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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격탐사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의 관측 대상을 확인하거

나 계측하고, 관측 대상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탐사방법이다. 지구상의 모든 물

체는 그것의 종류와 태양, 대기 등의 환경적인 조건이 다르면 서로 다른 전자기파

를 반사, 복사, 투과 및 흡수한다. 따라서 원격탐사를 통한 관측 대상의 정보를 얻

는 방법에는 관측 대상으로부터 전자기파에 대한 물질 고유의 파장 특성을 이용하

는 것이 기본원리이다(김영섭 외, 2004). 

  마이크로파 원격탐사(microwave remote sensing, 극초단파 원격탐사)는 파장이 

약 1 cm에서 1 m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microwave, 극초단파)를 이용하는 원격탐

사이다. 마이크로파 원격탐사는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관측이 가능하며, 이는 가

시광과 적외선 영역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에는 없는 장점이다.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는 관측 대상에 따른 주파수 특성, 도플러 효과, 편광 특성, 후방 산란 특성의 

측정 외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가시․적외역 센서로는 관측이 어려운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으나, 자료해석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김영섭 외, 2004). 

  최근 원격탐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구경레이더) 시스템은 지표의 형태 및 특성을 관측하는 영상 레이더

(imaging radar)이며, 가상적인 안테나 길이를 이용한 관측 효과로 안테나 자체의 

해상도보다 영상의 펄스 압축을 통해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원격탐사 시스템

이다. 능동형 센서를 사용하므로 태양의 조명 상태(illumination)에 무관하여 밤․낮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며, 마이크로파 시스템(microwave system)으로 

기상 상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SAR는 수분에 매우 민감하여 거의 전반사

를 하는 특성으로 특히 해양 분야에서의 파랑(wave)과 해류(current) 탐지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해양에서 교란 에너지가 매질을 특정의 형태로 움직이며 이동하는 것을 파

(wave)라고 할 수 있으며, 해파는 여러 종류의 파-매질(고체, 액체, 기체) 속에서 

에너지의 이동으로 인한 교란-중의 하나이다(강효진 외역, 2002). 해파는 바람에 의

한 풍파(wind wave),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한 조석파(tide wave), 지진이나 화산, 

지각변동 등에 의한 지진해파(tsunami), 표면장력파(capillary wave), 중력파(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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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내부파(internal wave)등 파의 생성원인과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레이더에 관측되는 해양의 표면적인 파의 형태는 대부분 바람에 

의한 풍파 혹은 파랑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파랑의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 초점

을 맞추어 다뤄질 것이다. 

  Radarsat 1 위성은 캐나다에서 개발된 지구관측위성 시스템으로써 5년의 수명으

로 디자인되어 1995년 11월 4일에 발사되어 현재 운용중이다. 능동형 마이크로파 

센서인 SAR를 사용하며, 날씨에 제약 없이 24시간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 

센서는 파장이 5.6 cm인 C-band와 HH 편광을 사용하며, 지형지세의 범위에 적용

할 수 있는 선택적 시야 각도를 가진다. 

  Radarsat 1 영상자료는 매우 정밀한 해양의 파랑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영상

은 다년간에 걸쳐 축적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랑(풍파)에 의해 Radarsat 1 영상에 나타나는 선형적 혹은 비선형적 모습을 FFT 

기법(Fast Fourier Transform method)을 이용하여 산출할 것이며, 그리고 이를 현

장에서 측정된 기상자료와 비교하여 파랑의 방향성을 찾아보려 한다. 또한 이러한 

FFT 기법을 통한 파수벡터 를 추출해 해양 파랑의 파장을 추출해 보려고 한다.  

2. 연구지역

  

  제주도는 제주해협을 사이에 두고 목포와 약 140km 떨어져 있고, 윤곽이 대략 동

서방향으로 가로놓여 있다. 남․북간의 거리는 약 31km, 동서간의 거리가 약 73km

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해역은 예로부터 삼다도라 하여 강풍․다풍의 섬으로, 

특히 주변 근․영해에서의 바람은 파랑의 추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논문에 매우 양

호한 자료를 제공한다 할 수 있겠다.   

  제주도는 아시아대륙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후분류상 아열대기후대에

서 온대기후대로의 전이지대에 놓여 몬순(monsoon)의 계절순환의 영향이 큰 대륙 

동안 기후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일 년 내

내 남서쪽에서 흘러드는 따듯한 적도해류의 지류인 쿠로시오난류의 영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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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성기후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섬의 중앙부에 위치한 한라산도 

중요한 기후인자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바람은 기후의 특성을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의 연평균 풍속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북부지역인 제주시는 3.5 

m/s 내외, 남부지역인 서귀포는 2.5 m/s 내외, 동부지역인 성산포는 3 m/s 내외 이

며, 서부지역인 고산이 가장 강한 7 m/s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계절별로는 제주시, 

성산, 고산지역은 여름철에 월평균 풍속이 약하고 겨울철에 강한 반면, 한라산과 계

절풍의 영향으로 서귀포지역은 월평균 변동 폭이 크지 않으나 겨울철에 바람이 약

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해양수산부, 2002). 

Fig. 1. 연구지역(제주도 인근 해양). 빨간 점(우도)은 실측자료(AWS : auto 

weather system)를 얻은 지역,  R(3) G(2) B(1)밴드 조합된 영상, 2002년 3월 11일 

영상(Landsat-7).

․U-do

Jeju-Do

․Chuj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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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이론

3-1. 해파의 특성

  이 논문은 해양의 여러 가지 물리․화학․역학 등의 기작 및 특성 중에서도 해파

(ocean wave)의 물리적 기작(mechanism)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해파는 교란에너지가 매질을 특정의 형태로 움직이며 이동하는 것을 파(wave)의 

일종이다. 에너지의 이동에 의한 교란은 때로는 매질 속에 큰 언덕을 보이게도 한

다. 바다에서 이러한 물의 큰 언덕이나 봉우리의 이동이 우리가 보는 해파이다. 이

러한 해파들의 생성원인과 발생형태들 중 이 논문에서는 바람에너지가 해양에 전달

되어 생기는 풍파 또는 파랑(wind wave)만을 다룰 것이다.

