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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SAT-5 후방산란계수 자료로 산출된 해상풍 검증

장재철 1)·박경애 2†·양도철3)

Validation of Sea Surface Wind Estimated 
from KOMPSAT-5 Backscattering Coefficient Data

Jae-Cheol Jang 1)·Kyung-Ae Park 2)†·Dochul Yang3)

Abstract: Sea surface wind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variables for understanding diverse marine
phenomena. Although scatterometers have produced global wind field data since the early 1990’s, the
data has been used limitedly in oceanic applications due to its low spatial resolution, especially at coastal
regions.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s capable to produce high resolution wind field data.
KOMPSAT-5 is the first Korean satellite equipped with X-band SAR instrument and is able to retrieve
the sea surface wind. This study presents the validation results of sea surface wind derived from the
KOMPSAT-5 backscattering coefficient data for the first time. We collected 18 KOMPSAT-5 ES mode
data to produce a matchup database collocated with buoy stations. In order to calculate the accurate wind
speed, we preprocessed the SAR data, including land masking, speckle noise reduction, and ship
detection, and converted the in-situ wind to 10-m neutral wind as reference wind data using Liu-Katsaros-
Businger (LKB) model. The sea surface winds based on XMOD2 show root-mean-square errors of about
2.41–2.74 m s-1 depending on backscattering coefficient conversion equations. In-depth analyses on the
wind speed errors derived from KOMPSAT-5 backscattering coefficient data reveal the existence of
diverse potential error factors such as image quality related to range ambiguity, discrete and discontinuous
distribution of incidence angle, change in marine atmospheric environment, impacts on atmospheric
gravity waves, ocean wave spectrum, and internal wave.
Key Words: Sea surface wind,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Backscattering coefficient, KOMPSAT-5

요약: 해상풍은복잡한해양현상을이해하는데가장기초요소중하나이다. 1990년대초부터산란계를활용

하여전세계바람장자료를생산해왔지만, 낮은해상도로인해해양연구에제한적으로사용되었다. Synthetic

Aperture Radar(SAR)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고해상도의 바람장 자료 생산이 가능하다. KOMPSAT-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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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풍은 파도, 해류, 해양 순환 및 대기–해양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대

기–해양 상호작용에 의한 해양 대기 경계층(marine

atmospheric boundary layer)에서의 복합적인 현상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해상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ornillon and Park, 2001). 또한 기후 변화에 의한 해양

환경의반응이해상풍의변화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

(Xie et al., 2010), 기후변화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지

속적이고정확한전세계바람장관측의필요성이대두

되었다(Graf et al., 1998).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전세계 연구기관에서는

European Remote Sensing-1/2(ERS-1/2), NASA

Scatterometer(NSCAT), Quik Scatterometer(Quikscat),

Advanced Scatteromter(ASCAT), Rapid Scatteromter

(RapidScat)과 같은 산란계(scatterometer)를 운영하면서

약 25 km공간 해상도의 바람장 자료를 산출하여 전세

계 바람장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다(Ebuchi, 1999).

산란계 바람장 자료는 풍속은 2 m s–1, 풍향은 20°안팎

의 정확도를 보이며, 수치 예보 모델의 정확도를 높여

주는 입력 자료로 사용되었고, 태풍, 소용돌이(eddies),

대기-해양상호작용을포함한해양현상기작을이해하

는데활용되었다(Liu et al., 1998; Park et al., 2006). 하지만,

이러한산란계바람장자료는낮은공간해상도로인해

연안에서의 정확도 감소 및 결측이 발생하고, 작은 규

모의해양현상분석이불가능하다는한계점을보인다

(Tang et al., 2004; Rodriguez et al., 2009).

Synthetic Aperture Radar(SAR)는 능동 마이크로파

센서로 대기 및 기상 상태에 의한 영향이 적어 전천후

센서로 사용되고 있다. 전세계 연구기관에서는 Shuttle

Imaging Radar with Payload C(SIR-C), ERS-1/2,

RADARSAT-1/2, Envisat 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ASAR), Advanced Land Observing Satellite-1/2

Phased Array L-band Synthetic Aperture Radar(ALOS-

1/2 PALSAR), TerraSAR-X/Tandem-X(TS-X/TD-X),

COnstellation of small Satellites for theMediterranean basin

Observation(COSMO-SkyMed), KOrean Multi-Purpose

SATellite-5(KOMPSAT-5), Sentinel-1A/B와같이 SAR탑

재 인공위성을 운영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양을관측하고있다. SAR는관측방법의특이성으로인

해 1 km이하의고해상도바람장산출이가능하여산란

계의한계점을보완할수있다(Thompson and Beal, 1998;

Furevik and Korsbakken, 2000).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SAR를이용한해상풍산출결과는연안해양환경감시

(Li et al., 2007), 작은규모의바람장구조분석을통한해

양대기경계층에서의상호작용연구에활용되고있다

(Li et al., 2013).

