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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마이크로  원격탐사 기술이 지구 환경 분야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이용한 지형 탐사 기술은 여러 응용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미국 

NASA/JPL이 주 하는 환태평양 AIRSAR 측(PACRIM2)은 인공 성이나 우주 왕복선에 탑재할 

측기기 개발을 목 으로 하는 비행기 측 로그램이다. 본고는 PACRIM2의 개요와 측 센서를 

기술하고 각 센서를 통한 측 를 소개함으로 SAR 자료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보 다.

주요어: 환태평양 AIRSAR 측, SAR, MODIS

ABSTRACT

Recently microwave remote sensing technology is widely used in Global environment study. 

Expecially Synthetic Aperture Radar sensing technique has many application to geographic 

information. Proposed AIRSAR Pacific Rim Deployment 2000(PACRIM2) is a NASA-sponsored 

science mission. AIRSAR is a test-bed instrument for new radar technologies in near future from 

space shuttle and satellite systems. In this paper the overview of PACRIM2 overview and sensors are 

introduced. Examples of processed data from new sensors are also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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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석학들은 21세기 

 연구분야를 생명공학 분야, 지구 환경 분

야  우주공간 이용기술로 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원격탐사 기법의 이용은 지구 환경 연구

에 결정 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기술이다. 

원격탐사를 이용하면 지리정보의 획득은 아주 

기본 이며 강력한 툴이다. 원격탐사 기법은 지

형정보 추출, 지리 정보 추출, 기 정보 추출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지리정보의 

획득과 이용에 한 원격탐사의 역할은 필수 불

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의 원격탐사 기술은 학 원격 탐사의 

경우 고해상도/고분  해상력을 지향하고 있으

며 이와 함께 기상상태에 거의 향을 받지 않

는 마이크로  원격탐사 기술이 발달하여 이의 

활용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  원격

탐사  SAR(Synthetic Aperture Radar)는 고

해상도의 지구표면의 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

는 상 이더로서 1950년에 군사 인 목 으

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최근 민간용 이용기술

의 확장  안테나 제작기술의 속한 발달로 

원격탐사의 핵심 기술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

다. 이들 안테나를 장착한 인공 성이 지속 으

로 발사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문 인력의 부족과 

투자의 조로 이용기술  탐사장비 개발 기술

이 모두 낙후된 실정으로 이에 한 극 인 

연구 투자가 시 하다. 

1997년 SAR의 이용기술 문가들이 덴마

크에서 21세기 SAR의 발  방향  향후 추

진할 형 로젝트를 도출하 는데 이용기술

의 수요는 산업계, 정부/연구기 , 안테나 개발

자, 소 트웨어 개발자별로 분류하여 도출하

다. 여기에 시된 SAR 활용분야는 21세기 

  세계 으로 집  투자  개발이 이루

어질 분야로서 국내 연구계  산업계의 

한 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의 재 연구 인력 규모나 기술 수 을 

감안할 때 선진국의 기술을 단기간에 경제 이

며 효과 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 의 하나로 재 미국 

NASA/JPL(Jet Propulsion Laboratory)에서 인

공 성/우주왕복선에 탑재될 SAR를 개발하기에 

앞서 항공기용 SAR  MASTER(MODIS/ASTER 

Airborne Simulator)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PACRIM 2 (Proposed AIRSAR Pacific Rim 

Deployment) 와 같은 실험에 함께 참가하여 기

술을 익히고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PACRIM 2의 개요

PACRIM 2 로젝트는 미국의 NASA/JPL

이 주 하여 호주, 뉴질랜드, 일본, 만  기

타 동남 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지

역에서의 항공기 장착 SAR와 MASTER 측 

계획이다. PACRIM 2 로젝트는 재  세계

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NASA/JPL이 인공 성이나 우주 왕복선에 탑

재될 시스템 개발을 목 으로 제작한 AIRSAR 

 MASTER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국가들이 

필요한 자료를 획득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필요한 AIRSAR  MASTER 이용기

술 개발  활용 타당성 검증을 한 핵심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PACRIM 2에서 사용될 MASTER

