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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pace-borne Synthetic Aperture Radar(SAR) has been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for
monitoring quantitative oceanographic physical parameters. The Doppler information recorded in
single-channel SAR raw data can be useful in estimating moving velocity of water mass in ocean. The
Doppler shift is caused by the relative motion between SAR sensor and the water mass of ocean
surface. Thus, the moving velocity can be extracted by measuring the Doppler anomaly between
extracted Doppler centroid and predicted Doppler centroid. The predicted Doppler centroid, defined as
the Doppler centroid assuming that the target is not moving, is calculated based on the geometric
parameters of a satellite, such as the satellite’s orbit, look angle, and attitude with regard to the rotating
Earth. While the estimated Doppler shift, corresponding to the actual Doppler centroid in the situation
of real SAR data acquisition, can be extracted directly from raw SAR signal data, which usually
calculated by applying the Average Cross Correlation Coefficient(ACCC). The moving velocity was
further refined to obtain ocean surface current by subtracting the phase velocity of Bragg-resonant
capillary waves. These methods were applied to Envisat ASAR raw data acquired in the East Sea, and
the extracted ocean surface currents were compared with the current measured by HF-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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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인공위성 Synthetic Aperture Radar(SAR)는 물리해양학적 현상을 정량적으로 관측하는데 가

장유용한도구중의하나이다. SAR의도플러편이(Doppler shift) 현상은센서와해양표면유체와의상대

적인 움직임 차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단 채널 SAR 원시자료에 기록된 도플러 정보는 해양의

유체 이동속도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유체의 이동속도는 측정된 도플러 중심주파수(estimated Doppler

centroid)와 예측된 도플러 중심주파수(predicted Doppler centroid) 사이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예측된 도플러 중심주파수는 표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중심주파수로서 위성의 궤

도, 시선 각, 자세 등과 같은 기하모델을 통해 계산될 수 있고, 측정된 도플러 중심주파수는 실제 SAR 촬

시 표적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도플러 중심주파수로서 원시자료에 기록된 정보를 이용하고 평균상관계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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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류(currents), 파랑(waves), 해상풍(ocean surface

winds), 전선(fronts), 와류(eddies), 내부파(internal waves)

등의다양한해양현상을물리해양학적으로이해하고

연구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특히, 표층해류의움직

임이나속도는해상물류수송, 어업활동관리뿐만아

니라, 최근빈번히발생하는선박조난(ship distress) 및

기름유출(oil spill) 모니터링과같은재난방재를위해서

도매우필요한정보이다. 즉, 해상에서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유류의 확산지역 예측이나 선박사고 시 조난

자구출을위해서중규모(수~수십 km) 해류속도를신

속히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Alpers and Hennings,

1984; Lyzenga and Bennett, 1988; Yu et al., 2000).

최근, 해류 속도를 추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 되고 있다. 연안에 설치된 High Frequency(HF)-

radar나 부표(buoy)에 장착된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ADCP)나 Recording Current Meter(RCM) 등이대

표적으로현장의해류를측정하는데주로활용되고있

지만, HF-radar의경우지상안테나를이용하기때문에

좁은 범위의 연안지역 자료만 획득 가능한 한계가 있

고, 부표같은경우한지점의자료만획득가능하기때

문에광범위한지역의공간적인분포를파악하는데어

려울수있다(Graber et al., 1996; Shay et al., 1998). 이러한

관점에서인공위성을이용한원격탐사기술이공간적

중규모 해양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필요시적시적소를

관측할수있는인공위성시스템의개발과더불어, 인

공위성으로부터해류를추출할수있는활용기술의개

발도필요하다.

여러인공위성센서중 Synthetic Aperture Radar(SAR)

는대기와날씨변화에따른 향을덜받고, 밤/낮에상

관없이광범위한지역의자료획득이가능한이점을가

지고있다. 이는가시광선파장이아닌마이크로파

역의전자기파를사용하기때문에구름이낀날씨에도

구름을투과하여바다표면의정보를획득할수있다.

