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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analyzed the feasibility of detecting wave gliders moving on the sea surface using SAR
images. For the experiment, a model was constructed and placed on the sea using a towing ship before
and after the satellite observation time. In the acquisition of KOMPSAT-5 image, high resolution SAR
data of spotlight mode was collected considering the small size of wave glider. As a result of the
backscattering intensity analysis around the towing ship along with wave glider, several scattering points
away from the ship were observed, which are not strong but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surrounding
clutter values. Considering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ship, it seems to be a signal by the wave
glider. On the other hand, it is confirmed that the wave glider can be detected even at the very low false
alarm rate (10-6) of the target detection using CFAR. Although the scatter signal by the wave glider c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surrounding ocean clutter in the high resolution SAR imag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if actual wave gliders are detected in various marin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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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해상 표면에서 이동하는 웨이브글라이더의 SAR 영상을 이용한 탐지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였다. 실험을위해모형웨이브글라이더를제작해위성촬영시각전후로견인선박을이용해해상에배치하였다.

KOMPSAT-5 영상촬영은웨이브글라이더의크기를고려하여 spotlight mode의고해상도(Range: 0.51 m, Azimuth:

0.65 m pixel spacing) SAR 자료를 수집하였다. 견인 선박 주변의 후방산란 강도 분석 결과, 선박과 떨어져서 강하

지는 않지만 주변 클러터 밝기값과 구분이 되는 몇몇 산란점들이 관측되었다. 선체 중심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고려할 때 웨이브글라이더에 의한 신호로 판단된다. 한편 CFAR를 이용한 표적탐지 결과 비교적 매우 낮은 10-6

의 오경보율에서도 웨이브글라이더로 판단되는 화소들이 탐지됨을 확인하였다. 비록 spotlight 모드와 같은 고

해상도 SAR 영상에서 웨이브글라이더에 의한 산란 신호가 주변 해양 클러터와 구분될 수 있었지만, 다양한 해

양환경에서 실제 웨이브글라이더의 탐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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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은 기상상태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여 지상이나 해

상의 표적을 탐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Crisp, 2004;

Kim, 2011; Marino et al., 2015). 또한, 가시적 특성 외에 표

적의 재질 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Kim andKim, 2015). 이러한 SAR영상의 장점을

활용하여 해상에서 선박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고 선박의 이동방향에 대해 추정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Brusch et al., 2010). 이

렇게 SAR 위성영상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선박탐지 및

이동속도 측정은 해상방위나 교통감시에 있어서 필수

적이다(Park et al., 2008).

이동형 수중무인기는 선체에 센서를 부착시켜 수중

을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해양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동

시에 측정하는 무인 플랫폼으로 수중글라이더, 웨이브

글라이더 등이 있다(Park et al., 2012). 웨이브 글라이더

는 추진시스템이 없이 오직 부력만을 조정하며 자동운

항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고, 수온, 해상기상 등의 자료

를 수집하며, 파동을 추진력으로 전환시켜 운항하기 때

문에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해양 자료를 장기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무인장비이다(Kim et al., 2017). Fig. 1과

같이 파력추진을 위한 수중의 하부구조체와 수면에서

통신 및 제어를 위한 본체 부분이 나누어져 있으며 각

섹션은 와이어로 연결되어있다. 파도에 의한 상하 이동

과 수중에 있는 하부구조체인 글라이더 핀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후미부분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하

여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본체에는 태양 전지 패널이 장

착되어 있어 원격 접속을 통해 웨이브글라이더 이동지

점을 설정하면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장기간 운용이 가

능하다. 미국의 Liquid Robotics사의 경우 웨이브글라이

더로 100만 해리(1,852,000 km) 자율항해를 수행하였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오션테크(주)와 공동으로

제 18호 태풍 탈림의 중심권 해상에서 웨이브글라이더

로 기상 관측을 실시하였다. 통신 모듈이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수신기와 GPS를 이용하면 인공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 웨이브글라이더의 위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통신 모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웨이브글