는 미국의 지구 측 성(Terra/EOS AM-I)에 

탑재된 MODIS  ASTER의 항공기 모사용 

시스템으로서 가시 선에서 열 외선 역까지 

고분 해상력의 50개 밴드를 가지고 있어 다

목 실용 성-2호(KOMPSAT-Ⅱ) 등 우리 나

라 성센서 밴드 선정에 효과 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NASA/JPL을 포함한 

련분야의 최고 문가들이 실시하는 교육 로

그램이 함께 제공되므로 국내 문가들이 효

과 으로 신 기술을 획득하고 한 공동연구

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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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ACRIM2의 항공 측에 사용될 NASA JPL의 DC-8 항공기

그림 2. 항공기 좌측 하단에 장착된 이
더 시스템

 

그림 3. 실험 항공기의 내부 모습

이 측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DC-8로 약 25

명이 탑승하며 1회 유시 12시간 비행이 가능

하여 1회 비행시 약 10～12개 지역(15km×

60km)을 조사 할 수 있다. 핵심 탑재체는 다

편 /다 주 수 SAR 시스템과 MASTER이고 

부  장비로 Dew/Frost Point Hygrometer, 

Radar Altimeter, Weather Radar, GPS and 

Inertial Navigational Systems, Time Code 

Generator, Closed Circuit Television, Data 

Acquisition System, Metric Cameras 등을 탑

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SAR와 MASTER를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SAR의 안테나는 3개 밴드, 즉 C-band(5.6cm), 

L-band(25cm), P-band(68cm) 를 갖고 있으며 

site coverage는 약 60km이며 해상도  swath

는 chirp bandwidth(20Mhz or 40Mhz)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Chirp bandwidth에 한 Ground swath 

 해상도

Chirp 
bandwidth

Ground 
swath

Slant-range 
해상도

DEM 
해상도

비 고

20Mhz 15km 10×10m 20×20m -정 지형정보 
획득에 사용

-ground swath 
작아짐

40Mhz 10km 5×5m 10×10m

자료획득 모드와 모드별 특성, 이용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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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ar mode 특징/목 비 고

POLSAR
(Polarimetric SAR)

∙ C-, L-, P-band(HH, HV, VH, VV) ∙ 다 편 자료를 이용 
지표 산란특성 모델 수립

ATI* ∙ C- & L-band double-baseline along-track 
interferometry(VV)

∙ 해양의 랑변화 
속도분석

TOPSAR
(Cross-track 
interferometry 
SAR)

XTI1 ∙ C-band single-baseline interferometry(VV)
∙ L- & P-band polarimetry

∙ DEM 조사
∙ 고도정 도 3-5m

XTI1P** ∙ C-band double-baseline interferometry(VV)
∙ L- & P-band polarimetry

∙ 정  DEM 조사
∙ 고도정 도 1-3m
∙ swath 15% 축소

XTI2* ∙ C- & L-band single-baseline interferometry(VV)
∙ P-band polarimetry

∙ DEM 조사
∙ 고도정 도 3-5m

XTI2P** ∙ C- & L-band double-baseline 
interferometry(VV)

∙ P-band polarimetry

∙ 정  DEM 조사
∙ 고도정 도 1-3m
∙ swath 15% 축소

POLTOP* ∙ C-band double-baseline XTI(HH, VV, HV, VH)
∙ L- & P-band polarimetry

∙ 다 편 에 의한 DEM 
조사

* POLTOP, ATI, L-band XTI 는 시험  운용 단계임

**XTI1P, XTI2P 모드는 ground swath을 15% 정도 축소 측됨

표 2. 자료획득 모드와 모드별 특성, 이용 분야.

Parameters 특    징 비   고

IFOV ∙ 2.5 mrad

Total FOV ∙ 85.92 degree ∙ 약 3.8～9.1km ground swath

Ground resolution ∙ 12～50m 

Pixel/line ∙ 760 

Spectral band VNIR ∙ 0.440～0.965μm 장 역
∙ 11개 밴드
∙ 40nm 분 해상력

SWIR ∙ 1.6～2.427μm 장 역
∙ 14개 밴드
∙ 50nm 분 해상력

MIR ∙ 3.075～5.325μm 장 역
∙ 15개 밴드
∙ 50nm 분 해상력

TIR ∙ 7.70～13.00μm 장 역
∙ 10개 밴드

표 3. MASTER 센서의 특징

표 2와 같다.