  실제 해양에서의 파도는 바람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이 파도가 발달하는 이유

는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absorption)하기 때문이다(손경호, 1998). 풍파의 형

성은 표면장력파로부터 시작한다. 표면장력파는 바람의 마찰로 당겨 늘어진 해수면

을 표면장력이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모든 해양에 언제나 존재한

다. 바람의 에너지는 해수면으로 전파되어 표면장력파의 파봉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파봉 아래에 와류를 만들며 약한 진공 상태를 형성하게 한다. 더욱 많은 에너지가 

해수면으로 전달되며 대기압이 뒤의 파봉을 앞, 그리고 아래로 밀게 된다. 에너지의 

전파가 점점 커짐에 따라 파 진행방향에 물 입자 운동의 원궤적이 점점 커지고 파

의 크기도 커진다. 표면장력파의 파장이 1.73cm 보다 커지면 복원력에서의 중력

Fig. 2. 표면장력파에 작용하는 풍력(강효진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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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표면장력을 능가하게 되어 표면장력파는 풍파로 전환된다.

  이렇게 발생한 풍파는 스스로 비슷한 파속과 파장에 따라 분류되어 그룹화 되어 

가는데, 이렇게 분류되는 과정을 파의 분산(dispersion)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풍

파는 파봉이 비교적 둥글고 규칙적인 형태로 변해 가는데 이를 너울(swell)이라고 

한다. 

SAR 센서를 통해 아주 잘 보이는 해파의 모습은 대개 너울이라 할 수 있겠다. 표

면장력파 및 너울 아래의 파장을 갖는 해파는 파장이 너무 작아 위성의 해상도로 

파의 진행 형태를 직접 관측(위성센서의 해상도 문제)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Fig. 3. 풍역대에서 해파 생성(강효진 외, 2002).

  풍랑의 성장에는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요인이 있다. 

① 풍속(wind strength)

② 지속시간(wind duration)

③ 풍역대(취송거리, f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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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바람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해면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파봉의 이동속도보

다 평균 풍속이 더 빨라야한다. 둘째, 강한 바람이라도 지속시간이 짧으면 큰 풍랑

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셋째, 바람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단 없이 부는 영역이 있

어야 한다. 즉, 강한 바람에 의해 풍랑이 완전히 발달하기 위해서는 거의 3일 동안 

같은 방향으로 계속 불어야 한다. 이처럼 일정 풍속과 지속시간, 그리고 풍역대가 

갖추어 졌을 때 이론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최대 풍랑을 다 자란 풍랑(fully 

developed sea)이라고 한다(강효진 외, 2002). 

3-2. SAR 원격탐사

  

  SAR는 인공위성에 탑재된 센서중의 하나로서, 일반 광학센서(optical sensor)와는 

달리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부터 다르다. 최근 원격탐사 분야

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이 SAR 시스템은 지표의 형태 및 특성을 관측

하는 영상 레이더(imaging radar)이며, 가상적인 안테나 길이를 이용한 관측 효과로 

안테나 자체의 해상도보다 영상의 펄스 압축을 통해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원격탐사 시스템이다. 능동형 센서를 사용하므로 태양의 조명 상태(illumination)에 

무관하여 밤․낮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며, 마이크로파 시스템(microwave 

system)으로 기상 상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다뤄질 Radasat 1 위성은 캐나다 CSA (Canadian Space Agency)에 

의해 개발된 첫 번째 원격탐사 위성으로서 1995년 11월에 발사되었으며, 레이다 센

서인 SAR가 탑재되어 있다. 탑재된 SAR 센서는 5.3 GHz (C-band)의 주파수 및 

HH 편광모드로 작동하며, Fine, Standard, ScanSAR 등의 다양한 관측모드를 제공

한다. SAR의 관측시간은 각 궤도에서 최대 28분이며, 데이터 저장을 위한 2개의 테

이프 레코더를 갖추고 있다. 현재 Radarsat 1호가 운용 중에 있고, Radarsat 2호는 

2007년에 발사될 예정이며, 궤도 제원은 같으나 보다 향상된 해상도와 다양한 기능

을 갖춘 SAR가 탑재될 예정이다. 즉, Radarsat 2호의 SAR는 HH 편광 외에도 VV, 

HV, VH 편광모드가 추가되고, 더욱 다양한 모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SAR 시스템은 지표뿐만 아니라 해수표면에서의 파랑에 의한 형태 및 거칠기 정

보를 광학센서(optical sensor)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SAR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수표면에서의 파랑정보를 추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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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AR image acquisition

  



- 8 -

mode 탐지각 (˚) 해상도 (m) 주사 폭 (km)

Standard 20 - 49 28 x 25 100

Wide Swath 20 - 39 28 x 35 150

Fine Resolution 37 - 48 10 x 9 45

Extended Coverage 49 - 59 20 x 28 75

Scan SAR(narrow)
20 - 39 

31 - 46

50 x 50

50 x 50
300

Scan SAR(wide) 20 - 49 100 x 100 500

Fig. 5. Radarsat 1 위성의 모습과 모드별 작동 원리

Table 1. Radarsat 1 위성의 모드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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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랑에 대한 2차원 Fourier 변환

  이 논문에서 사용된 FFT(Fast Fourier Transform, 고속 푸리에 변환)기법은 푸

리에변환에 근거하여 근사공식을 이용한 이산푸리에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계산할 때 연산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알고리즘이다.

