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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AR 정보 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시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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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owadays, demands with respect to applications based on geo-based information on
mobile device such as smartphone and those based on open platform or open source have been
increasing. This trend can be regarded as significant opportunities to widen application fields and to
expand industry business cases using satellite imagery. However, it needs a different approach from
conventional remote sensing researches. This work focuses on SAR among many kinds of geo-based
data resources. First, an application for Interferometric SAR processing based on open source was
implemented. And using this, InSAR data was processed and stored into database. When smartphone
users at any places request InSAR results, they can receive InSAR information and concerned metadata
on their device. An smartphone application for this task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is study.
This provides a practical way for SAR service for smartphone, and can apply to build mobile service
system of complex and compound types of remote sensing resources and their derive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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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스마트폰등과같은다양한모바일단말환경에서공간정보를활용하고자하는응용분야와오픈

플랫폼또는오픈소스를기반으로하는응용시스템개발요구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위성 상정

보 분야의 응용 분야 확대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위성 상정보처

리나분석과는다른접근방식이필요하다. 본연구는다양한공간정보중에서중요한정보자원으로인식되

고있는SAR 정보를대상으로한다. 우선적으로는오픈소스를기반으로한위상간섭기법처리응용프로그

램을 자체적으로 구현하 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SAR 정보를 처리한 뒤, 중요 처

리결과를데이터베이스에구축하 다. 이와같이구축된 InSAR 처리정보를스마트폰사용자의단말요구

사항에 따라 메타데이터 정보와 함께 시각적 표현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을 수행하

고 주요 결과를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SAR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방식

에대한접근방식을제시한것으로복합형위성 상정보자원이나파생콘텐츠를스마트폰으로서비스하고

자하는경우직접활용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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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태블릿 PC 등과

같이 일상에서 누구나 접하게 되는 정보통신기술은 간

단하게 모바일이라는 주요어로 요약할 수 있으며, 동시

에는 이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또한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을 이용한 정보검색, 정보활용, 소셜 네트워크 등과 같

이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본기능에서 과학, 공학

분야의 전문 역 부문까지 활용이 가능한 정도로 발전

하고있다.

모바일 스마트폰 서비스에서 위성 상정보는 중요한

기반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나 위치기반 서비스 또는 사용자

의 관심 역(AOI, Area of Interest)을 시각화하는 어

플리케이션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 기

관에서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smartNSDI 앱을발표하여건물이나주소검색기능을

제공하고 항공 상, 하이브리드 상, 지도 등과 같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강상구와 이기원

(2010, 2011)은 위성 상을 스마트폰에서 배경 상으

로 시각적 표현하는 기능에서 진화한 형태로 실제 위성

상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바있다.

한편 모바일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위성 상은 주로

서로 다른 위성으로부터 각각 서로 다른 시간에 촬 된

광학 상 자료를 모자이크 처리와 타일링 처리를 거쳐

표출되는경우가일반적이고메타데이터를제공하는경

우는거의없다. 메타데이터는사용자가관심있는정보

를검색하여세부적인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사

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데이터 관리자는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서비스에서도중요한요소가된다(Baca, 2008).

따라서 김광섭과 이기원(2011)은 스마트폰 상에서 공간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앱을설계하고시험구현한바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스마트폰환경에서의SAR 정보서비스를할수있는시

스템의설계및시험구현하고자한다. 국내외를막론하

고SAR 상정보나이와관련된처리결과를서비스하

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개발 사례가 거의 발표 또

는 보고된 바 없다. 윤보열 등(2006)은 SAR 상 분야

의활용분야에대한전반적인개관을한바있으며, 이

훈열(2006)는 국내외 SAR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시스

템, 기술과 활용 분야을 정리한 바 있는 데, 소프트웨어

에대한내용은별도로다루어지지는않았다. 윤근원등

(2010)은 DInSAR(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AR), PSInSAR(Permanent Scatterer InSAR),

POLInSAR(Polarimetric InSAR) 등과같은기술의활

용분야를정리한바있다.

SAR 정보 처리기법 중에서 위상간섭기법 (InSA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또는위상

차분간섭기법(DInSAR, Differential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처리기법은환경모니터링

이나 정 한 지형분석 등에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

다. 이는다수의SAR 상을적용하여Interferogram,

Coherence, DEM(Digital Elevation Model),

Deformation 등과 같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써, 두 장

이상의 SAR 상정보의 위상차(Phase Difference)를

이용하는것이다.