MASTER는 Terra/EOS AM-I에 탑재되는 

MODIS와 ASTER 학원격탐사 센서에 한 

항공기 모사용 시스템으로 최  40nm의 분 해

상력을 갖는 50개 밴드(16-bit 사용)를 사용한다. 

MASTER의 센서 특성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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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ACRIM2에 의한 한반도 측구역의 (2000년 7월 정)

한반도에서 정된 측은 2000년 7월 순 약 

3일 정도이며 측 지역은 제주도 역과 경상 분

지 지역, 변산반도 지역 등 모두 5개 지역이다. 

NASA와 의한 비행 구역은 그림 4와 같다.

NASA/JPL에서 인공 성이나 우주 왕복선에 

탑재할 최첨단의 다 주 수  다  편  SAR 

시스템의 개발을 한 항공기용 Polarimetric 

SAR(POLSAR)와 interferometric SAR(TOPSAR) 

AIRSAR 시스템을 만들어 장착하 다. 한 최

근에는 50개 밴드 역을 갖는 최첨단 학센서

로서 EOS AM-1(유럽 성)에 탑재된 MODIS/ 

ASTER의 항공기 실험을 하여 MASTER 

(MODIS/ASTER Airborne Simulater)를 추가하 다.

PACRIM2는 이와같은 NASA/JPL AIRSAR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원격탐사 

자료  장 조사 자료(ground truth)를 획득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SAR  MASTER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한 이 지역에

서 필요한 이용기술의 도출과 기술개발을 돕

는데 그 목 이 있다. 이에 따라 POLSAR, 

TOPSAR  ATI(Along-Track Interferometric 

SAR)이용과 련하여 NASA가 활용한 분야

의 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화산활동 측의 로써 TOPSAR

와 POLSAR를 이용하여 화산의 3차원 인 지형특

성 분석과 화산 분출물질의 분포  이동에 한 

감시로 자연재해 리 이용할 수 있다(그림 5). 앞

의 왼쪽 사진은 Papua New Guinea의 Manam 

Volcano로써 1996년 11월 PACRIM 1 로그램으

로부터 얻은 자료이며 오른쪽 사진은 POLSAR를 

이용하여 다양한 화산분출 물질을 분류하여 구분

함으로써 우기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방재에 활

용한 로 Hawaii의 Kilauea Volcano이다. 

그림 5. 화산활동의 측사례( : Papua New 
Guinea의 Manam 화산, 아래: Hawaii의 
Kilauea 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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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심지 지형 측의 로써, 그림 6은 

미국 연방 응 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요청에 의해 

지진재해 리  지역 개발 리를 목 으로 

미국 LA 서부지역(1996)에서 TOPSAR를 이

용하여 측하여 제작한 고도정 도 2～3m 수

평정 도 4～5m의 지형이다.

MASTER를 활용한 를 보면 미국 

Arizona주 Scottsdale의 도심지의 변화지역 조

사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하여 GIS

자료, Landsat TM, SIR-C, MASTER, 항공사

진 등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

한 것이다.

그림 6. 도심지 지형 측사례(미국 LA 서부
지역)

 하나의 는 미국 Death Valley 지질조사

를 TOPSAR 자료를 이용한 3차원 분포 분석으

로 나타낸 것으로(그림 7) 다양한 분 역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암석이나 물의 

분포를 한 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7. 지질조사에서의 활용사례(미국 Death 
Valley)

PACRIM 2를 통한 한국 

원격탐사․지리정보의 발

PACRIM 2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부터는 지리 

정보의 추출이 활발하게 될 것이고 향후 발  가

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서 요한 것은 우리가 측 

정보를 얻어서 처리하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하겠

으며, 한 요한 것은 Ground truth이다.