특히, 마이크로파는 다양한 해양 현상들로 인해 야기

되는 표면 장력파(capillary wave) 및 짧은 중력파(short

gravity wave)의세기와모양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기

때문에 SAR자료로부터이러한현상들을잘관찰할수

있다(Kim, 2010). 최근이러한 SAR 자료로부터해류를

측정하고자하는연구들이많이시도되고있다. Along-

Track Interferometric SAR(ATI-SAR)는 두 개의 센서 또

는 안테나에서 기록된 신호의 위상 차를 이용하여 이

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해양

의경우시선방향(line-of-sight; LOS)의해류속도를측정

하는데활용된다(Kim et al., 2003; Romeiser et al., 2005).

하지만그러한기능을갖춘 SAR 시스템이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TerraSAR-X와 더불어 최근 발사

된TanDEM-X는두위성의궤도가 helix 형태를이루면

서일부지역(주로중고위도지역)에서 ATI-SAR 자료

의획득이가능하다(Krieger et al., 2007). 하지만우리나

라를포함한대부분의관심해역은중저위도지역이며,

신속한 해류 속도 추출을 위해서 하나의 안테나 또는

센서만을가지고도해류속도를측정할수있는연구가

필요하다. Kooij(1999) 등에 의해 Radarsat-1 Standard

beam 자료를이용하여도플러해류속도추출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그 후 Envisat Advanced

Synthetic Aperture Radar(ASAR) wide beam자료를 이용

하여 표면 바람과 도플러 속도 사이의 관계로부터 결

정된 해류 속도추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 다

(Chapron et al., 2005). 단채널 SAR의도플러편이를이

용하여해류속도를추출하기위해서는도플러중심주

파수의정확한추출이필수적이지만, Radarsat-1 위성의

경우 최근에 발사된 위성들에 비해 다소 부정확한 비

행자세및궤도정보를제공하므로상대적으로정 한

도플러 편이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Koh et al.,

2003; Song et al., 2010). 그럼에도불구하고단채널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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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Cross Correlation Coefficient; ACCC)을 적용하여 추출될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도플러 속

도에서 브래그 공명을 일으키는 표면 장력파의 위상속도를 제거하여 좀더 정 한 표층 해류의 속도를 추출

하 다. 이러한 기법들을 동해를 촬 한 Envisat ASAR 원시자료에 적용하 으며, 추출된 해류속도를

HF-radar에서관측한해류속도와비교하 다.



를 활용한 해류속도 추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ang et al., 2007; Chapron et al., 2005).

단채널 SAR자료는ATI-SAR 자료에비해상대적으

로자료획득이용이하고최근에발사된대부분의SAR

인공위성들은중규모이상의고해상도 상과정 한

궤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플러 편이 방법을

이용한 해류속도 측정기법의 유용성 및 정 도 향상

가능성을다시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이

연구에서는동해중부를촬 한단채널SAR인 Envisat

ASAR 원시자료를이용하여정확한도플러편이를도

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류속도를 추출한 결과와 현

장에설치된 HF-radar자료와의비교를통해이기법의

유용성을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지역및자료

계절및위치에따라차이는있지만우리나라동해

중부는 지리학적으로 북한한류와 동한난류가 만나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동해의 해류를 넓은 지역에

대하여장기적으로분석함으로써이지역에서일어나

는 해양학적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될수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동해중부

를촬 한 Envisat ASAR자료와최대한가까운시각에

측정된 HF-radar 자료를 획득하 다. 획득된 Envisat

ASAR자료는원시자료(raw level data)로서촬 범위및

지역형상을확인하기위해멀티룩(multilook)된진폭

상(amplitude image)을 생성한 후 좌표등록(geo-coding)

을 통해 지도화한 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Envisat

ASAR 원시자료의 경우 C-band 주파수로 6번째 빔의

image mode로촬 이되었으며, 약 30 m의공간해상도

와 39.1~42.8°의 입사각(incidence angle) 범위를 가진다

(Table 1). 또한약 100 km 정도의촬 범위(swath)를갖

기때문에HF-radar의 70 km 관측범위를충분히포함하

고있다. HF-radar의경우각위치에해당하는동서방향

성분(u)과 남북 방향성분(v)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2). 그리고 SAR 자료가획득된동일한시기의기

상상황을 알기 위해 연구대상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죽변)의 Automatic Weather Stations(AWSs) 자료