InSAR와 DInSAR 자료처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는 DORIS(Delft Object-

oriented Radar Interferometric Software),

ROI_PAC(Repeat Orbit Interferometry PACkage),

GMTSAR 등이개발되어국제적규모의사용자그룹을

구성되어 있다. Kang과 Lee (2011(a))와 Kang과 Lee

(2011(b))에서는 각각 이러한 오픈 소스에 대하여 각 오

픈 소스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조사한 바 있으며, 명

령어 입력 방식으로 제공되는 DORIS의 기능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GUI)

환경으로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한결과를제시하

는연구를수행한바있다.

본연구에서는오픈소스기반 InSAR 정보처리응용

시스템을구현하고이성과물을이용하여SAR 정보콘

텐츠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가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은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클라이언트시스템인스마트폰앱으로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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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설계하 다. 서버의주요기능은그래픽사용자인터

페이스를 통해 InSAR 정보 처리를 용이하게 수행하고

처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하도록 하는 것

과기본입력된SAR 상정보와처리결과에대한메타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주요기능은 InSAR 처리결과를원격데이터베이스서

버에 접속하여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 및 호출하여 스마트폰 단말에 직접 시각화

하는것이다. 본연구는일체의상용화패키지를사용하

지 않고 순수 오픈소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 으므로시스템설계및구현시에는SAR 정보처리

오픈소스외에도여러처리공정및단계별로필요한기

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공간정보 처리 오픈 소스를 적용

하 다.

2. 오픈소스기반SAR 정보처리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성능과 기능이 모듈 단위로 특화되거나 소스코드가 공

개된경우가많다. 따라서전문분야의개발자들이이를

적용하여 목적 및 특정 주제에 부합되는 기능을 추가,

개선, 향상시키도록 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구조

로 되어 있다. 또한 공간정보 처리와 관련된 오픈 소스

는 개발이나 배포 주체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단위이

거나비 리학술기관인경우가일반적이며사용권이나

수정에대한권한의경우도몇가지로구분되어있고국

제적 규모의 사용자 및 개발자 그룹이 구성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공간정보오픈소스에대한내용및특성

에 대한 조사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다(Lee

and Kang, 2010).

포괄적 공간정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성 상정보

를 다루는 OSRS(Open Source Remote Sensing)는

원격탐사 분야에서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 OSRS는 광학 상정보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SAR 정보처리를위한오픈소스에대한내용을체계적

으로정리한사례는보고된바가거의없다.

OSRS 중에서도기본적인SAR 상정보처리를지원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ESA(European Space

Agency)에서 만든 NEST(Next ESA SAR Toolbox:

http://nest.array.ca/web/nest)와 BEST(Basic Envisat

SAR Toolbox)가있고, ASF(Alaska Satellite Facility)

에서만든Map Ready(http://nest.array.ca/web/nest)

와교육용인STP(SAR Training Processor) 등과같은

것이있다.

SAR 상정보처리중에서위상값을이용하여분석,

처리하는 InSAR 기법으로자료처리할수있는오픈소

스는 DORIS(http://doris.tudelft.nl/), ROI_PAC

(http://www.openchannelsoftware.com/projects/

ROI_PAC/), GMTSAR(http://topex.ucsd.edu/ gmtsar/)

등이SAR 자료처리와응용연구그룹에서많이사용되

고있다.

하지만이와같은SAR 오픈소스는사용자인터페이

스환경을명령어입력방식으로되어있어간단한SAR

정보처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즉, 리눅스(Linux)나

맥(Mac) 터미널을통해서실행에필요한파일을편집하

거나 명령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도록 하여

InSAR 정보 처리를 해야 하는데 SAR 정보 처리에 대

한 이론적 배경이나 소프트웨어 수행 경험이 많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오픈 소스가 그리 도움

이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훈열(2005)은 교육용으로, Kim

et al.(2004)는실무용시스템을목표로하여SAR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한 바 있으나 현재 일반 사용자

나전문연구자를위한별도의SAR 처리패키지를개발

하거나 이를 보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참고로 ESA의

경우 PolSARPro(http://earth.eo.esa.int/polsarpro/)

와 같은 통합 환경 SAR 정보 처리 소프트웨어를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로 수 년간 추진하

면서 오픈 소스를 개발하고 공개하여 일반 사용자 확산

및SAR 상정보활용분야개발에지속적인관심을보

이고있다.