  일정한 파수벡터 와 각주파수 , 그리고 진폭 A를 가지는 파동은 공간   과 

시간 의 함수인 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파랑은 2차원적인 파동이므로, 

                                         (2)

                                    (3)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선형 파랑을 SAR 위성이 지나가면서 시간    에서 순간적으로 촬영하

므로, SAR　영상에서는 는 만의 함수가 된다.

  
 ․    

                                   (4)

가 된다. 

 이렇게 얻어진 2차원적 영상을 2D Fourier 변환을 시켜주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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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5)

               
  

∞

∞


∞

∞


 ․ 



 
  

   

즉,  공간상에서 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값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0의 값을 가

지는 2차원 delta 함수의 형태가 된다. 이 함수의 절대 값을 취하면 다음과 같다.

                                       (6)

하지만 실제 SAR 영상에서는 real 값만이 존재하므로 파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                               (7)

이를 Fourier 변환하면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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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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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

가 된다. 이 때, cos 



를 사용하였다.

따라서에 절대 값을 취하여 Spectrum을 구하면,

 

 


                           (9)

이다. 즉, 와 - 위치에서만 값을 가지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값을 가지지 않는

다. 또한 와 -  위치에서만 값을 가지는 점에서 파동, 파랑의 방향성의 판단에

서   방향인지 -  방향인지 알 수 없는 180° 모호성(ambiguity)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또한 real 자료를 2D Fourier 변환하면 Fig. 7. (a)과 같이 원점대칭

(symmetric)의 형태를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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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선형적 일정한 파랑의 모식도(사선은 파정을 나타냄)

    

Fig. 7. 2D FFT result of a plane wave with 

 2D FFT영상에서 볼 때 은 와  성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와  은 각각 

 축픽셀수× ,   축픽셀수×  -----------(10)

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이때 와 는 파수 영역에서 한 픽셀(pixel)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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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의 값으로서 FFT(Fast Fourier Transform)의 성질에 따라, 

  


 (X : FFT를 한 영역의 x축 거리, meter)   -----(11)

  


(Y : FFT를 한 영역의 y축 거리, meter)   -----(12)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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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값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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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렇게 얻어진 로 아래와 같이 (파랑의 파장)를 구할 수 있게 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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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역 영상 획득일

제주도(Jeju-Do) 1998년 08월 30일

제주도(Jeju-Do) 1999년 03월 16일

제주도(Jeju-Do) 1999년 11월 15일

제주도(Jeju-Do) 1999년 11월 25일

제주도(Jeju-Do) 1999년 12월 19일

제주도(Jeju-Do) 1999년 12월 26일

제주도(Jeju-Do) 2000년 05월 04일

제주도(Jeju-Do) 2000년 05월 11일

제주도(Jeju-Do) 2000년 09월 29일

제주도(Jeju-Do) 2001년 09월 27일

제주도(Jeju-Do) 2001년 10월 14일

제주도(Jeju-Do) 2001년 11월 28일

제주도(Jeju-Do) 2001년 11월 28일

제주도(Jeju-Do) 2003년 05월 23일

제주도(Jeju-Do) 2003년 05월 23일

4. 자료처리

4-1. 자료소개

  이 논문에 사용한 Radarsat 1 영상은 제주 주변 해역의 15개 영상을 검토하였다  

(Table 2). 

Table 2. 영상정보(영상지역 및 획득일)

  이 15개의 영상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제주도의 주변 해역에 관한 정보를 잘 나타

내어 주고 있다. 이 영상들은 획득 당시의 SLC(single look complex) 자료로써 육

안으로는 영상의 형태 및 특성들의 확인이 어려우며, 헤더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상

태이기 때문에 자료처리를 통하여 헤더정보를 제거한 SLC 생성과 육안으로 지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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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특성을 확인이 가능한 ML(multi look)영상생성을 거치게 된다. 참고로 위의 

작업에서 이 논문에서 중요시 다뤄질 FFT를 적용한 영상을 생성하는 작업을 동시

에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위의 15개의 영상 중에서 이 논문의 목적과 부합되고 영상의 상태, 너울의 유무, 

동일지역의 영상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영상이 양호한 1999년 11월 15일과 1999년 

11월 25일 그리고 1999년 12월 19일의 3개 영상만을 사용하였다. 

Fig. 8. 원시자료(raw data, SLC)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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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 풍속 측정 산출방식

◦ 자료 단위 : 풍향(0.1°), 풍속(0.1 ㎧)

◦ 샘플링 시간 : 0.25초

◦ 자료처리 시간간격 : 1분

◦ 풍향, 풍속센서로부터 0.25초마다 전기적 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  

    후 벡터 환산한다.

◦ 순간풍향ㆍ풍속(gust)

  - 매 0.25초 간격으로 3초 동안 12개의 샘플링된 자료를 평균하고 1초 간격으  

    로 이동 평균하여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1분 동안 수집된 지난 240개의 자료 중 최대값을 1분 최대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매 1분마다 지난 10개의 1분값 중에서 최대값을 10분 최대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하루 동안 수집된 1분 최대순간풍향․풍속 1440개 중에서 최대값을 일 최대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1분(10분) 평균 풍향․풍속

  - 0.25초 간격의 바람벡터 자료를 10초 동안 평균을 구한 후 1분(10분) 동안 6  

    개(60개)의 자료를 다시 평균하여 매분(10분)자료를 산출한다.

  실측자료는 기상청(열린 기상청, weather.go.kr)의 우도 AWS (Auto Weather 

System)자료를 신청하여 사용하였다. 파랑이 SAR에 의해 탐지되기 위해서는 너울

(swell) 정도까지 발달하여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의 기초이론에서 언급하였듯

이 3일 이상의 지속시간이 필요하므로, 영상이 획득되어질 당시 3일간의 제주해역 

기상자료를 획득하여야 했다. Table 3.은 평균 풍향과 풍속을 산출하는 방식을 나타

낸 것이다. 

