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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토양에서 복사되는 마이크로  역의 미약한 열잡음 력을 수신하여 토양 수분 함유량의 변화

를 실시간으로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한 L-Band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를 설계하는 내용에 하여 기술한다. 

토양 수분 함유량 0%~50%의 측정범 와 최  오차 2%의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해 토양 수분함유량에 따

른 토양의 복사특성을 연구  목표 사양을 도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사양을 만족시키는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수신기를 설계  제작하 다. 제작된 수신기는 주 수 1390MHz, 역폭 40MHz으로 50dB

의 시스템 이득과 1.54dB의 NF를 가지며, 최  0.313K, 평균 0.19K의 수신감도를 갖는다. 

ABSTRACT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L-Band microwave radiometer for remote sensing of soil-moisture are described in this paper. 

Achieving the development aim of the measurement accuracy within 2% for soil moisture content of 0~50%, the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of the microwave radiometer and its receiver are drawn. The receiver with high gain, high sensitivity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satisfy these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The receiver has the bandwidth of 40 MHz, the system gain of 50 

dB and the sensitivity of average value 0.19 K, maximum value 0.313K at 1390 MHz. 

키워드

Microwave remote sensing, Microwave Radiometer, Soil moisture.

마이크로  원격탐사,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토양수분

Ⅰ. 서 론 

토양 수분은 지표면과 기간의 물과 에 지 순환

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수문기상 인자로 토양의 

함수율은 강우량 측, 기상  기후변화, 기후 모델 

연구, 수자원 리  수문학  모델링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뭄, 홍수, 산불 등의 재해 리나 

산림, 농작물, 지 등의 생육상태  생태환경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1,2,3].

재 통상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토양 함수율 

측정 센서는 직  장의 토양에 센서의 탐침을 삽입

하여 측정하는 식 방식으로 토양에 함유된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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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을 측정하거나 극의 항 변화를 이용하여 

토양의 유 율을 측정함으로서 토양의 함수율을 측정

한다[4]. 이러한 식 센서는 측정범 가 국소 지

에 한정되어 범 한 지역에 해 토양 함수율의 공

간  분포와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하기 해서는 

다량의 센서를 설치해야 하므로 정보 수집  유지 

보수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하

고 범 한 육상지역을 상으로 토양 수분 정보를 

실시간 원격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마이크로  라디오미터는 그림 1과 같이 물체 자체

로부터 복사되는 마이크로  역의 열잡음 를 

안테나를 통해 고이득, 고감도, 역 수신기로 수신

하여 그 출력 압으로부터 물체의 복사 력을 휘도

온도(Brightness Temperature)로 측정하여 측 물체 

 주변 환경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표 인 비

식 수동형 마이크로  원격 탐사 센서이다[5]. 마이

크로  역의 를 사용함으로 기상이나 기 상

태의 향이 으며 야간에도 측이 가능한 천후 

센서로 수면의 온도, 염분농도  수면 유출 기름 층 

등의 원격 측정에 유용하여 해양 측  수자원의 

환경 모니터링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6,7,8,9].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토양 수분 원격탐사용 마이크로  

라디오의 시스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 이미 항

공기  성탑재용을 개발하여 농지, 지 등 다양하

고 한 지역을 상으로 토양 함수율의 측에 활

용하고 있으나[3,10,11], 국내에서는 토양 수분 원격 

모니터링용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개발에 한 연

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림 1.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복사 력 
측정 원리

Fig. 1 Principle of measuring radiation power by 
a microwave radiometer

본 논문에서는 먼  토양 수분 함유량에 따른 지표

면의 마이크로  복사 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

를 토 로 토양 함수율((수분의 부피 /토양의 부

피)×100) 0～50% 범 에서 2%의 변화를 원격으로 검

출 가능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사양을 도출한다. 

이어 도출된 사양을 만족시키데 필요한 라디오미터 

수신기를 설계 제작하고, 측정을 통해 제작된 수신기

의 성능을 평가한다.

Ⅱ 토양 함수율에 따른 지표면에서의 
마이크로  복사특성

마이크로  역에서의 지표면 복사 휘도온도 

는 식 (1)과 같이 지표 토양의 복사율 과 토양 온

도 의 곱으로, 토양 온도가 일정할 경우 토양의 복

사율 에 따라 결정된다[10,12].

  
 (1)

식 (1)에서 은 주 수, 는 측 입사각(nadir 

angle), 은 편 를 표 한다. 토양의 복사율 은 

토양과 기의 경계면에서의 반사계수 와 식(2)의 

계이며, 수직  수평 편 에 한 반사계수 
  

 
는 각각 식(3a)와 (3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12].