를이용하 다. Fig. 1의빨간색으로표시된지점이죽

변 AWS관측소의 위치이며, SAR 자료 획득 시 약 7.0

m/s의 풍속으로 N6.8°E의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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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AR data used in this study

Satellite Envisat ASAR

Geographical area East Sea

Processing levels Raw signal data (level 0)

Acquisition time (UTC) 2011. 05. 27 01:25:35

Orbit type Descending

Frequency [GHz] 5.331 (C-band)

Beam mode Image mode (IS6)

Spatial resolution [m] 30

Incidence angle [˚] 39.1 - 42.8

Satellite Envisat ASAR

Table 2.  Characteristics of HF-radar

Acquisition time (UTC) 2011. 05. 27 01:00:00

Longitude E 129°24’25″
Latitude N 37°04’26″

Frequency [MHz] 13.462

Range [km] 50 - 70

Radial resolution [km] 3

Angle resolution [˚] 5

Interval [min.] 60

Acquisition time (UTC) 2011. 05. 27 01:00:00

Fig. 1.  Envisat ASAR image in the East Sea acquired on May
27, 2011.



3. 연구방법

해양표면의 속도를 추출하기 위해 단 채널 SAR의

도플러 편이(Doppler shift) 분석이 수행되었다. 도플러

편이란 위성 센서와 지표면 상의 물체 사이의 상대적

인움직임으로인해발생하고, 이는수신된 SAR의원

시자료 신호분석을 통해 추출 가능하다. 이때 움직이

는 물체는 해양의 선박뿐만 아니라 해수 상층부의 유

체 움직임에 해당되고, 이는 수신신호 자료로부터 측

정된 도플러 중심주파수(estimated Doppler centroid)의

변위를야기한다(Madsen, 1989). 반면에움직임이없는

물체및지표면의경우는설정된도플러중심주파수를

나타내게되면이는예측가능하다. 예측된도플러중

심주파수(predicted Doppler centroid)는 위성의 궤도 및

자세정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하학적(geometric) 요

소와지구자전효과가포함된지표면상의상대속도를

고려하여 계산된다(Cumming, 2004; Cumming and

Wong, 2005). 따라서 해양 유체의 움직임 속도는 이러

한 두 도플러 중심주파수의 차이, 즉 변이(anomaly)를

측정하여 추출하게 된다. 하지만 두 도플러 중심주파

수의변이는표층해류의속도뿐만아니라추가적으로

마이크로파와 공명을 일으키는 표면 장력파(capillary

waves)의 위상 속도(phase velocity)까지도 포함하게 되

므로 이를 제거해 줌으로서 실제 표층해류의 속도에

가까운 값을 추출할 수 있다(Romeiser and Thompson,

2000; Kim et al., 2003). 본연구에서는각각의도플러중

심주파수를보다정확하게계산하기위해다음과같은

몇가지새로운접근기법을시도하 다.

1) 예측된 도플러 중심주파수 계산

지표면 또는 지상의 물체가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예측된 도플러 중심주파수는 SAR원시자료

에포함되어있는자료획득당시에해당하는인공위성

의궤도및자세와같은여러가지기하학적인요소를

추출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원시자료에 포함되

어있는이러한정보들은사용하는인공위성마다또는

인공위성의 측정 모드마다 자료 형식이 다르므로, 필

요한 기하학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각 인공위성

및모드에해당하는자료구조및형식을파악한후이

루어져야한다. 인공위성의궤도, 고도, 비행자세, 시선

각(look angle)과 같은 인공위성의 기하학적인 요소를

얼마나정확하게추출하여엄 한계산을수행하느냐

에따라예측된도플러중심주파수의정 도는달라지

게되며,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추가적

으로고려하여그정 도를향상시키고자하 다.

대부분의처리과정은기존에알려진Cumming(2004)

의기하모델을바탕으로하고있다. 먼저기하모델에

서도플러중심주파수를구하기위하여지구관성(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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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chart for calculating ocean surface current using Doppler anomaly proposed in this study.