재 PACRIM2에 참여할 국내 연구 은 

환경, 지질, 해양, 기상, 임업  농업, 지리정

보, 자통신, 컴퓨터 소 트웨어 개발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번에 한국의 여러 

연구자들이 PACRIM2를 통하여 계획하는 연

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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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토양습도 측정에 활용된 Radarsat 상

1. 데이터 로세싱 분야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한 자료융합 시스템의 개발

‧ Microwave 신호로부터 목 물의 상을 

복원하는 Raw-data processing

2. 지질학 분야

‧ 조간 의 면  산출

‧ TOPSAR  MASTER 자료를 지형/지질 

연구 - 분지, 단층 일 의 지질학  연구

‧ 갯벌 지형  퇴 물 변화(TOPSAR XT1P 

mode)

‧ MASTER/MODIS 검증  지구 물리학

 요소 복원 기술

‧ 지질학  매핑(암석, 물, 지표  지하 

구조)

‧ 수리학  연구: 수분함량  천부 지하수 조사

‧ 화산연구 : SO2 농집도 분석  지열 에

지 조사

‧ 산 지역에서의 오염물질의 확산 조사

3. 해양학 분야

‧ 해상풍  랑 측

‧ ATI를 이용한 연안의 조   해류 측

‧ POLSAR를 이용한 해수표면의 slicks 분석

‧ ATI를 이용한 소규모 해류 연구

‧ 해수  담수의 수온 조사

4. 임업 분야

‧ 산림 식생의 연구를 한 스펙트럼 분석

‧ 산림환경 정보 추출을 한 상의 합성 

기법 개발

5. 환경 분야

‧ 농작물 생육모니터링 기법 개발

‧ MASTER를 이용한 환경문제 연구

6. 자공학 분야

‧ POLSAR를 이용한 자기 의 지표 산

란모델 등이다.

SAR 상의 응용

1. 농업 응용

1) 토양 습도 감시

토양의 습기 함유량은 농작물의 발달 상태에 

요한 향을 미친다. 그러한 요성에도 불구

하고 토양 습기 함유량을 모니터링 하기 어려운 

이유는 토양의 지형에 따른 불균일함과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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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월 6일                            b: 6월 17일

c: 8월 4일

그림 9. 벼의 작황분석에의 활용사례( 국, 1996년)

증발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다

를 이용한 토양습도 측정의 기본  원리는 마르

고 습한 두 개의 토양의 다른 유 율을 비교하

는 것이다. 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토양일

수록 높은 유 상수를 가지며 이는 이다 상

에서의 후방산란 강도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농

작물의 작황상태에 따라 지표의 거칠기가 변하

며 이는 후방산란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토양의 습도를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는 

지표 거칠기 효과를 최소화하기 한 고각

(steep angle)을 사용하거나 토양  농작물과의 

직 인 상호작용 정도를 독립 으로 결정하

여 토양 습도 측정모델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쓴

다. 그림 8은 Radarsat 상으로서 앙의 강 유

역에 젖은 땅을 보여주고 있다.

2) 벼 작황감시

벼는 그 자체의 성장 사이클을 통하여 생장 형

태와 잎의 수분 함유량이 변한다. 벼가 논의 물 표

면으로 나오기 에는 논이 거울 반사의 역할을 

하여 이다 상은 어둡게 나타난다. 벼가 자라

남에 따라서 수분 함유량 이 많아지고 식물의 

volume에 의한 corner 반사 효과도 증 될 것이

다. 이 시기에는 반사 강도가 증가하며 상의 픽

셀은 밝은 값을 보여 주게 된다. 벼가 완 히 자라

서 습기함유가 감소하고 논의 물이 마르게 되면 

다시 반사량은 감소하여 상은 어둡게 된다.

그림 9는 국 xi 강 유역의 벼 발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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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다. 그림에서 a는 96년 4월 6일, b는 

6월 17일, c는 8월 4일의 상이며 다른 농작

물도 상에 나타나고 있다.