KOMPSAT-5 인공위성은 2013년 8월 22일에발사된

우리나라최초의X-band(9.66 GHz) SAR탑재인공위성

으로, 고해상도, 표준, 광역촬영모드의관측모드(mode)

가존재한다(Lee, 2010). 고해상도촬영모드는 1 m공간

해상도의자료로, High Resolution mode(HR), Enhanced

High Resolution mode(EH), Ultra High Resolution mode

(UH)로분류되고, 표준촬영모드는 3 m공간해상도의

자료로, Standardmode(ST), Enhanced Standardmode(ES)

로 분류되며, 광역 촬영 모드는 20 m공간 해상도의 자

료로, Wide Swathmode(WS), EnhancedWide Swathmode

(EW)로분류된다(SIIS, 2015). 현재까지KOMPSAT-5 영

상 활용 해양 연구는 SAR자료의 상대적인 영상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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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최초의 X-band SAR 탑재인공위성으로고해상도해상풍산출이가능하다. 본연구는 KOMPSAT-5 후

방산란계수자료를활용하여산출한해상풍의검증결과를최초로제시하였다. 18장의 KOMPSAT-5 ES 모드

자료를수집하여해양부이와의일치점데이터베이스를생산하였다. 정확한해상풍산출을위해육지화소, 스

페클잡음, 선박화소를제거하는전처리과정을거쳤고, 해양부이실측자료에 Liu-Katsaros-Businger (LKB) 모

델을통해 10-m 중성바람으로변환하여기준자료로활용하였다. XMOD2를활용하여산출한해상풍은후방

산란계수 산출식에 따라 2.41–2.74 m s–1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보였다. 분석 결과 KOMPSAT-5 후방산란계수

자료를활용하여해상풍을산출하는경우, 대기중력파, 파랑, 내부파를포함한해양기상환경과레인지모호

성(range ambiguity), 입사각의이산적·불연속적분포를포함한영상품질에의한잠재적오차요인이존재함을

규명하였다.

06장재철(1383~1398)(All컬러)ok.qxp_원격34-6-3(2018)  2018. 12. 27.  오후 5:45  페이지 1384



(intensity)를활용한임계값설정또는영상구조특징분

석(texture feature analysis)을기반으로한기름유출탐지

연구(Harahsheh, 2016), 해빙 탐지 연구(Han et al., 2017),

선박탐지연구(Hwang et al., 2017; Kim et al., 2018)에국한

되어 있으며, 후방산란계수(backscattering coefficient또

는 Normalized Radar Cross Section, NRCS) 절대값을 활

용한연구는아직전무하다.

육지 환경에서는 단일 산란(single scattering)보다는

이중 산란(double bounce scattering), 다중 산란(multiple

scattering), 체적산란(volume scattering)이주도적으로발

생하지만, 해양 환경에서는 단일 산란이 주를 이루고

있기때문에 SAR자료의후방산란계수절대값이작아

후방산란계수의 절대적인 정확도를 평가하기에 적합

하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KOMPSAT-5 후방산란계수

자료의절대값을활용한해상풍산출연구활용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1) 연안 환경을 관측한 KOMPSAT-5

표준촬영모드자료를수집하고, 2) 육지화소제거, 스

펙클잡음(speckle noise) 감소, 선박탐지를포함한전처

리과정을적용하고, 3) 전처리된 SAR자료로부터해상

풍을 산출하여 실측 자료와 비교하여 4) KOMPSAT-5

자료의정확도및오차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해역및자료

1) 연구 해역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KOMPSAT-5

후방산란계수자료기반해상풍산출정확도를평가하

기위해VV편파관측자료가다수수집된미국서부연

안과하와이부근연안을연구지역으로선정하였다. 연

구해역은위도 17°N부근에서 48°N부근까지의해역으

로, 해양 환경을 실시간 감시하는 해양 부이가 다수 존

재한다(Fig. 1).