  기상자료 중에서도 파랑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풍향과 풍속의 자료를 영상획

득 당시에서 3일전의 기후인자만을 고려하여 다음 Table 4과 Table 5, Table 6과 

같이 정리하였다(시간별 평균 풍향․풍속). 

Table 3. 기상자료의 풍향, 풍속 산출방식(기상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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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시간

1999. 11. 12 기상

시간

1999. 11. 13 기상

시간

1999. 11. 14 기상

시간

1999. 11. 15

풍향

( °)

풍속

(m/s)

풍향

( °)

풍속

(m/s)

풍향

( °)

풍속

(0.1m/s)

풍향

( °)

풍속

(m/s)

1 270.2 7.3 1 290.5 7.1 1 84.3 7.3 1 71.0 7.2

2 270.0 6.7 2 290.3 7.0 2 82.4 7.9 2 55.8 4.3

3 269.8 6.6 3 297.0 6.0 3 81.8 7.1 3 339.1 4.6

4 276.2 8.7 4 307.9 7.0 4 92.4 6.8 4 356.3 5.8

5 277.1 9.9 5 308.7 5.5 5 88.3 7.3 5 293.9 5.8

6 270.9 7.1 6 297.6 4.5 6 88.3 7.0 6 290.7 6.6

7 274.8 6.8 7 288.5 6.1 7 95.0 6.0 7 294.6 8.4

8 279.3 7.0 8 291.5 6.6 8 102.6 4.3 8 289.2 7.8

9 279.7 6.6 9 290.1 5.2 9 98.3 4.8 9 287.2 9.3

10 275.3 8.1 10 304.2 5.6 10 95.4 4.3 10 289.9 8.5

11 279.2 8.3 11 349.1 5.3 11 103.2 3.2 11 277.1 9.2

12 274.7 7.6 12 359.4 4.5 12 100.2 3.4 12 282.0 11.2

13 278.1 8.5 13 27.3 4.5 13 90.1 3.6 13 285.9 11.5

14 278.1 9.1 14 33.0 4.8 14 94.3 3.6 14 276.6 12.4

15 276.7 9.0 15 38.0 5.9 15 96.5 3.8 15 275.6 11.8

16 276.8 8.7 16 46.3 6.6 16 89.9 3.3 16 275.8 11.2

17 279.1 8.3 17 47.0 6.8 17 59.3 3.2 17

18 288.4 9.0 18 48.9 7.1 18 56.7 7.2 18 277.5 11.3

19 277.9 9.3 19 62.8 7.7 19 67.2 8.3 19 283.0 10.1

20 283.9 8.5 20 75.8 9.1 20 63.7 6.5 20 278.5 10.3

21 289.1 8.4 21 70.1 10.2 21 67.0 6.9 21 277.2 9.9

22 290.2 8.6 22 70.0 10.6 22 66.2 8.3 22 280.6 10.2

23 292.6 7.7 23 79.0 8.2 23 74.0 8.8 23 280.2 9.8

24 294.9 7.6 24 80.9 8.5 24 66.3 8.1 24 279.7 9.9

Table 4. 우도 기상자료(AWS, 1999.11.12～15 풍향과 풍속 - 이중 실선은 영상이 

획득되어진 시간대의 풍향과 풍속, 열린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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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시간

1999. 11. 22 기상

시간

1999. 11. 23 기상

시간

1999. 11. 24 기상

시간

1999. 11. 25

풍향

( °)

풍속

(m/s)

풍향

( °)

풍속

(m/s)

풍향

( °)

풍속

(m/s)

풍향

( °)

풍속

(m/s)

1 264.9 2.1 1 98.3 2.2 1 358.2 2.8 1 269.2 9.7

2 272.0 0.8 2 93.6 2.8 2 352.1 1.9 2 271.2 12.3

3 62.3 0 3 59.8 4.2 3 291.1 2.4 3

4 123.5 0.8 4 62.0 8.2 4 289.9 3.1 4 274.3 10.2

5 252.2 0.4 5 62.3 8.0 5 274.8 2.9 5 277.0 11.1

6 76.4 0.6 6 61.4 8.2 6 277.6 2.8 6 275.7 10.6

7 350.6 1.0 7 62.4 9.3 7 274.9 2.5 7 281.1 12.3

8 320.3 1.6 8 57.4 7.6 8 267.9 1.8 8 281.6 11.0

9 358.3 0.8 9 61.6 7.1 9 266.6 1.1 9 277.1 10.1

10 52.0 1.7 10 62.2 7.1 10 272.7 1.5 10 274.9 10.5

11 96.8 2.6 11 66.5 7.8 11 255.6 0.8 11 275.2 11.9

12 114.2 2.2 12 62.9 5.9 12 18.5 1.4 12 274.6 11.4

13 83.4 2.4 13 51.0 5.3 13 90.8 1.6 13 276.6 11.9

14 100.6 2.8 14 34.5 5.1 14 358.2 1.1 14 279.3 11.3

15 89.9 2.4 15 42.4 5.1 15 164.3 2.0 15 279.7 9.9

16 112.8 1.8 16 31.1 5.0 16 283.1 2.4 16 277.5 11.0

17 120.2 2.3 17 58.6 6.1 17 264.7 1.4 17 277.7 10.7

18 97.9 3.4 18 45.5 4.6 18 200.1 1.4 18 274.4 11.3

19 97.4 3.0 19 41.1 4.5 19 230.9 4.2 19 277.2 12.1

20 90.8 4.3 20 43.0 3.9 20 227.4 5.1 20 280.2 10.4

21 115.9 2.8 21 26.9 3.6 21 234.8 4.8 21 278.2 9.2

22 85.6 2.0 22 16.4 3.1 22 229.6 6.4 22 276.7 9.1

23 93.0 3.1 23 7.3 3.2 23 247.4 5.0 23 279.1 9.6

24 94.8 1.5 24 346.8 3.4 24 251.4 2.8 24 285.6 10.3

Table 5. 우도 기상자료(AWS, 1999.11.22～25 풍향과 풍속 - 이중 실선은 영상이 

획득되어진 시간대의 풍향과 풍속, 열린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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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시간