   (2)


  cos sin

cos sin 


(3a)


  cos sin

cos sin 


(3b)

식 (3a)와 (3b)에서 은 토양의 복소 유 율로써 

토양의 수분 함유량, 토양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진다

[12]. 따라서 주 수, 편   입사각이 일정하며 측

범  내의 토양이 균질한 경우 반사계수 는 토양

의 복소 유 율 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토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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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설계 사양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microwave 

radiometer

Parameters Requirements

Center frequency 1390MHz

함수율이 증가하면 토양의 복소 유 율이 증가하여 

반사계수가 커진다. 식 (2)와 (1)에 나타난바와 같이 

반사계수의 증가는 복사율 를 감소시키므로 함수

율이 증가할수록 지표면의 복사 휘도온도 는 감소

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Ⅲ. 토양 수분 모니터링용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수신기 설계  제작

3.1. 설계 사양 도출

식(1)～(3b)에서 알 수 있듯이 지표면에서의 마이

크로  복사 특성은 방향성과 편 성을 가지며 주

수에 따라 다르므로 토양 수분 원격 모니터링용 마이

크로  라디오미터의 사양을 도출하기 해서는 먼  

토양 복사 휘도온도 값  함수율의 변화에 해 

그 변화치가 상 으로 큰 주 수, 입사각, 편  등 

측 라미터의 한 선정이 요하다. 0～50% 이

상의 넓은 범 에 이르는 토양 함수율의 변화에 해 

측정에 한 크기의 값과 비교  큰 민감도를 

나타내는 주 수 역은 L-band 부근의 낮은 주 수 

역으로[10]～[13], 이 주 수 역에서 타 업무용 

로부터의 간섭(RFI)을 고려하여 수동형 지구탐사용

으로 분배된 역[14]내로 선정하 다. 결정한 측 

주 수 역은 심 주 수 1390MHz, 역폭은 

40MHz이다. 

결정된 측 주 수에서 편   입사각에 한 토

양의 복사 휘도온도 의 특성은 수직 편 가 수평 

편 보다 값은 크고 함수율의 변화에 한 민감도

는 수평 편 가 수직 편 보다 약간 크게 나타나며, 

입사각에 해서는 수직 편 의 경우 0～60°까지는 

각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나 60～90°사이에

서는 격히 감소한다. 반면에 수평 편 에서는 각이 

증가할수록 는 지속 으로 감소한다[12,13]. 이에 

따라 입사각은 60° 이내로, 편 는 수직  수평 둘 

다를 수용하도록 하 다. 측 시 주 의 지형이나 지

물로부터 복사 가 안테나의 빔 내부로 입사되는 것

을 최소화 하기 해 입사각은 45°로 결정하 다.

우리나라의 표 토양은 식양토로써 진흙이 25～

35%, 양토 20～50%, 모래 25～45% 범 의 토성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 에 따른 함수율의 변화 범 는 

0.05～40%이다[15]. 본 연구에서는 표 토양의 토성비 

범  내에서 각각 간에 가까운 비율로 구성된 식양

토(진흙 35%, 양토 40%, 모래 30%)로 용하 다. 

그림 2는 측 입사각이 45°일 때 1,400 MHz에서 토

양 함수율의 변화에 한 복사 휘도온도 의 변화

를 나타낸 그래 로 토양의 온도 범 를 -10～40℃까

지 고려할 경우, 0～50% 범 의 토양 함수율 변화에 

한 복사 휘도온도 의 변화 범 는 139.7K～

310.6K임을 알 수 있다.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에서 감도는 최종 출력 압

으로부터 검출 가능한 최소 휘도 온도의 변화량()

으로 정의한다[5～8]. 그림 2에서 토양 온도가 40℃일 

때 0～10% 구간에서 토양 함수율의 변화에 해 복

사 휘도온도의 변화량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수직 편

의 경우 이 구간에서 2%의 함수율 변화에 한 휘

도온도 의 변화량은 0.45K로, 따라서 최소 수신감

도는 0.45K로 도출된다. 0～50% 범 의 토양 함수율 

변화를 2%의 오차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마이크

로  라디오미터의 요구 설계 사양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그림 2. 토양 수분량에 따른 복사특성
Fig. 2 Radiation characteristics for soil-moistur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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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width 40MHz

Polarizations
vertical and 

horizontal

Incident angle on ground 45°

Dynamic range of  139.7K～310.6K

Sensitivity() < 0.45K

3. 2 .수신기 설계

표 1의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설계 사양을 만족

시키는데 요구되는 수신기 사양에 해 검토하 다. 