2) 실측 자료

KOMPSAT-5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해상풍의 정

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해양 환경을 감시하는 해양

부이 실측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와이 부근 연안과 미

국 서부 연안의 해양 부이 자료는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의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mation(https://www.nodc.noaa.

gov/BUOY/)에서 배포하며, 해양 부이는 설치된 센서

에따라다양한기상성분(기온, 기압, 습도, 풍속, 풍향,

돌풍, 해수면 온도, 파향, 파고, 파주기 등)을 관측하고

품질관리(quality control) 과정을통과한자료를제공하

고 있다(Evans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연구 해역 내

KOMPSAT-5 후방산란계수 자료로 산출된 해상풍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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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Location of study area with contours of the water depth (m), where the red boxes indicate the (b-c) enlarged
images of bathymetry in the study area, which the yellow circles, the green triangles, and the red stars
represent the locations of the moored buoys, Coastal-Marine Automated Network (C-MAN) stations, and the
buoys used in this stud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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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SAT-5 표준 촬영 모드 VV편파 관측 자료와 일

치점 자료를 생성하면서 풍속, 풍향, 기압, 기온, 습도,

해수면 온도를 모두 관측하는 해양 부이 6개를 선별하

여활용하였다(Table 1).

3) SAR 자료

본 연구에서는 KOMPSAT-5 영상으로부터 계산된

후방산란계수를 활용하여 해상풍을 산출하기 위해서

VV편파자료를선별하여수집하였다. KOMPSAT-5 자

료 수집 기간은 2017년 4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까지이고, 총 18장의 KOMPSAT-5 ES모드 VV편파자

료를수집하였다(Table 2). ES모드자료의관측폭(swath

width)과공간해상도는각각약 30 km과 2.5 m로, 관측

입사각의범위에따라달라진다. KOMPSAT-5 ES모드

자료의 경우, 고해상도 관측으로 인해 관측 폭이 좁아

한 장의 자료에 1개의 해양 부이가 일치점으로 생성되

어총 18개의일치점이생성되었다(Fig. 2).

4) 모델 해상풍 자료 및 고도 자료

SAR자료로부터 해상풍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풍향

정보가 필요하다. 풍향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SAR영상기반산출방법(Lenher et al., 1998; Vach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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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n locations (longitude, latitude), the heights of observing air temperature (Air Temp.), air pressure,
wind, and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water depth of the buoy stations of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used in this study

Buoy station Longitude Latitude
Observation height

Depth
Air Temp. Air Pressure Wind SST

EEL River -124.531°E 40.720°N 4.0 m 2.5 m 4.0 m -1.0 m 391.4 m
COL River Bar -124.485°E 46.143°N 4.0 m 0.0 m 5.0 m -0.6 m 134.0 m

Neah Bay -124.726°E 48.493°N 4.0 m 0.0 m 5.0 m -0.6 m 260.6 m
New Dungeness -123.165°E 48.334°N 4.0 m 0.0 m 5.0 m -0.6 m 114.3 m

Tillamook -125.771°E 45.925°N 4.0 m 0.0 m 5.0 m -0.6 m 2293.3 m
Northern Hawaii -153.808°E 23.538°N 4.0 m 0.0 m 5.0 m -0.6 m 4845.0 m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KOMPSAT-5 data (observation date and time, beam mode, look direction, polarization, orbit)
used in this study

Scene no. Product center time (UTC) Beam mode Look Polarization Orbit
1 30 April 2017 13:49:38 UTC ES-08 Right VV Ascending
2 2 August 2017 04:09:04 UTC ES-03 Right VV Descending
3 19 August 2017 13:52:22 UTC ES-06 Right VV Ascending
4 31 August 2017 02:23:13 UTC ES-07 Right VV Descending
5 1 September 2017 02:19:50 UTC ES-09 Right VV Descending
6 3 September 2017 02:13:02 UTC ES-14 Right VV Descending
7 13 September 2017 14:02:32 UTC ES-13 Right VV Ascending
8 30 September 2017 02:16:23 UTC ES-12 Right VV Descending
9 30 September 2017 02:16:23 UTC ES-12 Right VV Descending
10 26 October 2017 02:23:49 UTC ES-08 Right VV Descending
11 26 October 2017 04:05:33 UTC ES-07 Right VV Descending
12 28 October 2017 02:16:19 UTC ES-12 Right VV Descending
13 28 October 2017 02:17:02 UTC ES-13 Right VV Descending
14 28 October 2017 02:18:21 UTC ES-06 Right VV Descending
15 29 October 2017 16:05:55 UTC ES-07 Right VV Ascending
16 30 October 2017 02:10:14 UTC ES-18 Right VV Descending
17 31 October 2017 02:06:07 UTC ES-19 Right VV Descending
18 31 October 2017 02:06:44 UTC ES-17 Right VV De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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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son, 2000; Koch, 2004), 사중 편파(quad polarized)

자료 기반 산출 방법(Zhang et al., 2015), 외부 자료 입력

방법이있다. 하지만, SAR영상에대기에의한바람줄

무늬(wind streak)가형성되지않을경우, SAR영상기반

방법은유효하지않고, KOMPSAT-5 자료는단일편파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CMWF재분석 자료

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풍향 정보를 산출하였다. 또

한 SAR영상내육지화소를제거하기위해 Shuttle Radar

TopographyMission(SRTM) Digital ElevationModel(DEM)

자료를활용하였다.