1999. 12. 16 기상

시간

1999. 12. 17 기상

시간

1999. 12. 18 기상

시간

1999. 12. 19

풍향

( °)

풍속

(m/s)

풍향

( °)

풍속

(m/s)

풍향

( °)

풍속

(m/s)

풍향

( °)

풍속

(m/s)

1 226.0 1.2 1 280.9 8.1 1 294.3 8.9 1 301.0 5.0

2 258.7 1.1 2 283.0 8.7 2 292.7 9.6 2 298.5 5.5

3 256.2 3.5 3 284.5 9.3 3 288.3 7.8 3 300.5 6.3

4 256.2 3.4 4 289.5 9.6 4 294.4 9.2 4 299.4 6.1

5 264.4 3.0 5 282.9 10.6 5 289.4 10.5 5 307.6 6.5

6 269.5 2.4 6 288.1 9.7 6 289.5 9.8 6 287.0 6.4

7 291.4 2.2 7 289.6 9.7 7 292.9 9.0 7 292.5 5.0

8 290.4 2.2 8 287.2 8.8 8 293.5 9.4 8 295.1 6.8

9 227.3 0.8 9 286.7 9.0 9 292.4 8.0 9 314.6 6.8

10 210.9 0.6 10 289.2 7.6 10 291.9 7.6 10 299.4 6.6

11 266.1 0.7 11 286.7 8.6 11 286.5 6.6 11 299.7 5.3

12 324.8 1.4 12 285.5 8.5 12 287.3 8.3 12 305.1 6.1

13 12.8 2.0 13 283.6 10.5 13 285.9 7.0 13 288.9 4.9

14 353.4 1.9 14 284.3 11.7 14 289.3 6.5 14 291.2 5.8

15 284.4 2.0 15 280.2 12.3 15 287.7 7.2 15 291.1 5.8

16 73.2 1.5 16 284.4 11.1 16 291.6 6.6 16 286.9 5.1

17 268.0 4.4 17 288.6 11.7 17 295.3 6.1 17 303.5 5.5

18 263.7 2.7 18 289.2 10.9 18 296.2 6.5 18 286.4 4.7

19 267.6 3.3 19 287.3 10.1 19 301.2 7.0 19 284.6 5.0

20 269.2 3.7 20 289.2 11.7 20 307.1 6.7 20 288.9 7.8

21 268.2 4.1 21 285.4 11.5 21 305.0 6.0 21 280.4 8.4

22 281.4 5.0 22 288.4 10.9 22 298.4 5.1 22 269.0 10.9

23 278.0 6.5 23 289.1 11.1 23 300.5 5.2 23

24 281.1 7.1 24 292.9 9.0 24 288.3 5.7 24

Table 6. 우도 기상자료(AWS, 1999.12.16～19 풍향과 풍속 - 이중 실선은 영상이 

획득되어진 시간대의 풍향과 풍속, 열린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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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처리

  

  영상자료처리 단계는 Fig 9. 와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Fig. 9. 영상자료처리의 흐름도(Flow Chart)

  

  원시자료(raw data)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획득 당시의 SLC (single look 

complex) 데이터로써 육안으로는 영상의 형태 및 특성들의 확인이 어려우며 또한 

헤더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원시자료에서 SLC (single look 

complex), ML (multi look complex)영상과 FFT 기법을 적용한 영상을 생성하기 

위하여 SAR Wave Processor (SWP)라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자료처

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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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Wave Processor (SWP)

 ◇ Language: ANSI-C, Cygwin 환경

 ◇ Command-line based

 ◇ 영상은 다른 RS 프로그램으로 확인

 ◇ Input file: 

SLC (Single Look Complex, CEOS format)

 ◇ Output file:

SLC (Header-off format) 

ML (Multi-Look, 4-look)

SAR wave spectrum

Table 7. SAR Wave Processor(SWP)의 제원

  영상자료처리에는 비교적 영상이 양호한 1999년 11월 15일과 25일 그리고 12월 

19일의 3개 영상을 이용하였다. SAR Wave Processor (SWP)로 이 3개의 영상을 

처리하면 본 연구에 필요한 총 9개의 영상이 생성된다. 1999년 11월 15일, 25일과 

1999년 12월 19일 영상을 SAR Wave Processor (SWP)로 처리한 결과영상은 다음 

Fig. 10, Fig. 11, Fig.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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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C(single look complex)영상

(b) ML(multi-look)영상

(c) 2D FFT 영상

Fig. 10. Radarsat 1 1999년 11월 15일 SLC 영상, ML 영상, 2D FFT(256×256)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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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C(single look complex)영상

(b) ML(multi-look)영상

(c) 2D FFT 영상

Fig. 11. Radarsat 1 1999년 11월 25일 SLC 영상, ML 영상, 2D FFT(256×256)결과



- 24 -

(a) SLC(single look complex)영상

(b) ML(multi-look)영상

(c) 2D FFT 영상

Fig. 12. Radarsat 1 1999년 12월 19일 SLC 영상, ML 영상, 2D FFT(256×256)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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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 Wave Processor 로 처리한 Fig. 10, Fig. 11, Fig. 12 결과는 기하보정

(geocoding)처리가 되어있지 않다. 방위에 맞는 올바른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기하

보정(geocoding)이 필요하다. Fig. 13.는 기하보정을 마친 ML 영상과 FFT 영상이

다.