Centered Inertial; ECI) 좌표계에서의위성의위치(S3), 속

도(V3), 시선각(U3) 등을정의하 다. 위성의위치와속

도는원시자료에바로포함되어있지만, 시선각은촬

되는각지점마다달라지므로되돌아오는신호를수

신하는윈도우의시작시각과지속시간을통해모든픽

셀에 대해 계산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인공위성의위치, 속도및시선각은인공위성의미세

한 자세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다 엄 한 보정 및

계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상국에서 후처리된

Envisat의 보조자료(Auxilliary data)를 추가적으로 다운

받아 상촬 당시의비행자세및궤도정보를보완하

게된다. 이보조자료에는yaw, pitch, roll 각도와같은비

행자세뿐만이아니라, Yaw Steering Mode(YSM)에필요

한 회전크기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YSM은 기존

기하모델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방식이지만 Envisat

을포함한최근에발사된대부분의 SAR인공위성들은

이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공위성이 지구주

위를 돌면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지구 자전속도의

변화로인해발생하는도플러중심주파수를 0에수렴

(zero Doppler effect)할수있도록인공위성의동체또는

안테나를위성 z축기준으로기계적으로회전을시켜

상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YSM이 작동하는 상황에

서정확한yaw, pitch, roll 각도계산은다음과같다.

Yaw = CZ cos(gh) (1 _ ) (1)

Pitch = CX sin(2gh) (2)

Roll = CY sin(gh) (3)

여기에서CX, CY, CZ는비행자세및궤도제어서브시

스템(Attitude and Orbit Control Subsystem; AOCS)에서측

정된각각의회전크기를나타내고, 촬 당시의Envisat

보조자료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gh는 적도 기

준으로 위성 시간각도(hour angle)이며 원시자료에 포

함된위성의시간정보를이용하여계산된다.

각요소들의값이추출되거나계산이이루어지고나

면, 지구중심고정(Earth Centered Earth Fixed; ECEF) 좌

표계에서지구관성(ECI) 좌표계로의변환이이루어진

다. Envisat ASAR의경우대부분의궤도파라미터들이

지구중심고정좌표계에서정의된값들을사용하기때

문에 예측된 도플러 중심주파수 계산을 위해 앞서 정

의한 지구관성 좌표계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이 좌표

변환을 위해 그리니치 시간각도(Greenwich hour angle)

가 정확히 계산되어야 하며, DORIS를 이용한 궤도분

석을통해이각의계산을수행하 다. 최종적으로변

환된지구관성좌표계에서지구표면의위치는다음과

같이정의된다.

P3 = S3 + R3U3 (4)

여기에서 P3는지구표면의위치, S3는위성의위치,

V3는위성의속도, R3는시야거리(slant range), U3는위

성이지구표면의바라보는시선각이다. 이때실제

상이 획득된 각 픽셀 위치의 정확한 시야거리 계산을

위해원시자료에포함된펄스시작시간(pulse start time),

펄스지속시간(pulse duration time), 펄스반복주기(pulse

repetition interval) 등의정보를이용하여계산될수있도

록하 다. 지표면상의위치가결정되면여기에지구

자전 효과에 의한 지표면의 속도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Q3 =   P3
2(y) + P3

2(x) we[_ sin( tar_long) cos( tar_long)] (5)

여기에서Q3는지구표면의속도, we는지구자전각

속도, tar_long는지표면상의경도이다. 따라서위성과

지표면과의상대적인속도를이용하여다음과같이도

플러중심주파수를예측할수있다.

FpDc = _ (6)

여기에서 FpDc는예측된도플러중심주파수를나타

낸다. 본연구에서는추가적으로비록그효과는적다

고하더라도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SRTM)으

로획득된 Digital Elevation Model(DEM)을이용하여육

지의고도로인하여생기는추가적인도플러중심주파

수를 보정하는 방법도 시도하 다(Davidson and

Cumming, 1997).

2) 측정된 도플러 중심주파수 추출

해양 표층의 유체 움직임은 실제 수신된 SAR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도플러 중심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복소수 형태로 수신된 신호의 위상

(phase)을 이용하여 평균상관계수법(Average Cross

Correlation Coefficient; ACCC)을 적용하 다 .