3. 연구방법

1) SAR 자료 복사 보정(radiometric calibration)

KOMPSAT-5의 후방산란계수 산출식은 영상 처리

프로그램의버전에따라상이하다. 본연구에서활용한

KOMPSAT-5 자료에 적용된 영상 처리 프로그램 버전

[K5-SARP2017 / TAS-I-R131-2017.1.3-CW64OIV2 – 2017.

05.14]에대응되는후방산란계수변환식은다음과같이

두가지가존재한다:

CALCO
      σ01st [dB] = 10 log10 [———– ∑N

{i,j}∈D{((Ii,j × RF)2
N(δa δS)

      + (Qi,j × RF)2 sin(θi,j)}]                        (1)

CALCO
      σ02nd [dB] = 10 log10 [———– ∑N

{i,j}∈D{((Ii,j × RF)2
N(ρc ρL)

      + (Qi,j × RF)2 sin(θi,j)}]                        (2)

N은도메인 D에속하는화소의수, CALCO는 calibra -

tion constant, RF는 rescaling factor이다 . δS는

으로 계산되며, c는 빛의 속도, BWrg는 range focusing

bandwidth를가리킨다. δa는 azimuth instrument geometric

resolution, ρC와 ρL은 각각 column spacing과 line spacing

을 가리키고, Ii,j와 Qi,j는 각각 i번째 row, j번째 column

화소의실수부와허수부를뜻한다. θi,j는 i번째 row, j번
째 column화소의국지입사각(local incidence angle)이며,

다음과같은식을통해서계산가능하다:

      θ[deg] = GIM × GIMRF – GIMoff                  (3)

GIM은 GIM layer의 DN 값 , GIMRF는 GIM layer의

rescaling factor, GIMoff는GIM layer의 offset을가리키고,

계산에 필요한 모든 변수는 KOMPSAT-5 자료에 포함

되어있다.

c
2·BW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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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eries of KOMPSAT-5 VV-pol images to be used for the estimation of sea surface wind speed, where (a) to (r)
correspond to the images listed in Table 2 and the red stars represent the buoy stations for the validation of the
estimated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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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R 자료 전처리

SAR자료로부터정확한해상풍을산출하기위해서는

SAR영상내존재하는육지화소, 스페클잡음, 선박화

소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Fig. 3).

본연구에서는 SAR영상내육지화소를제거하기위해

SRTMDEM자료를활용하였다. KOMPSAT-5 ES모드

자료와의해상도차이로인해제거되지않은육지화소

는 KOMPSAT-5 표준모드자료의입사각범위를국지

입사각에적용하여추가적으로제거하였다.

일반적으로영상의품질을저하시키는스페클잡음

은 SAR영상에서분명하게나타나고, 주변화소에영향

을주기때문에 SAR영상을분석하기전에반드시제거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Lee, 1986; Singh and Shree,

2016). 본 연구에서는 KOMPSAT-5 ES모드 자료의 스

페클 잡음을 제거하기 가장 널리 사용되는 low-pass필

터 중 하나인 boxcar필터를 적용하였다(Mastin, 1985;

Smith, 1996). Boxcar필터는계산의부담이적으면서스

페클잡음을효율적으로제거하기때문에 SAR영상을

활용한해상풍산출연구에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다

(Zhang et al., 2012; Zhang et al., 2017).

SAR영상에서 해양은 단일 산란이 주를 이루지만,

선박은해양과의상대적인위치와구조물로인해이중

산란, 다중 산란, 체적 산란이 주도적으로 발생한다(Xi

et al., 2017). 이로 인해, 선박 화소의 경우, 해양 화소에

비해극명하게큰에너지가수신되어주변화소에영향

을 주기 때문에 해상풍 산출의 오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 SAR영상내선박화소

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적응 임계치 방법(Adaptive threshold method)을 적용하

였다(Crisp, 2004; Wang et al., 2008). 이방법은일정오탐

지율(Constant False Alarm Rate, CFAR) 알고리즘으로불

리며, 화소의 주변 특성(local characteristic)을 기반으로

임계값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컴퓨터계산능력이나추가적인자료지식이필요하지

않다는장점이있다(Park et al., 2018).