3. SAR 정보처리시스템설계

본연구에서설계한SAR 정보서비스시스템은오픈

소스를사용하 고, 사용된오픈소스목록은Table 1과

같다. 시스템은크게서버와클라이언트로나뉜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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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오픈

소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하여 InSAR 처리할

수 있는 GUI 기반의 소프트웨어 DORIS-GUI를 구현

하 다.

본 연구에서 몇 가지 InSAR 처리 오픈 소스중에서

DORIS를채택한이유는Simonetto and Follin(2009)

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다. 이 연구에서는 DORIS 처리

결과를 IDL로 개발되어 ENVI 소프트웨어에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SARScape 소프트웨어와 비교하여 오

픈소스처리결과의상호신뢰성을검증한바있다.

DORIS-GUI의 목적은 사용자가 기존 명령어 입력

방식의DORIS를GUI환경에서처리하고, 그결과를타

일링 방식으로 저장한 뒤 이에 적용된 메타데이터를 저

장하는 등과 같은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공정이나처리과정은처리시간이나처

리 과정이 복잡한 SAR 정보 처리를 서버 측면에서

InSAR 처리전문가에의하여수행하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SAR 처리정보는모바일콘텐츠로간주될수있

으며 클라이언트에서는 InSAR 처리 결과를 검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실제 처리 결과

를 요청,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용자 계층

은SAR 정보에관심있는일반사용자이다.

시스템설계단계에서는오픈소스의특성상여러가

지 오픈 소스가 적용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점이 공간

정보분야에서 오픈 소스 활용에 대한 제한점이면서 장

점으로 작용한다. 즉, 특정한 단위 기능을 이용하거나

일부분야에대한처리작업은단일오픈소스로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공간정보를 대상으로

복합 연산이나 융합 기능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연구와같이여러가지오픈소스가동시에적용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상업적 소프트웨어에

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새로 고안하거나 적용하는 것

이가능하게된다.

본 연구의 서버 측면에서 사용된 주요 오픈소스는

DORIS, SNAPHU, OTB(Orfeo Toolbox), FLTK (Fast

Light Toolkit), PostgreSQL/PostGIS 등이 있다.

DORIS와 SNAPHU는 InSAR 처리를 위한 핵심 기능

을 수행한다. 여기서 SNAPHA는 Statistical-Cost,

Network-Flow Algorithm for Phase Unwrapping

의 약자로서 Stanford 대학에서 개발한 확률 통계기법

을 적용하여 2차원 배열로 정리된 위상 데이터에서 애

매한 자료 값을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오픈소스이

다(Chen and Zebker, 2002).

일반적으로 상용 위성 상정보처리 소프트웨어에서

는 광학 상처리 알고리즘과 SAR 상정보처리 알고

리즘을하나의소프트웨어안에서처리할수있도록제

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픈소소 소프트웨어에서는

두 가지 모두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은 개발된 사례가

없다. 주로광학 상정보처리알고리즘을제공하고있

는 소프트웨어에서는 SAR 상정보의 필터링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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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n sources used in design and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구분 구성요소 버전 시스템에서의역할

Linux Fedora 12 서버운 체제
FLTK 1.1.9 GUI 툴킷
DORIS 4.02 InSAR, DInSAR 자료처리
OTB 3.8 시각화모듈
SNAPHU 1.4.2 Phase Unwrapping 모듈

Server-side Python 2.6.2 서버자료처리프로그램언어
GDAL 1.8.1 타일링모듈
PostgreSQL 8.4.4 데이터베이스
PostGIS 1.4.2 데이터베이스확장
libpqxx 3.01 데이터베이스C++ API
psycopg2 2.0.14-4 데이터베이스Python API
Android 2.2 스마트폰운 체제

Client-side gvSIG mini 0.2.0 공간정보브라우징앱
Java JDK 1.6.0_18 자바개발킷

구분 구성요소 버전 시스템에서의역할



시화등과같은기본적인기능만이제공되고있는상황
이다. 본연구에서는2006년도부터현재까지계속해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 또는 안정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오
픈소스 상처리라이브러리로CNES(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이끌고
있는 오픈소스 광학 상정보처리 소프트웨어 OTB에
서 사용하고 있는 GUI 개발 라이브러리인 FLTK를 사
용하 고, OTB는 SAR 처리 결과의 시각화 처리 기능
을 주로 담당하며 광학 상정보와의 융합 처리시스템
으로확장이가능하다(Lee and Kang, 2010). 처리결
과와 핵심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데이
터베이스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인PostgreSQL/PostGIS를 사용하 다. 상 타일링,
정렬,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과 같이 SAR 정보서비스
를 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필요한 처리를 위해서 여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Python 스크립트를 통해서 개
발하 다.