라이더의 위치를 파악하여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6년도부터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제적으로 영해와

EEZ(Exclusive Economic Zone)의 정당성을 주장한 과학

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동중국해

주변 해역 및 일본영해에 웨이브글라이더형의 이동형

수중무인기를 투입해 해안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Yonhap, 2017). 웨이브글라이더는 소형선박에 비해 크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4, No.2-2, 2018

– 432 –

Fig. 1.  Assembly diagram of the wave glider (K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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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작지만 본체가 항상 해상에 노출되어 있고, 기상

자료 및 AIS수신을 위한 구조물이 corner reflector역할

을 하여 SAR영상에서 탐지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KOMPSAT-5 위성에서 해상의 다양한 표적 중 웨

이브글라이더의 탐지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

웨이브글라이더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2. 현장조사 및 위성자료

이번 시험분석의 목적은 X-밴드 SAR영상을 이용하

여 해양에서의 웨이브글라이더 탐지 가능성을 판단하

는 것이다. 이때 사용된 모형 웨이브글라이더는 하부구

조체 없이 길이 2.4 m, 폭 0.6 m인 본체의 크기와 동일하

게 프레임을 나무로 제작하고 AIS 등의 수신장치 등과

동일한 높이의 아크릴 봉을 달았다. 그 후, 웨이브글라이

더와 반사특성을 동일하게하기 위하여 FRP소재를 덧칠

하고, 태양전지판 대신 검정 아크릴을 장착하였다. Fig. 2

는 해상에서 모형 웨이브글라이더와 실제 웨이브글라

이더의 항해 모습이다. 2016년 11월 30일 KOMPSAT-5

위성의 영상촬영 시간인 19:04:34에 태안 만대항 주변

해역에서 시험조사를 수행하였다. 선박의 신호와 모형

웨이브글라이더의 신호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2.7톤급의 어선(길이 약 10 m, 폭 4 m)에 모형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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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graphs of the ship named ‘Enterprise’ used for pulling a wave glider.

Fig. 2.  Photographs of (a) the model of wave glider, (b) and (c) the survey of real wave glider at Jeju (Photos
by Dr. Son, Young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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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이더를 10 m 길이의 줄로 연결하여 운항하였다

(Fig. 3). 그리고 그때의 위치를GPS로 트랙킹 하였다. 웨

이브글라이더의 길이와 폭을 고려하여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에 1 m이내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EH(Enhanced

High resolution) 모드의 HH 편파 영상촬영을 의뢰하여

획득하였다. 2016년 11월 29일과 11월 30일에 수집된 두

개의 SAR자료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위성자료 분석 결과 및 토의

수집된 두 개의 영상 중 2016년 11월 30일 자료는

azimuth 방향의 focusing에 문제가 있어 영상 내 표적이

모두 azimuth방향으로 길게 왜곡되어 나타나 분석에 사

용하지않았다. 2016년 11월 29일에촬영된KOMPSAT-5

SAR영상으로부터HVAS(HumanVisual Attention System)

알고리즘(Amoon et al., 2013) 기반 선박 탐지 결과는 Fig.

4(a)와 같다. KOMPSAT-5 영상으로부터 11개의 표적이

탐지되었다. 탐지된 11개의 표적 중 현장에서 수집된 선

박의 GPS 좌표를 이용하여, KOMPSAT-5 영상 촬영시

간에 가장 근접한 표적을 웨이브글라이더와 연결된 선

박으로 선정하였다. Fig. 4(b)와 4(c)는 탐지된 표적으로

부터 생성된 200×200 화소의 영상 칩으로, Fig. 4(b)는

영상에서 두 번째 탐지된 표적으로 선박이 아니라 바다

위 암초에 세워진 등대구조물에 의한 독특한 형태의 반

사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4(c)가 웨이브글라이더와

연결되어 있는 선박에 의한 반사값을 보여주고 있다.