3) 해상풍 산출

Fig. 4는 KOMPSAT-5 ES모드 VV편파 자료로부터

해상풍을 산출하는 순서도이다. KOMPSAT-5 ES모드

VV편파자료로부터후방산란계수, 입사각, SAR의 look

angle을 계산하고, 후방산란계수는 전처리 과정을 거

쳤다. X-band Geophysical Model Function(GMF)에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상대 풍향을 산출하기 위해 ECMWF

재분석자료를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처리된후방

산란계수, 입사각, 상대풍향자료를 X-band GMF에적

용하여해상풍을산출하였다.

GMF는 산란계 관측값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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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diagram for preprocessing method of the KOMPSAT-5 ES mode data such as land masking, ship detection
using adaptive threshold method, and speckle nois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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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후방산란계수, 입사각, 레이더에 대한 상대적인

풍향에따른풍속의변화로표현되며, 레이더의파장과

편파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X-band

GMF는 XMOD2로, TS-X/TD-X자료와 National Data

Buoy Center에서 제공하는 해양 부이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개발된 경험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Li

and Lehner, 2014):

σ0 = B0 (c, U10, θ) [1 + B1 (c, U10, θ) cosφ + 
B2 (c, U10, θ) cos2φ]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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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s of estimated wind speeds as a function of relative wind direction and NRCS at given incidence
angles of (a) 20° and (b) 45° using XMOD2, and distribution of the estimated NRCS as a function of wind speed
at a given relative wind direction (c) 0° and (d) 90° with each incidence angle.

Fig. 4.  Schematic diagram of sea surface wind retrieval procedure from KOMPSAT-5 ES mod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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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0은NRCS이고, U10은해수면기준 10-m중성(neutral)

풍속, θ는 입사각, φ는 레이더에 대한 상대적인 풍향을

나타내고, B0, B1, B2, c, p는 계수로, U10과 θ에 따라 달

라진다. SAR자료를활용하여해상풍을산출하는경우,

NRCS와 입사각, 상대 풍향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직접적인 해상풍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MOD2로부터 계산된 NRCS와 관측된

NRCS의차이를최소로만드는풍속을추정하였다.

Fig. 5(a)와 5(b)는 각각 입사각이 20°와 45°일 때 ,

XMOD2에 의해 계산된 NRCS와 상대 풍향에 따른 풍

속의분포를나타낸것이다. Upwind/Crosswind의이방

성(anisotropy)은 입사각이 작을 때 뚜렷하게 나타났고,

Upwind/Downwind의비대칭성(asymmetry)는입사각이

클때뚜렷하게나타났다. Fig. 5(c)와 5(d)는각각상대풍

향이 0°와 90°일때, XMOD2에의해계산된입사각에따

른풍속과 NRCS의분포를나타낸다. 상대풍향이 0°일

때입사각이증가할수록 20 m s–1이상의강한풍속조건

에서는 NRCS가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 풍향

이 90°일때입사각에상관없이 20 m s–1이상의강한풍

속조건에서는NRCS와풍속이선형관계로나타났다.

4) 10-m 풍속 변환

인공위성관측자료를기반으로산출된해상풍은해

수면기준 10-m중성바람을의미하지만, 정확도평가를

위해사용하는해양부이실측해상풍은 4 m에서 5 m범

위의 높이에서 측정된다. 따라서 KOMPSAT-5 자료로

부터산출한해상풍과정확도기준자료로사용되는해

양부이실측해상풍이의미하는높이가다르기때문에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실측 해상풍을 10-m중성 바람

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는 대기–

해양경계층을잘모의하는것으로알려진 Liu-Katsaros-

Businger(LKB) 모델을사용하였다(Liu et al., 1979; Liu and

Tang, 1996).

LKB모델은풍속, 기온, 습도의관측높이와해수면

온도, 기온, 습도, 기압, 풍속의실측값을입력하여특정

높이에서의중성바람을추정하도록설계되었고, 다음

과같이표현된다:

      z      ln(—) – Ψu      u – us zu      ——– = —————                          (5)      u* k

u와 us는 각각 구하고자 하는 높이와 기준 높이에서

의풍속이고, u*은마찰속도를가리킨다. z와 zu는각각

구하고자하는높이와풍속의관측높이를가리키고, k
는 Von Karman상수로 본 연구에서는 0.4를 대입하였

다(Paulson, 1970). Ψu는유체의특성을나타내는안정도

변수로, Businger-Dyer모델에따라다음과같이표현된

다(Businger et al., 1971; Dyer, 1974):

(X + 1) (X2 + 1) π       Ψu = 2 ln[———] + ln[———] – 2 tan–1 [X] + —    (6)2 2 2

X는 (1 + au ξ) , ξ는 이고, au는상수로 10을사용하

였으며, L은 Monin-Obukhov길이로 열속(heat flux), 수

분속(moisture flux), 마찰 속도에 의해 계산된다(Liu an

Tang, 1996).