측 물체와 안테나 간의 거리가 수 m이내이며 라디오미

터용 안테나로 1GHz 역의 표  피라미드 혼 안테나

를 사용하는 경우, 표 1 범 의 휘도온도 에 의한 

안테나 출력, 즉 안테나 온도 의 범 는 외국 연구

개발 련 문헌  실험 자료로부터 근사 으로 175～

310K 정도로 얻어진다[10]～[13]. 안테나 온도 에 의

한 수신기의 입력 력 는 식 (4)의 Nyquist noise 

power equation을 이용하여 산출한다[5].

   (4)

식 (4)에서 은 볼츠만 상수(Boltzmann's con-

stant), 는 수신기의 역폭을 나타낸다. 수신기의 

역폭은 40MHz이고 안테나 온도 는 175～310K

이므로 수신기의 입력 력 의 범 는-101.14 ～

-97.6dBm으로 산출된다.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수신감도 는  력

형(Total power type)인 경우 식(5)와 같이 주어진다

[5]～[8]. 

∆ ×


(5)

식 (5)에서 은 수신기의 시스템 잡음온도, 은 

검 부의 분시간을 각각 나타낸다. 은 시스템잡

음지수 F와 식(6)의 계가 있으며 [5]～[8], 은 수

신기 내부의 물리온도를 나타낸다.

   (6)

식(5)와 (6)에서 분 시간 가 30ms, 수신기 내부

온도가 50℃(  )인 환경에서도 수신감도 

를 0.45K 이하로 만족시키기 해서는 시스템 NF는 

2.6dB이하가 요구된다. 한 수신기의 입력 력 

가 최소치인 -101.14dBm의 경우에도 검 부의 최소 

동작 입력 력인 -60dBm까지 를 충분히 증폭시켜

야 한다. 수신기의 안정 인 동작을 해 검 부의 최

소 요구 동작 입력 력보다 3dB 정도 높게 가져가기 

해서는 시스템 이득은 45dB이상이 요구된다. 표 2

에 수신기의 주요 설계 사양을 정리하 다.

-101dBm 이하의 미약한 잡음 력을 고감도로 검

출하기 해 라디오미터 수신기는  손실, 고이득, 

 잡음 특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소형 경량,  소

비 력으로 구 해야 하므로 수신기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호모다인(Homodyne)방식의  력형

으로 설계하 다. 

표 2. 수신기의 설계 사양
Table 2.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receiver

Parameters Requirements

Center frequency 1390MHz

Bandwidth 40MHz

System gain > 45dB 

System noise figure < 2.6dB

Dynamic range of input 

power
-101.14～-97.6dBm

Integration time 30m second

그림 3. 수신기의 시스템 구조
Fig. 3 System block diagram of the receiver

그림 3의 수신기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각 단 부품

의 설계 사양과 시스템 이득  NF에 한 Budget산

출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시스템 이득과 N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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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4dB와 1dB로 표 2의 수신기의 설계 사양을 만

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각 단 부품들의 설계 사양  제작 후 
측정 결과

Table 3. The design specifications and 
measurement result of each devices..

no. Part

Requirements Measured

Gain

(dB)

NF

(dB)

Gain

(dB)

NF

(dB)

1 LNA 38 1 37 1.54

2 BPF -1 1 -3 3

3 AMP 18 1 17 1.01

4 Loss -1 0.5 -1 0.4

5 Total 54 1 50 1.54

그림 4. 제작된 라디오미터 수신기
Fig. 4 The fabricated Radiometer Receiver 

3.3. 수신기 제작

그림 4는 제작된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수신기

로써 모듈로 제작하여 소형화를 실 하 으며 외부

부터의 간섭  각 부분(part)간의 상호 향을 최

소화시키기 해 알루미늄 기구물을 설계 제작하여 

내부에 모듈을 고정시켜 인하 다. 수신기의 크기는 

105mm × 98mm이며, 소비 력은 201mW로 소형, 경

량, 소비 력으로 구 되었다. 

제작한 각 단 부품의 측정값  이에 의해 산출된 

시스템 이득과 NF를 표 3의 우측에 나타내었다. 측정

값으로 산출한 시스템 이득  NF는 각각 50dB  

1.54dB로 표 2의 수신기 설계 사양을 충족시켰다.

