의 상관도 그래프를 나타내며, 최댓값은 0.986, 최솟값
은 0.022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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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Terrain Correctin 수행 후의 Coherence 영상

그림 27. Coherence 영상의 상관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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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의
본 연구에서는 Sentinel-1A 의 SAR 시스템으로부터 획득된, 동남극 지역의 SAR
영상을 획득하여 SNAP 프로그램으로 InSAR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DInSAR 자료처
리 알고리즘을 설정하여 연구지역의 SAR 영상을 자료처리 하였으며, 결과 영상을
Mapping하여 연구지역 빙하의 흐름양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 28은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지역의 빙하 흐름양상에 관한 결과영상을 나타낸
다. 사용된 SAR 영상은 총 56개 이며, 그 목록은 표.2 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1) 구역은 2015년 8월 31일과 2015년 9월 12일에 획득된 SAR 영상의 결과영상이
다. 불규칙한 파도와 빠른 해수의 흐름이 존재하는 해안지역은 프린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빙설이나 대륙의 외곽지역과 같이 빙하의 흐름이
빠른 지역은 프린지가 매우 촘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역은 동남극의 내륙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2015년 8월 30일과 2015년 9월
11일에 획득된 영상이다. 이 구역의 중앙에서 하단지역에서 프린지가 넓고 선명하
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남극의 사막이라 할 수 있는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고도 1500~2000m의 빙상지역이며 기상현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
면 이 구역의 상부지역에서 어느 정도 넓은 프린지의 양상은 나타나지만, 매우 흐
릿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이 적설과 바람과 같은 기상현상
에 의한 것인지,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촬영각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부가적인 확인과 논의가 필요하다.
(3) 구역은 2015년 8월 6일과 2015년 8월 18일에 획득된 영상이며, 내륙지역은
프린지가 비교적 넓고 선명하게 보이므로 느린 빙하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고, 대륙에서 해안으로 갈수록 프린지의 간격이 좁아지거나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으로 빙하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구역은 상부 내륙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2015년 8월 28일과 2015년 9월 9일
에 획득된 영상이다. 이 구역은 흐름이 느린 지역과 빠른 지역이 번갈아가면서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프린지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상
이 촬영된 기간에 적설이나 강한 바람과 같은 기상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의 프린지는 레이다 파장   의 절반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Sentinel-1A에
탑재된 C-band는 5.305GHz의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린지는 2.8cm를
의미한다. 따라서 빙하흐름의 정성적인 해석을 넘어서, 빙하흐름의 속도를 계산하
고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남극 내륙지역의 흐
릿한 프린지양상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추후 새로운 연구의 목적이 될 가
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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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동남극지역의 DInSAR 수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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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남극 지역의 Sentinel-1A SAR 영상을 이용하여, SNAP 프로그램
을 기반으로 SAR 간섭기법(InSAR)을 적용하여 영상처리를 수행했다. 자료처리 양상
을 보여주기 위해서 2015년 8월 31일과 2015년 9월 12일의 테라노바만 일대의 위성
영상 자료처리 과정을 제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NAP 프로그램 내에서 설정해준 알
고리즘을 통해서 결과 영상을 얻었다. 여기에 지속적인 자료처리를 수행하여 내륙
으로 확장된 빙하 유동에 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자료처리 알고리즘에서는 Read 단계를 통해 Master 영상과 Slave 영상을 설정하
여 SNAP 프로그램으로 읽어 들이고, Apply Orbit File 단계를 통해 인공위성의 정
확한 위치와 속도정보를 제공하는 궤도파일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TOPSAR Split 단
계를 통해서 영상을 각각의 sub-swath로 분리하여 IW1, IW2, IW3 의 독립적인 구역
으로 분리하였다. Back geocoding 단계를 통해 외부 DEM(수치표고모델)을 SNAP의
SAR 도메인으로 적용시켜 두 영상의 지리좌표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수행하였고,
Interferogram 단계에서 Master 영상과 Slave 영상을 간섭시켜 위상차가 물결모양
의 프린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빙하의 흐름 양상
을 정성적으로 판단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TOPSAR Deburst 단계를 통해서
레이다 신호의 다발인 Burst 사이의 간격을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했다. 이후
Goldstein Phase Filtering 단계를 통해 위성의 시스템 오차에 의해 발생한 위상차
를 제거해 주었다. 즉 SAR 영상에서 나타나는 스펙클(Speckle)에 의한 위상차를 줄
여 프린지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Topograhpic Phase Removal 단
계를 거쳐 지형적인 고도에 의한 위상차를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TOPSAR Merge
단계를 통해서 각각의 sub-swath로 분리되었던 영상을 다시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
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알고리즘을 통한 자료처리를 수행한 이후에는 Terrain Correction 단계를 통해
서 자료처리 된 SAR 영상을 Geocoding 하여 지리적인 좌표를 부여 하였고, 이 파일
을 KMZ 확장자로 변환하여 Google Earth 도메인에 투영시켜, 보다 가시적으로 빙하
의 흐름양상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레이다 간섭연상의 질을 평가하
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Coherence(긴밀도) 영상을 추출하여, 후방산란에 대한 가
시적인 긴밀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내륙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동남극 지역의 빙하 흐름양상에 관한 자료
처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정기간에 특정한 지역의 빙하의 흐름양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처리 결과자료와 더불
어 빙하의 속도분석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남극빙하의
유역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빙하의 흐름을 좀 더 정밀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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