4. 연구결과

1) SAR 자료 전처리 결과

본연구에서는해양영역을관측한 SAR자료의정확

한정량적분석을위해육지화소, 스펙클잡음, 선박화

소제거를포함한전처리를수행하였다. Fig. 6은 2017년

9월 1일에촬영한 KOMPSAT-5 ES모드자료의전처리

과정적용전후결과이다. SAR영상내육지영역이제

거되었고, 주변 해양 화소에 영향을 줘 해상풍 산출의

오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양 영역 내 모든 선박

화소가제거되었다. Boxcar필터적용으로인해전처리

된KOMPSAT-5 영상은평활화(smoothing)되었고, SAR

영상에임의로분포하는스페클잡음또한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

2) 풍속 산출 결과

Fig. 7은 2017년 9월 1일에촬영한KOMPSAT-5 ES모

드 자료에 XMOD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상풍을 산

출한결과이다. 해양부이에서는 4.33 m s–1, 후방산란계

수변환식 (1)에서는 3.91 m s–1, 후방산란계수변환식 (2)

에서는 4.63 m s–1의풍속이관측되었다. 해당자료에서

는 δa는 2.18 m, δS는 1.51 m, ρC는 1.25 m, ρL은 2.01 m이기

때문에 후방산란계수 변환식 (2)의 NRCS가 변환식 (1)

의 NRCS보다 1.1976 dB 크게 계산되었고, 그로부터

1
4

z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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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wind speed from (a) ECMWF interim reanalysis data, (b) sigma naught (σ0) calculated from
the first conversion equation (1), and (c) σ0 from the second conversion equation (2), and (d) distribution
of wind speed difference between σ0 equation version ((c) – (b)) on 1 September 2017, where the red star
represents buoy station.

Fig. 6.  An example of distribution of backscattering coefficient (sigma naught, σ0), based on the first conversion
equation (1), from KOMPSAT-5 ES mode VV-pol data (a) before and (b) after preprocessing on 1
September 2017, where the red star indicates the buoy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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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 해상풍 또한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XMOD2 함수의 시뮬레이션 결과 NRCS가 같은

크기만큼 차이 나더라도 NRCS가 증가할수록 그에 대

응되는 풍속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c)–5(d)). 따라서 두 가지 산출식으로부터 계산된

NRCS차이는영상내모든화소에서동일하였지만, 산

출된 해상풍이 증가할수록 변환식간 해상풍의 차이는

증가하였고, 산출된해상풍의분포와변환식간해상풍

의차이는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3) 풍속 산출 정확도

본연구에서는상대풍향정보산출을위해 ECMWF

재분석자료를입력자료로활용하고, XMOD2에적용

하여해상풍을산출하였다. 정확도평가기준자료로는

LKB모델을적용한해양부이실측자료를사용하였고,

KOMPSAT-5 ES모드자료의후방산란계수변환식 (1)

과 (2)을모두비교하였다(Fig. 8).

Table 3은후방산란계수변환식에따른정확도평가

결과를정리한것이다. 변환식 (1)을사용하는경우, 2.74

m s–1의평균제곱근오차(root-mean-square error, RMSE)

와 -1.19 m s–1의 음의 편차(bias)가 나타났다. 변환식 (2)

을사용하는경우, 2.41 m s–1의평균제곱근오차와 -0.13

m s–1의음의편차가나타났다. KOMPSAT-5 ES모드자

료에 XMOD2를 적용하여 산출한 해상풍의 정확도는

변환식 (1)보다변환식 (2)으로부터산출한해상풍이평

균 제곱근 오차가 더 낮았고, 편차의 절대값 또한 작아

변환식 (2)이더정확한해상풍을산출하는것으로나타

났다.

4) 해양 기상 환경에 의한 오차

해양관측 SAR자료에서후방산란계수는표면의거

칠기를의미하여해상풍을산출하는데사용되지만, 다

양한해양기상환경에따라변화한다. 연안지형에의해

주로 발생하는 대기 중력파(Atmospheric Gravity Wave)

의 경우 풍속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대기의 수렴과

발산 및 그에 따른 수증기 분포의 변화로 인해 후방산

란계수를 변화시킨다(Alpers and Huang, 2011). 2017년

9월 3일자료에서는전처리에의해영상이평활화되었

음에도불구하고대기중력파에의한영향이완전히사

라지지 않았다(Fig. 9(a)-9(b)). 해양 부이에서의 풍속은

1.54 m s–1이었지만, 변환식 (2)으로부터 산출된 해상풍

은 5.76 m s–1로과대추정되었다.