Madsen(1989)에 의해 제안된 ACCC 방법은 연속된 방

2(V3·U3
_ Q3·U3)

l
[CZ dos(gh)]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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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방향(azimuth)의 위상 차를 지속적으로 더해 계산하

는 방법으로서, SAR의 방위방향 분해능을 위한 처리

과정 중 필수 요소인 도플러 중심주파수를 계산할 때

가장많이쓰이는방법중하나이다. SAR의신호처리

과정에서는 오직 시야방향(range direction)으로만 변화

는 도플러 중심주파수를 추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위방향(azimuth direction)으로도 패치 크기(patch size)

를 정해서 도플러 중심주파수의 변화를 추출하 다.

즉, 이차원의 도플러 중심주파수가 되도록 추출하

다. 이방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SAR 원시자료로부터

실제 수신신호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뽑아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위성마다 각각 다른 형식의 자료저장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ACCC기법적용을위한수식은다음과같다.

FeDc = arg [S s*(h) s(h + Δh)] (7)

여기에서 FeDc는측정된도플러중심주파수, PRF는

펄스반복주파수, h는방위방향의시간, s(h)는시야방

향(range)으로구성된한펄스의수신신호, s*(h)는복소

켤레(complex conjugate)를 취한 수신신호, Δh는 1/PRF

이다(Madsen, 1989).

3) 해류 속도 측정

앞서설명한예측된도플러중심주파수와측정된도

플러중심주파수와의차이를이용하여해류의속도를

구하고자 하 다. 이때 두 도플러 중심주파수 사이의

공간적인 일치를 위해 모든 방위방향의 각 라인에 해

당하는 시각정보를 이용하여 일치시켰다. 두 도플러

중심주파수차이로부터직접적으로도출이되는속도

는해류표면속도뿐만이아니라브래그공명을일으키

는표면장력파(capillary waves)의위상속도까지포함되

어있으므로, 이성분을제거해주어야실제해양표층

에해당하는해류속도의추출이가능하다. 즉, 실제해

양표면의해류속도는다음식과같이구할수있다.

Vs = ΔFDc / ke sinqI
_ CP cos2(j/2) (8)

여기에서 Vs는해양표면의해류속도, ΔFDc는두도

플러 중심주파수 차이, ke는 사용된 전자기파의 파수

(2p/l), qI는 입사각(incidence angle)이다(Chapron et al.,

2005; Kim et al., 2003). 두도플러중심주파수의차이에

파수를 나눠 속도성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 입

사각을 이용해 실제 해상수평면으로 투 된 속도를

계산할수있다. 그리고CP는바람이불어오는방향에

해당하는 표면 장력파의 최대 위상속도 성분으로서

CP = g/k로계산되며(여기에서g는중력가속도, k는브

래그공명을일으키는표면장력파의파수로서 k = 2ke

sin(qI)), j은레이더의시선방향기준으로상대적인바

람방향이다. 즉, 두도플러중심주파수차이에의한속

도에서 바람 방향에 따른 브래그 공명을 일으키는 표

면장력파의위상속도를빼주어실제해양표면의해류

속도를추출하고자하 다.

4. 결과및토의

앞서설명된방법을이용하여예측된도플러중심주

파수와측정된도플러중심주파수를각각계산하여추

출한결과는 Fig. 3과같다. 도플러중심주파수의차이

를 이용한 속도추출 방법은 인공위성의 비행자세 및

궤도추정에미세한오차만으로도그정 도에심각한

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의 yaw값이 0.01°

의오차를포함하면도플러중심주파수에약 50 Hz의

차이를야기하고, 이는약 0.9 m/s의속도오차가발생하

게된다. 또한ACCC 기법으로추출된도플러중심주파

수의 경우 육지와 해양의 경계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도플러변이를보이고있는데(Fig. 3b), 이큰변이는

ACCC 방법의 도플러 중심주파수 측정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의 하나이다. 이는 계산 과정 중 패치

(patch) 사이즈내의방위방향을따라레이더후방산란

신호의 강도변화(backscatter gradient)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여겨진다(Hansen et al., 2011). 이렇듯두도플러