추출된 영상 칩의 후방산란 강도에 3×3 median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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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collected KOMPSAT-5 SAR images

Date and time Mode Pol. Format Observation
direction

Pixel spacing (m) Inc. angle 
(°)Range Azimuth

2016/11/29 
19:08:56 EH17 HH SCS Descending/

Left 0.508 0.652 41.52

2016/11/30 
19:05:33 EH12 HH SCS Descending/

Left 0.508 0.688 36.15

Fig. 4.  (a) KOMPSAT-5 SAR image (2016/11/29) with detected targets (red circles), (b) target chip of light
tower, and (c) target chip of ship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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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선박을 중심으로 확대

하고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을 조정한 영상은 Fig. 5(b)와

같다. 선박 중심부에 위치한 조타실 구조물 부분에서 강

한산란이발생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선박형태(Fig. 3

참조) 및 크기를 고려했을 때 산란값이 매우 큰 위치를

중심으로 약 10 m정도가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선박과 약간은 떨어져서 영상 위쪽에 강하지는 않

지만 주변 클러터 밝기값과 구분이 되는 몇몇 산란점들

이 관측된다.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선박의 장축

(azimuth)방향에 평행한 A-A′선(Fig. 5(b) 참조)을 따라

후반산란 강도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때 노이즈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range방향으로 5 화소씩 평균

하였다(Fig. 6). 강한 산란이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좌우 최대 6 m 까지 선박에 의한 산란 신호로 볼 때, 선

박과 약 11 m정도 떨어져 비교적 높은 산란값을 보이는

신호는 웨이브글라이더에 의한 산란 신호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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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n backscatter intensity profile in A-A’ cross section (Fig. 5).

Fig. 5.  (a) Median filtered KOMPSAT-5 backscatter intensity image and (b) Enlarged intensity image including a
ship and a wave g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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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중심으로부터 웨이브글라이더의 이격 거리 11 m

는 실험 조건에서 주어진 거리 10 m와 유사하다.

한편 SAR 영상을 이용한 선박탐지에 일반적으로 널

리 사용되는 CFAR(Constant False Alarm Rate) 알고리즘

(Dai et al., 2016)을 이용한 웨이브글라이더의 탐지 가능

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클러터 화소 모델링을 위해

200×200 화소 크기의 영상 칩으로부터 선박이 위치한

중앙의 50×50 화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화소

를 이용하여 G0 분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설정된 클

러터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 10-4, 10-5, 그리고 10-6의 오경

보율에 따른 표적 탐지를 수행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오경보율이 10-4과 10-5인 경우에는 오탐지가 매우 많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매우 낮은 10-6의

오경보율에서도 웨이브글라이더로 판단되는 표적이 탐

지되었으며, 두 개의 오탐지만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탐지된 두 개 표적의 크기가 실제 관심

표적에 비해 작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표적의 크

기를 기준으로 오탐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연구는해양에서운행중인웨이브글라이더를 SAR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탐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초기 실

험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모형 웨이브글라이더를

제작하여 해상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KOMPSAT-5 EH

모드의X-밴드 SAR영상을 수집하였다. 위성 영상 내에

서 후방산란이 해양보다 큰 선박탐지에 적용 가능한

HVAS알고리즘과 선박탐지에 주로 사용되는 CFAR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웨이브글라이더 탐지 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 결과, spotlight 모드로 획득된 고해상도

SAR영상에서 매우 낮은 10-6의 오경보율에서도 웨이브

글라이더에 의한 산란 신호가 주변 해양 클러터와 구분

가능하였다. 하지만 견인선박이 없을 때나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실제 웨이브글라이더의 탐지 여부에 대한 정

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견인선박 산란 신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원거리에 글라이더 배치

– 실제 웨이브글라이더를 촬영한 SAR영상 분석

– 웨이브글라이더의진행방향에따른반사신호분석

– 3D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다양한 관측 조건에

서의 후방산란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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