해양표면에존재하는작은규모의파랑과바람장전

선(wind field front) 또한 해수면 거칠기를 변화시킨다

(Franceschetti et al., 1998). 2017년 10월 26일 자료에서는

작은규모의파랑과큰규모의바람장전선이관측되었

고, 전처리에의해영상이평활화되었음에도작은규모

의 파랑 흔적과 큰 규모의 바람장 전선은 남아있었다

(Fig. 9(c)-9(d)). 해양부이에서의풍속은 10.36 m s–1이었

지만, 후방산란계수변환식 (2)으로부터산출된해상풍

은 6.57 m s–1로과소추정되었다.

외부충격파의유입, 해양구조물에의한영향등다

양한원인에의해발생하는내부파또한해수면거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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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buoy wind speed with the wind
speed derived from the KOMPSAT-5 using XMOD2,
where the red and blue circles indicate the estimated
wind speeds from the conversion equation (1) and
(2), respectively.

Table 3.  Comparisons of the wind speeds derived from
KOMPSAT-5 ES mode data using XMOD2 with in-
situ measurement respect to sigma naught (σ0)
conversion equations

Reference wind data In-situ measurement

RMSE
conversion equation (1) 2.74 m s–1

conversion equation (2) 2.41 m s–1

Bias
conversion equation (1) -1.19 m s–1

conversion equation (2) -0.13 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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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stribution of backscattering coefficients from KOMPSAT-5 ES mode VV-pol data (a) before and (b)
after preprocessing on 3 September 2017, (c) before and (d) after preprocessing on 26 October 2017,
and (e) before and (f) after preprocessing on 28 October 2017, where the red stars represent buoy
stations and the black portions represent the land-mask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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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변화시킨다(Alpers and Huang, 2011). 2017년 10월 18

일자료에서는다수의내부파중첩현상과큰규모의대

기중력파가관측되었다(Fig. 9(e)-9(f)). 해양부이에서의

풍속은 8.85 m s–1이었지만, 후방산란계수 변환식 (2)으

로부터산출된해상풍은 5.85 m s–1로과소추정되었다.

5) 영상 품질에 의한 오차

SAR는관측방법의특이성으로인해다양한모호성

(ambiguity)이발생한다. SAR탑재인공위성이이동하는

방향과평행한방향으로의변위(displacement)를보이는

방위각(azimuth) 모호성과 SAR센서가 측정하는 방향

과 평행한 방향으로의 변위를 보이는 레인지(range) 모

호성이존재한다(Kare, 2001; Vilano et al., 2014). 본연구

에서활용한 KOMPSAT-5 인공위성의경우, 관측범위

외곽에 강한 산란을 보이는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 사

이드로브(side lobe) 효과에의해목표신호가아닌외부

의강한산란신호가레인지방향으로의변위를발생시

켜관측영상에겹쳐지는레인지모호성이발생하였다

(Fig. 10). 2017년 10월 31일자료는KOMPSAT-5 인공위

성이하강궤도에서오른쪽방향으로관측한자료이다.

본자료에서는해양관측영상에레인지방향으로평행

한 위치에 있는 육지 관측 영상이 겹쳐진 레인지 모호

성이발생하였고, 해양부이실측자료에비해 3.32 m s–1

과대추정된것으로나타났다.

KOMPSAT-5 인공위성의 경우, 후방산란계수 산출

식에필요한국지입사각을산출식으로부터계산가능

하다. 하지만 KOMPSAT-5 자료에서제공되는국지입

사각은일반적인입사각의분포와는다르게이산적·불

연속적으로분포하였고, 또한연안에서의국지입사각

의분포는물결모양의분포특징이발견되었다(Fig. 11).

이러한국지입사각의분포는후방산란계수산출정확

도 및 GMF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입사각의 정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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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Land topography (m) from 1-arc second SRTM DEM data, where the black box represents the location of the
KOMPSAT-5 ES mode data, and (b) distribution of backscattering coefficient from KOMPSAT-5 ES mode VV-pol
data, where the red star indicates the buoy station.

Fig. 11.  Distribution of local incidence angle from KOMPSAT-
5 ES mode data on 30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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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향을미친다. 따라서추후정확한후방산란계수및

해상풍산출을위해서는입사각산출물에대한추가적

인보정작업이필요하다.