클라이언트인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 운 체제

버전 2.2를 기반으로 하고, gvSIG mini는 오픈소스 공

간정보브라우징도구로사용하 다.

Fig. 1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와 개략적인 공정

흐름도이다. 전체시스템의단위모듈로여러가지오픈

소스가동시에적용되어있는데, InSAR 처리하는부분

은 비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스마트폰을 통한 SAR 정

보검색및시각화는실시간정보처리를지원한다.

스마트폰은 크게 4가지 모듈로 작동되는데 메타데이

터와 상객체의검색을위한부분과검색을통해얻어

진 내용을 시각화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지역

선택 또는 메타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사전에 처리된

SAR 정보에대한검색이가능하고검색된결과는좌표

와 기본정보를 XML 파일로 서버에 생성하게 된다. 좌

표는 스마트폰 지도위에 마커를 생성하는데 사용하고

마커를 클릭하 을 때 기본정보를 나타낸다. 사용자는

선택한 마커를 통해서 기본정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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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R information service system structure and work flow.



상또는핵심메타데이터를선택하여시각화할수있

고, 시각화는각각의모듈을통해서이루어진다.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InSAR나 DInSAR 처리를

하기위한 기본적인 처리 공정 순서는 DORIS를 사용하

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DORIS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InSAR 또는 DInSAR 처리는 크게 7단계를 거쳐서 완

료되게되고, 각단계는다시여러세부적인처리과정으

로 이루어지고 필수적인 처리이외의 중간 과정은 생략

이 가능하다. 또한 각 처리 과정에서는 전문가가 직접

자료처리에 필요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각 단계를 거

치면서 생성되는 상은 서버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시

각화해볼 수 있다. InSAR 자료 처리를 마친 경우에 사

용자는데이터베이스와관련된메뉴를통해서처리결과

의 메타데이터와 스마트폰에서 시각화할 때 필요한 메

타데이터를 저장시킨다. 이와 동시에 처리결과 중에서

일부를 스마트폰에서 시각화 할 수 있도록 타일링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타일링 처리과정에서 알 수 있는

각 줌 레벨별 이미지의 타일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 업

데이트함으로써스마트폰에서 상을시각화할때사용

하게된다.

4. 시험구현적용결과

구현한 SAR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서 이란의 밤(Bam) 지역을 2004-02-29, 2004-01-

25에 각각 촬 한 ENVISAT 상을 DORIS-GUI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처리 후에는

InSAR 처리 결과물과 메타데이터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에입력, 저장하는작업을수행하 다. 이는비실시간

으로이루어지게되고DORIS-GUI 어플리케이션처리

화면 중 한 부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DORIS-GUI

에서는데이터베이스와연동되는모듈을통해서데이터

베이스에저장된다.

Fig. 3은 구현된 SAR 정보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써 (A)는메인메뉴를 나타내고 (B)는검색방법을결정

할 수 있는 대화창으로 사용자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메

타데이터를 검색함으로써 SAR 정보를 검색할 수있다.

(C)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창으로 (B)에

서이어지는대화창이다. (D)는메타데이터를검색할수

있도록 하는 대화창으로 제목, 날짜, 자신의 위치 검색

방식을 제공한다. 이것 역시 (B) 화면과 연속되어 나타

나는 대화창이다. (E)는 메타데이터를 검색한 결과화면

으로 사용자는 검색 결과를 클릭함으로써 데이터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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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ORIS-GUI implementation result: Server layer.



재하는해당지역으로자동으로이동하게된다.

Fig. 4는 검색된 SAR 정보를 시각화하는 화면이다.

먼저 (A)는 검색된 SAR 정보가 마커로 생성된 화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B)는 마커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기본 정보 대화창 화면이다. (C)는 핵심 메타데이터를

시각화한것이고, (D)는 Interferogram 상을 시각화

한 것이다. (E)는 Interferogram과 Amplitude를 합성

시킨 상을 시각화 한 것이고, (F)는 Coherence 상

을 시각화 한 것이다. 결과 상균등 분할 타일링 작업

을 통하여 확대, 축소 기능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해

상도로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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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R information search app of client layer: menu and processing step.