  실측 기상자료의 처리는 매시간 실측되어 수치화되어지는 원리와 같게 이루어 졌

다. 1분(10분) 평균 풍향․풍속은 0.25초 간격의 바람벡터 자료를 10초 동안 평균을 

구한 후 1분(10분) 동안 6개(60개)의 자료를 다시 평균하여 매분(10분)자료를 산출

하듯이 한 시간의 평균풍향․풍속도 이와 같이 산출된다. 같은 산출원리로 하루의 

평균풍향․풍속은 24시간동안 각 시간별의 평균풍향․풍속을 다시 평균 내어 구하

였다. 파랑의 생성단계에서 중요한 기작을 가지는 지속시간과 풍역대에 관련하여 3

일간의 평균풍향․풍속을 구하기 위하여 또한 위의 1일 평균풍향․풍속을 구하는 

방식으로 3일간의 평균풍향․풍속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실측 기상자료의 지

속시간과 평균풍향․풍속은 위성 영상의 자료처리로 나온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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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99년 11월 15일, ML 과 2D FFT 영상의 기하보정

(b) 1999년 11월 25일, ML 과 2D FFT 영상의 기하보정

(c) 1999년 12월 19일, ML 과 2D FFT 영상의 기하보정

Fig. 13. 기하보정(geocoding)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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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해석

  Fig. 14.와 Fig. 15., Fig. 16.은 영상 자료처리 결과이다. 여기서 region A는 우도 

실측 기상자료(AWS)의 측정값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하였다(region 

A와 우도 AWS 위치의 기상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 

          

(a)11월 15일 ML 전체영상(region A) (b)zoom to region A

          

(c)2D FFT (128×128 pixel) (d)2D FFT (256×256 pixel)

          

(e)2D FFT (512×512 pixel) (f)2D FFT (1024×1024 pixel)

Fig. 14. 영상처리 결과(1999년 11월 15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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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11월 25일 ML 전체영상(region A) (b)zoom to region A

          

(c)2D FFT (128×128 pixel) (d)2D FFT (256×256 pixel)

          

(e)2D FFT (512×512 pixel) (f)2D FFT (1024×1024 pixel)

Fig. 15. 영상처리 결과(199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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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12월 19일 ML 전체영상(region A) (b)zoom to region A

          

(c)2D FFT (128×128 pixel) (d)2D FFT (256×256 pixel)

          

(e)2D FFT (512×512 pixel) (f)2D FFT (1024×1024 pixel)

Fig. 16. 영상처리 결과(1999년 12월 19일) 

  



- 30 -

  우도 AWS자료에서의 실측 기상자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하였다.

산출날짜
1999년 11월 15일

(12일～15일)

1999년 11월 25일

(22일～25일)

1999년 12월 19일

(16일～19일)

설명

Table 4에서 12일부터 

13일 12시까지는 288.2°

의 풍향과 7.3 m/s의 풍

속을 가지지만 13시부터

는 73.9°의 평균 풍향과 

6.3 m/s의 평균 풍속을 

가지며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 이는 거의 상쇄 

된다 볼 수 있다. 

가장 감쇠양상이 많은 

날이다. Table 5에서 22

일과 23일, 24일과 25일

의 풍향은 거의 정반대 

구도를 보인다. 22일 이

전의 기상자료를 참고적

으로 보면 평균 풍속이 

5 m/s 이하의 매우 미

약한 바람이고, 평균 풍

향은 270°가량으로 나타

난다.  

파랑이 생성될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가장 잘 

갖춘 날이다. 특히 영상

취득 전 3일간의 풍향은 

거의 일정하였으며, 풍

속 또한 꾸준히 높게 불

었다. Table 6에는 나타

내지 않았지만 이러한 

경향은 12일부터 16일까

지의 기상에서도 마찬가

지였다.

최종결과

․지속시간 : 약 2일

․평균풍향 : 약 285°

․평균풍속 : 약 9 m/s

․지속시간 : 1일 이하

․평균풍향 : 약 277°

․평균풍속 : 약 11 m/s

․지속시간 : 7일 이상

․평균풍향 : 약 280° 

․평균풍속 : 약 7 m/s 

Table 8. 실측 기상자료의 정성적 분석결과

  영상처리 결과 각각의 날짜별 영상에서 각기 다른 2D FFT 결과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2D FFT 영상에서 보여 지는 양상은 곧 선형적인 해양 파랑이 얼마나 일어

나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 이는 바람의 영향이 얼마나 해양에 작용을 

하는지 그 상관성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영상 해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상도를 보이며, 국소적인 파랑의 발생을 추출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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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서 볼 때 가장 부합하는 2D FFT 영상은 256×256(pixel) 영상이다. 32×32, 

64×64, 128×128, 256×256, 512×512, 1024×1024와 같이 여러 imagette 크기별로 2D 

FFT영상을 만들어 본 결과 32×32, 64×64, 128×128 영상은 해상도 측면에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512×512와 1024×1024 영상은 너무 넓은 지역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적(local)으로 변하는 파랑의 진행을 추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영상처리결과에서 얻어진 2D FFT 영상들 중 256×256 영상을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2D FFT 영상 분석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몇 가

지 있다. Fig 17에서 볼 수 있듯이 중심(center)에서 바라볼 때 양쪽 빨간 부분의 

중심 값과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정반대의 두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파랑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 즉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진

하면 진할수록 그 파랑의 정도는 뚜렷하고 반면 그렇지 않다면 파랑은 그 정도가 

작거나 파랑이 일지 않은 상태이다. 결과해석에 사용된 2D FFT 영상들은 앞에서의 

2D FFT 영상들과 달리 방향성을 지시하는 원점대칭의 화소들에서 중심 값을 보다 

잘 찾기 위하여 Fig. 17과 같이 contrast를 보정한 영상들임을 밝힌다.