5. 요약및결론

KOMPSAT-5 후방산란계수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

하고, 후방산란계수절대값활용가능성을평가하기위

해 SAR자료로부터해상풍을산출하고, 그정확도를해

양부이자료와비교하였다. 다양한해양환경을반영하

기위해미국서부연안과하와이북부연안에위치하는

해양부이 6개실측자료를활용하였고, 2017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8장의KOMPSAT-5 ES모드VV편파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KOMPSAT-5

ES 모드 자료에 적용된 영상 처리 프로그램 버전은

[K5-SARP2017 / TAS-I-R131-2017.1.3-CW64OIV2 – 2017.

05.14]으로두가지의후방산란계수변환식이존재하고,

두가지의후방산란계수변환식을모두검증하였다.

해상풍을 산출하기에 앞서 보다 정확한 SAR 영상

분석을 위해 연안 해양 화소에 영향을 주는 육지 화소

를 SRTM DEM자료와 국지 입사각을 기반으로 제거

하였고,임의로분포하면서영상의질을저하시키는스

페클잡음을 boxcar필터를적용하여제거하였으며, 주

변 해양 화소에 영향을 주는 선박 화소를 일정 오탐지

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제거하였다. ECMWF재분석

자료로부터풍향정보를산출하여상대풍향정보를계

산하였고, XMOD2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해상풍을 산

출하였다. SAR자료기반해상풍의기준고도는해수면

기준 10 m이지만, 해양부이의해상풍측정고도는 4 m

에서 5 m이므로 LKB모델을적용하여 10-m중성바람

으로변환하였다. 후방산란계수변환식 (1)의정확도는

2.74 m s–1의평균제곱근오차와 -1.19 m s–1의음의편차

가 나타났고, 변환식 (2)은 2.41 m s–1의 평균 제곱근 오

차와 -0.13 m s–1의음의편차가나타났다. 후방산란계수

변환식 (2)이 변환식 (1)보다 평균 제곱근 오차가 더 낮

았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아 더 정확하게 해상풍을 모

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KOMPSAT-5 자료를 활용하여 풍속 분포를 산출할

때, 고려해야하는 오차 요인으로는 해양 기상 환경 요

소와 KOMPSAT-5 영상자체오차가존재하였다. 대기

중력파, 해양 표면에 존재하는 작은 규모의 파랑, 바람

장전선, 내부파등과같은해양기상환경요소는 SAR

후방산란계수의 변화를 발생시켜 해상풍 산출의 오차

를야기하였다. SAR관측방법의특이성으로인해발생

하는레인지모호성과이산적및불연속적, 연안에서의

물결모양의특징을포함하고있는국지입사각의분포

특성과같이 KOMPSAT-5 영상자체특성도해상풍산

출의오차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추후정확한해

상풍 산출을 위해서는 KOMPSAT-5 후방산란계수 자

료의처리기법개발및보완이필요하다.

고해상도바람장자료의필요성이강조되면서전세

계연구기관에서는다양한 SAR탑재인공위성을운영

하고있고, 후방산란계수산출에관한고해상도바람장

자료를지속적으로생산해오고있다. 그에따라다양한

SAR센서, 전처리 방법, 풍향 산출 방법, GMF, 편파 비

율(Polarization ratio) 등을 주제로 하여 SAR자료 기반

해상풍의정확도와오차요인에대한연구가오랫동안

수행되어 왔고, 대기와 해양, 지질학적 조건 또는 유류

오염관련문제로인한정확도연구뿐만아니라지역적

특성도규명하였다. 이러한연구들을통해 SAR자료기

반해상풍의해역에따른최적화가진행된다면 SAR자

료로부터생산된정확한고해상도바람장자료는다양

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에서는 SAR자료를기반으로산출하는해상풍에미치

는 다양한 해양 기상 환경 및 기타 특성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는 SAR자료의 관측 환경 및 오차 요인

을고려한해상풍산출알고리즘개발에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SAR를 탑재한 최초의 우리나라 인공위성인

KOMPSAT-5는 2013년 8월부터운영되고있지만, 후방

산란계수 절대값을 활용한 해양 환경 연구 및 해상풍

산출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KOMPSAT-5 후방산란계수를활용하여최초로해상풍

을 산출하였고, 해양 부이 실측 자료와 비교하여 정확

도를분석하였다. 또한레인지모호성과국지입사각의

분포특이성과같은 KOMPSAT-5 자료자체의오차요

인을규명하였고, 이러한연구결과는 KOMPSAT-5 자

료의 최적화 및 해상풍 산출에 필요한 입력 자료의 정

밀도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KOMPSAT-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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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반해상풍의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해양

환경에따른잠재적오차요인이존재하는연안지역에

대한집중적인관측이필요하고, SAR자료기반해상풍

산출 알고리즘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는 VV편파 기반

관측이보다활발하게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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