2. 토지 이용  피복 분류 응용

1) Land cover mapping

많은 나라들이 환경상태 변화를 감시하기 해

서 기의 그리고 최근의 갱신된 지형자료를 필요

로 하며 그 자료는 자연 자원의 활용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다는 구름이 항상 끼여있는 지역도 

시간에 상 없이 상을 취득할 수 있는 장 을 

지니며, 다른 지형의 물리  특성에 따라 다른 

gray tone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0. 나이지리아 해안의 Radarsat 상

그림 10은 나이지리아 해안의 Radarsat 

상으로서 강과 육지의 명백한 조를 보여주

고 있다.

2) 도시-농  fringe delineation

도시지역은 상 으로 매우 센 이다 방

사강도를 다. 빌딩들은 보통 강한 corner 

reflector 로 작용하며 이와는 반 로 농 지역

은 약한 신호를 되돌려 보낸다.

그림 11은 캐나다의 토론토 서쪽 지방으로서 도

시지역과 농 지역의 texture 패턴을 볼 수 있다.

그림 11. 도시경계지역의 상(캐나다 
Toronto 지역)

3. 수문 응용

1) 홍수 감시

보통의 학센서는 구름 통과능력이 없으

므로 홍수시의 자료 획득에 매우 취약하다. 홍

수에 의해 수몰된 지역은 물의 specular 반사

체 특성으로 인하여 주변의 지역으로부터 쉽

게 구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홍수 지역의 

mapping이 가능하다.

그림 12는 각각 캐나다 Manitoba 지역의 1996

년 3월 23일, 4월 25일  5월 9일 상이다.

상으로부터 정확한 피해면 을 알 수 있

다. 수몰지역 안의 반사체는 산림 지역이며 이

는 주변물과의 조합으로 더욱 강한 corner 

reflector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해빙 응용

1) 해빙 탐지  분류

바다에서 빙산의 식별은 이다의 편 , 주

수, 입사각에 많이 의존한다.

빙산의 년수가 오래 될수록 빙산 표면은 거칠

어지며 그 크기가 커지면 이다 와의 volume 

scattering 효과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다 

상은 사람이나 배, 항공기에 의한 국부 인 탐사보

다 더욱 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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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월 23일 

b: 4월 25일

c: 5월 9일

그림 12. 1996년 캐나다 Manitoba 지역의 홍
수피해

그림 13. 해빙탐지에의 활용사례

5. 해양 응용

1) 선박 탐지

선박은 specular 반사체가 되는 해양표면에

서 쉽게 식별될 수 있다. 거칠은 해면일수록 

Bragg scattering에 의한 후방산란의 증가로 

선박의 탐지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림 14. 선박탐지에의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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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해양의 기름유출 감시에의 
활용사례

  

그림 16. 산림훼손 감시에의 활용사례

2) 유류 유출 감시

해양 표면에 출된 기름은 바람에 의해 

생성되는 capillary wave 의 살생을 막는다. 

장이 생기지 못하면 Bragg scattering에의한 

후방산란이 거의 없어지므로 기름 유출지역은 

매우 어두운 상을 보여 다.

6. 산림 응용

갱신된 산림정보는 산림자원의 효율  활

용의 측면에서 필요하며 산림훼손의 감시 

한 요하다. 나무의 잎과 기의 산란특성에 

따라 이다의 편 에 의존하는 산란 강도는 

여러 가지 특징 인 모습을 보인다.

7. 지질 응용

∙ Topographic / Terrain Mapping

∙ Bedrock Mapping

∙ Surficial Mapping

∙ Mineral Exploration

∙ Hydrocarbon Exploration

∙ Geological Hazard identification

에서와 같이 지리/지질학에의 응용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더욱 정확한 mapping을 해서 

다른 학 상이나 수치자료가 같이 활용 될 

수 있다. 그림 17은 캐나다의 Bathurst섬의 지

질 구조를 보여 다. 오른쪽은 다른 곳에서 획

득된 수치지도이며 SAR 상에서는 다른 바

 타입에 따른 gray tone 의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그림 17. 캐나다 Bathurst섬의 지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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