Fig. 17. 2D FFT결과 해석의 예(1999년 12월 19일, 25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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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ion A ML 확대영상 (b) region A 2D FFT (256×256)

Fig. 18. 2D 결과 해석(1999년 11월 15일)

  1999년 11월 15일 영상에서 관측된 파랑의 모습은 미약하지만 그 선형적 모습은 

어느 정도 보여 진다. Fig. 18 의 2D FFT 영상 (b)를 보면 중심부분에서 원점대칭

의 밝은 색들이 비교적 옅고 뚜렷하지 않으며 다소 분산되어 있어 대략적인 방향성

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방향을 가늠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측 기상자료에서의 최종결과에서 영상이 얻어지던 시기의 기상조건은 지속시간

이 약 2일, 풍향은 약 285°, 풍속은 약 9.8 m/s로 비록 3일간의 꾸준한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11일 오후부터 풍향이 바뀌는 13일 오후까지, 그리고 영상이 찍히던 당일

까지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불었던 바람의 비교적 강한 풍속에 의해 만들어진 표면

장력파에서 다소 발전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2D FFT 영상에 표시한 대략적인 검은 점선은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 영상 위에 

중첩(overlay)시킨 것이다. 각도는 약 281° 또는 약 101°로 나타났다. 이렇게 범위가 

큰 이유는 분산된 각 화소들 간의 중심을 잡지 못해 각도 범위가 커진 것이다. 여

기서 실측 기상자료와 비교하면 180°의 모호함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Table 9에

서 나타난 당시 기상자료에서의 풍향 측정치는 약 285°로 위에서 구한 값과 약 4° 

차이로 근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써 양쪽 두 방향 중 2D FFT 영상 상의 오른

쪽 부분이 실제 가용한 부분임을 알았다. 

  파랑의 파장 값을 구해보면, 는 영상을 2차원적의 4분면으로 나눌 때 2사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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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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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각

각의 와 를 구해보면(이때 X와 Y는 각각 2D FFT한 범위의 픽셀 수에 X는 

x-axis 1 cell≒19.4m을 곱한 값이고, Y는 y-axis 1 cell≒20.1m을 곱한 값이다.) 아

래 표와 같다.

(1) (2)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이제 각 x성분과 y성분을 아래와 같이 를 구하면,

(1)  


(2)  


과 같은 값이 나온다. 이 값과 값의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면

(최대)


약  

(최소)


약   

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이는 곧 이 영상에서 보이는 파랑의 파장()이다. 파장()은 

약 94.5m이고 오차범위는 ±14.5m이다. 여기서 오차범위가 다소 큰 이유는 2D FFT

영상 상에서 나타나는 원점대칭의 형태가 다소 분산되어있어 중심 값 산출에 어려

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영상에서 측정한 파장 값은 위에서 구한 파장의 범위 안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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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ion A ML확대영상 (b) region A 2D FFT(256×256)

Fig. 19. 2D 결과 해석(1999년 11월 25일)

  위의 1999년 11월 25일 ML영상은 가장 파랑이 나타나지 않는 영상중의 하나로써 

일관된 패턴 확인이 어려웠다. 2D FFT 영상 상에서만 희미하게나마 분산되어 있는 

원점대칭의 방향성이 약 북서방향과 남동방향으로 뻗어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약 286°±10°의 비교적 큰 범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실측 기상자료에 의해 부정확하게 나타나는 두 방향 중 바람이 불어오는 

한 방향만을 남기는 것 또한 불확실하다. 알 수 있는 것은 22일 이전의 실측 기상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약 3일간 꾸준하게 약 270°의 평균 풍향으로 바람이 불었다

는 사실뿐이다. 이 바람은 비록 매우 미약한 풍속을 가진 바람이지만 서서히 바람

의 방향이 바뀌던 22일 전까지 꾸준하게 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22일전의 약 3일 

간의 꾸준한 바람과 24일과 25일의 같은 풍향을 가지는 바람에서 22일과 23일 양일

간의 바람의 영향을 감쇠하면 Table 8에서 보듯 1일 이하의 지속시간과 평균풍향/

평균풍속이 약 277°/약 11 m/s로 구해진다. 

  Fig. 19의 2D FFT 영상에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원점대칭의 픽셀(pixel)들이 넓게 

분포되어있고, 그 명암이 뚜렷하지 않아 현재로써는 정확한 파랑의 방향을 말하기

엔 오차범위가 크다. 즉 정확한 중앙값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대체적인 실측 기

상자료와 2D FFT 영상간의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써 25

일 영상 역시 북서풍에 의한 남동방향으로의 파랑의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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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86°±10°의 영상 분석과 실측 기상자료의 약 277°의 풍향값은 오차범위에 있지

만 그것은 영상에서의 분석이 현재 매우 부정확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에서 보이는 파랑의 파장을 앞의 1999년 11월 15일에서의 계산과 같이 계산

해보았다. (이때 X와 Y는 각각 2D FFT한 범위의 픽셀 수에 X는 x-axis 1 cell≒

20.2m을 곱한 값이고, Y는 y-axis 1 cell≒20.5m를 곱한 값이다.)