(A) (E)(B) (D)(C)

Fig. 4.  SAR information search app: visualization geo-metadata and actual image sets.

(D) (F)(E)

(A) (C)(B)



5. 결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

지 정보를 검색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고있으며향후활용도는점점증가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SAR 정보서비

스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시험구현 작업을 수행하여

SAR 정보와 공간 상 메타데이터를 스마트 폰이나 기

타모바일단말기에서구동하는어플리케이션으로제공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는 현재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공간 정보 활용으로 제공되는 지

도서비스나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과 몇 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데, 처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 종류, 메타

데이터 제공, 데이터 검색, 위성 상의 잠재적인 가치

활용 부분이 기존의 공간정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구분되는 점이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SAR 상을

InSAR 자료처리한 결과이고 이것은 SAR 또는 InSAR

처리 기능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기반의 서버 어플리케

이션으로 처리하도록 하 다. 메타데이터는 InSAR 자

료를처리한사용자가직접입력할수있도록하 고스

마트폰에서 상을시각화하기위해서필용한메타데이

터는반자동으로입력될수있도록하 다.

본연구의연구내용이나접근방식이기존의SAR 정

보처리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 데, 이는 SAR 정보 처

리가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프트웨

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시야를 벗어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 다. 아울러

SAR 정보처리결과도모바일스마트폰환경에서제공

이 가능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 다.

또한 다양한 SAR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방식

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복합형 위성 상정

보자원이나파생콘텐츠를스마트폰으로서비스하고자

하는경우직접활용이가능하다.

사사

본연구는국토해양부첨단도시기술개발사업- 지능

형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과제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06국토정보B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시험용 자료

를 제공해 주신 지인컨설팅 김 정락 박사님에게 감사의

말 을전합니다.

참고문헌

강상구, 이기원, 2010. 위성 상정보 분석을 위한 안드

로이드 스마트폰 앱 개발,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6: 561-570.

강상구, 이기원, 2011. 위성 상정보 기반 코너 포인트

객체추출안드로이드스마트폰앱개발, 대한원

격탐사학회지, 27: 33-41.

김광섭, 이기원, 2011. 위성 상정보 공간 메타데이터

검색 하이브리드 앱 설계 및 시험 구현, 대한원

격탐사학회지, 27: 203-211.

윤근원, 고진우, 이용웅, 2010. 고해상도 SAR 상의

활용기술 동향분석,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13: 105-113.

윤보열, 이광재, 김윤수, 김용승, 2006. SAR 지구관측

위성의 개발 동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4:

40-48.

이훈열, 2005. 교육용 합성구경레이더 프로세서(eSAR

Processor)의 개발과 공개, 대한원격탐사학회

지, 21: 163-171.

이훈열, 2006. SAR 관련 논문 통계 분석에 의한 SAR

시스템, 기술, 활용 분야 고찰, 대한원격탐사학

회지, 22: 153-17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011년 IT 트렌드 전망 및 정

책방향, IT 정책연구시리즈.

Baca, M., 2008. Introduction to Metadata (2nd),

Getty.

Chen C.W. and H.A. Zebker, 2002. Phase

unwrapping for large SAR interferograms:

Statistical segmentation and generalized

network model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0: 1709-1719.

Kang, S. and K. Lee, 2011(a). Mobile Application of

Open Source Remote Sensing Using DORIS

and OTB as Application Server, 2011 Proceedings

of Asian Conference on Remote Sensing.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7, No.5, 2011

–562–



Kang, S. and K. Lee, 2011(b). Development of a

Smartphone App for Geo-based Contents

Operation by Optical and InSAR Image

Processing, 2011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Kim, K.Y., S. Jeong and K.Y. Kim, 2004.

Development of the SAR Data Processing

Package, Proceedings on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Lee, K. and S. Kang, 2010. Open Source Remote

Sensing of ORFEO Toolbox and Its

Connection to Database of PostGIS with NIX

File Importing,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6: 361-371.

Simonetto, E. and J.-M. Follin, 2009. An overview on

interferometric SAR Software: a comparison

between DORIS and SARScape package,

Presentation material in OGRS.

Design and Prototype Implementation of Smartphone Application for InSAR Information Service

–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