Ⅳ. 성능 측정

제작된 수신기의 동작 입력 력 범   시스템 이

득을 측정하 다. 고주  신호발생기의 1,390MHz출력

신호를 감쇄기를 이용하여 -115～-25dBm까지 1dB씩 

가변하여 수신기에 입력시킨 후 입력 력의 변화에 

한 RF부의 출력 력을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

다. 그림 5는 측정결과로 수신기는 -115～-40dBm

까지의 입력 력에 해 50dB의 이득으로 선형 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  라디오미터 수신기는 열잡음 를 검

출하므로 열잡음 입력 력의 변화에 따른 출력 압의 

변화 특성  수신 감도 의 측정이 필요불가결하

다. 측정 방법은 수신기 입력단의 안테나를 정합 항

으로 체한 후, 물리온도 TK로 외부와 차단된 항온

조 내에 설치하여 정합 항에 의해 수신기로 달되

는 열잡음 입력 력의 변화에 한 출력 압을 측정

한다[5]～[8],[16]. 수신기로 달되는 잡음 력 이 

안테나에 의해 수신되는 력 와 같을 경우 식(7)

이 성립되어 안테나 온도 는 항온조 온도 와 같

다. 따라서 수신기 입력 력 (=)은 온도 T의 함

수로 되며, 수신기의 출력 압 은 입력 력에 비

례하므로 식(8)과 같이   항온조 온도 와 비례

한다.

그림 5. 시스템 동작 범   이득
Fig. 5 Dynamic range and system gai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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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0～51℃까지 3℃씩 항온조의 내부온도를 가변시

켜 입력 잡음 력의 변화에 따른 수신기의 출력 압

의 변화를 측정하 다. 출력 압은 디지털 멀티미터를 

PC와 연결하여 각 온도 당 1 의 간격으로 300개씩

의 샘 을 측정하 다. 그림 6은 측정된 수신기의 출

력 압 데이터로 항온조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입

력 잡음 력이 증가하므로 출력 압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은 그림 6의 출력 압 데이터의 평

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온도 T에 해 출력 압이 선

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7는 

  환산 그래 로 식(8)의 환산식을 도출 할 수 

있다. 그림 8은 측정된 출력 압 데이터의 표 편차

(∆ )로 식(8)로부터 식(9)와 같이 수신감도 ∆와
의 계를 구할 수 있다.

∆  ∆ (9)

그림 7의 그래 를 이용하여 구한 식(8)의 기울기 

, 편    그림 8  식(9)에 의해 산출된 감도 

∆를 표 4에 나타내었다. 

그림 6. 입력 잡음온도(T)의 변화에 따른 
수신기의 출력 압 데이터 

Fig. 6 The voltage data. of the receiver output 
for the change of input noise temperature

수신기의 감도 ∆는 최  0.313K, 평균수신감도

는 0.19K으로 목표성능인 0.45K에 도달하 다. 제작

된 수신기의 측정결과는 표 5에 정리하 으며, 이를 

통해 제작된 수신기는 목표 사양에 모두 만족함을 확

인하 다.

그림 7.   환산 그래

Fig. 7   calibration graph

표 4.   환산식  수신감도 

Table 4.   calibration equation and 

sensitivity

   ∆∆

a 552

maximum standard 

deviation
173

average 

standard deviation 
107

b 2.405
maximum sensitivity 0.313

average sensitivity 0.19

그림 8. 수신기 출력 압 데이터의 표 편차
Fig. 8 Standard deviation of the output voltag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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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신기의 측정 결과
Table 5.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receiver

Parameters Requirements Measured

Center frequency 1390 1390

Bandwidth 40 40

System gain 42 50

System noise 

figure
2.45 1.54

Dynamic range of 

input power

-101.14～

-97.6

-115～

-40

Sensi-ti

vity

aver-

age
0.45

0.313

maxi-

mum
0.19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토양 수분 함유량의 변화를 실시간으

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L-Band 마이크로  라디

오미터의 수신기 설계  제작에 해 기술하 다. 토

양 함수율의 변화에 따른 지표면의 마이크로  복사특

성을 분석하여 0～50% 범 의 토양 수분 을 2%의 감

도로 측정이 가능한 라디오미터의 설계 사양을 도출하

으며, 도출된 사양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라디오미

터 수신기를 설계, 제작하 다. 제작된 수신기는 

105mm× 98mm의 크기를 가지며 주 수는 1390MHz, 

역폭은 40MHz, 시스템 이득은 50dB, 시스템 NF는 

1.54dB의 고이득  잡음의 특성을 가진다. 소비 력 

한 201mW로 소형 경량 소비 력으로 구 하

다. 고주  신호발생기와 스펙트럼 분석기  항온조를 

이용한 성능 측정 결과, 제작된 수신기는 -115～

-40dBm의 입력 력에 해 0.313K 이하의 감도로 선

형 으로 동작함이 확인되어 토양 수분 원격 모니터링

용 마이크로  라디오미터의 목표 사양을 충분히 만족

시킬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제작된 수신기과 표  피

라미드 혼 안테나로 구성한 라디오미터로 Field test를 

수행하여 토양 수분의 원격 측정에 한 성능평가를 

실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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