(1) (2)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각 x성분과 y성분을 아래와 같이 를 구하면,

(1)  


(2)  


과 같은 값이 나온다. 이제 이 값과 값의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면

(최대)


약  

(최소)


약   

  영상에서 보이는 파장의 최대범위는 약 128m이고 최소범위는 약 71m이다. 이처

럼 큰 범위를 보이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과 같다. 더하자면 파랑이 매우 

미약하게, 그러니까 파고가 낮아 위성에서 볼 때 파랑의 마루부분과 골부분의 식별

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육안식별로는 파랑의 패턴을 식별하기 매우 곤란하여 실제영상에서의 측정한 파

장 값을 구하지 못하였다. 단지 위에서처럼 2D FFT 영상을 활용한 파장 값의 추측

만이 가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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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ion A ML확대영상 (b) region A 2D FFT(256×256)

Fig. 20. 결과 해석(1999년 12월 19일)

  Radarsat 1 제주지역의 영상 중에서 1999년 12월 19일 영상은 이 연구에서 얻고

자하는 해양 파랑 추출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영상이다. Fig. 20 (a)에서 보듯 해

양 파랑의 선형적인 패턴이 가장 잘 나타난다. 영상에서의 비가 내리듯 일정하게 

보이는 사선은 충분히 발달한 너울의 진행을 보여준다. Fig. 20에서의 2D FFT영상

은 앞의 어떤 영상보다도 뚜렷한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center에서 양쪽으로 뻗

은 방향성은 당시 파랑의 진행방향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밝은 색의 각 화

소간의 중심 값을 산출하여 중심 값-center-중심 값을 연결하는 각도를 계산한 결

과 281°와 101° 였다. 

  1999년 12월 19일의 실측 기상자료는 파랑이 너울까지 발전하도록 충분한 조건을 

가진다. 19일 이전의 기상은 거의 같은 풍향대를 가지고 있으며, 풍속 또한 1～12 

m/s까지 꾸준히 불었다. 이러한 평균 풍향과 풍속은 19일 이전 1주일간 꾸준하였으

며 이는 바람에 의한 해양 파랑의 형성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Table 8.에서 보

듯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바람이 분 지속시간은 7일 이상으로 가장 이상적이었으며 

평균풍향은 약 280°, 평균풍속은 약 7m/s이상이다.

  영상에서의 2D FFT결과 영상과 위의 실측 기상자료를 비교해보면 2D FFT영상 

분석에서 282°와 102° 의 두 결과 값 중 282°(북서방향)가 참값이며 이는 바람이 약 

280°방향으로 7일 이상동안 1～12m/s의 풍속으로 바람이 꾸준히 불었다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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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게 해준다.

  파랑의 파장은 다음과 같다. (x-axis 1 cell≒20.3m, y-axis 1 cell≒20.5m)

(1) (2)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셀수× 셀수×


 ××


 

각 x축과 y축의 성분에서 를 구하면,

(1) 


(2) 


이다. 이 값과 값의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면

(최대)


약  

(최소)


약   

과 같은 파장 값을 얻을 수 있다. 

  1999년 12월 19일 영상에서 나타난 파랑 혹은 너울의 파장은 약 156±8m이다. 이

러한 파장은 실제 영상에서의 측정값과 매우 근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영상

이나 2D FFT영상에서 보듯 선명한 해상도(resolution)만큼 계산에서 나타난 파장의 

값은 오차범위 156m에서 ±8m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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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Radarsat 1 위성의 SAR영상은 해상에서의 물리적인 현상들을 밝히는데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해상에서의 파랑추출을 위한 목적으로써 SAR영상은 매우 좋은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였으며, 역으로 그 영상의 분석을 통하여 파랑을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파랑의 정보는 실제와 매우 일치하였다. 

  자료처리과정을 거친 최종 단계의 2D FFT영상은 해양 파랑의 생성원인에서 중

요한 풍향의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풍속의 세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달하는 파랑의 파장을 영상에서 밝기로 잘 보여준다. 비록 방향성에 대한 정보는 

180°의 모호성(ambiguity) 즉,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이

동하는 경로를 알기에는 충분하다. 여기서 언급한 180°의 모호성(ambiguity)을 이 

논문에서는 현장 실측 기상자료를 통해 해결하였다. 더불어 실측 기상자료와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기상(픙향․풍속)의 매커니즘(mechanism)이 해양 파랑의 생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또 그 영향은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 지고 영상에서의 해석

이 가능한지 알 수 있었다. 

  SAR영상에서의 선형적인 파랑의 이동은 2D Fourier 변환을 통해 벡터 를 얻

을 수 있었고, 이 의 분석으로 얻은 파수 와 와의 관계를 통해 해양 파랑의 

파장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파장의 산출에 있어서 영상의 해상도가 좋지 

않거나  파랑의 발달형태가 다소 미약할 경우(파장이 짧을 경우, 파고가 낮을 경우 

등)에는 파장의 오차범위는 매우 커지며, 파장의 계산단계도 어려워짐을 알았다. 현

재 파랑의 파장을 계산할 수 있는 파장의 범위는 대체로 수십m～수백m이상은 되

어야하지만 앞으로 SAR위성의 해상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예상했

을 때, 머지않아 수m～수십m에 지나지 않는 파랑의 파장도 계산해 낼 수 있을 것

이다.

  현재 연구 중인 Inter-Look cross spectra기법은 2D FFT기법으로 한계였던 180°

의 모호성(ambiguity)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Doppler Shift기법은 영상 자

체에서 파랑의 이동 속도를 알 수 있는 차세대 기법으로 이전 기법에서 해결 되지 

않았던 파속까지 알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두 기법의 연구 성공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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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기상자료가 필요 없이 해양 파랑의 mechanism을 위성영상의 분석만으로도 알 

수 있는 큰 성과를 낳을 것이다. 

  이 논문은 Radarsat 1 SAR영상을 2D FFT기법을 사용하여 얻어진 영상과 실측 

기상자료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위성 영상과 해양 파랑의 발생기작인 풍향과 풍

속과의 상관성, 파랑의 이동방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2D Fourier변환에서의 
분석

을 통해 해양 파랑의 파장을 계산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기초 연구를 토대로 위

의 여러 기법들을 동시 적용하여 나아간다면 해양 파랑의 모든 물리적 기작

(physical mechanism)을 규명하는데 큰 활용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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