중심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한 속도 측정 방법은, 추출

하고자 하는 해류의 속도 범위에 비해 인공위성의 기

하정 도 및 도플러 중심주파수 추정 기법이 충분히

엄 하지못해, 그정 도에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

구하고 이 기법은 넓은 해양에 대한 해류의 공간적인

변화패턴분석에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

위성의 자세 및 궤도정보가 상당히 정 해 졌으며 도

플러 중심주파수 계산을 위한 기법에도 많은 진전이

있어왔다. Envisat의 경우 Yaw Steering Mode를 적용함

으로인해도플러중심주파수의범위가펄스반복주파

PRF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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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Pulse Repetition Frequency; PRF) 이내인 기저대역대

(baseband)의범위안에포함되기때문에ACCC 각도의

언랩핑(unwrapping) 과정 및 도플러 앰비귀티 숫자

(ambiguity number)를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아

도되어이로인한오차를줄일수있게되었다. 또한보

다 정확한 시선각의 계산을 위한 시각 및 시간해상도

가많이향상되기도하 다.

2차원적인 도플러 중심주파수 차이를 도출하기 위

해서는 방위방향으로의 적당한 패치사이즈를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와이드 빔(wide beam) 모드의 경우

각빔에해당하는버스트(burst) 사이즈마다패치사이

즈를 정하면 되지만, 스탠다드(standard) 또는 이미지

(image) 모드에서는 관측 폭에 해당하는 해양의 넓은

범위에서공간적인형태를판단하기위하여적절한사

이즈로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치사이즈를

방위(azimuth)방향 75픽셀로 정하고 계산을 수행하

다. 추출된도플러변이의정량적인분석을위해움직

임이없는육지에서의도플러변이를 0으로가정하고

비교해보았다. DEM을이용하여지형고도에의해발

생할수있는도플러중심주파수(약 1 ~ 2 Hz이내)를고

려했음에도변이는평균11.6 Hz, RMSE 15.5 Hz의차이

를보 다(Fig. 4). 이는입사각40°기준일때약16 cm/s,

입사각 30°기준일때약 20 cm/s정도의오차를야기할

수있는양이지만, 아직까지도넓은지역에대한공간

적인해류분포의파악이어려운점을감안할때이정

도의오차라도충분히의미있는자료가될수있다.

앞서 계산된 도플러 변이의 속도에 브래그 공명을

일으키는 표면 장력파의 위상 속도를 제거해 주었다.

이때 동 시각에 획득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

(죽변)의Automatic Weather Station(AWS)자료의바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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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dicted Doppler centroid including both Yaw steering mode and improved geometry parameters(left) and estimated
Doppler centroid calculated from Average Cross Correlation Coefficient method(right).

Fig. 4.  The ocean surface current velocity in the East Sea on
May 27, 2011 after compensating the effects of Bragg-
resonant capillary waves(background color). The
corresponding HF-radar data is also plotted in the line-
of-sight direction(vectors). Red indicates that the sea
surface is moving toward the direction of LOS and blue
away from the satellite.



향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N6.8°E의 풍향을 사

용하 으며, Envisat ASAR의 주파수와 공명을 일으키

는 표면 장력파의 위상속도는 수평방향으로 최대 0.1

m/s의속도로상대적으로작은값을보 다. 바람방향

에 의한 브래그 공명 표면 장력파의 위상속도를 제거

해주어, 최종적으로추출된해류속도결과 상은 Fig.

4와같다. SAR 자료가디센딩(descending) 궤도에획득

이 되었기 때문에 빨간색은 시야방향(LOS)으로 가까

워지는성분이고, 파란색은시야방향으로멀어지는성

분이다. 추출된 속도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육지와가까운연안근처에서속도가일반적인물리해

양학적인현상과는거리가먼(아주강한서로반대방

향의해류흐름) 현상이나타나는데, 이는육지와해양

사이의 급격한 SAR 진폭(amplitude) 변화로 인하여

ACCC기법을통해도플러중심주파수의추정시진폭-

모듈레이션(modulation)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비록 HF-radar의 관측시각과 SAR자료의 획득시

각사이에약 25분의시간적차이가있지만두자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많이 찾아

볼수있다. SAR로부터추출된해류는시선방향성분

만을가지기때문에직접적인비교를위해 HF-radar자

료도시선방향성분만을Fig. 4에투 하여나타내었다.

HF-radar의관측속도가다소느린구간(약 20 m/s 이내)

에서는 SAR로부터추출된해류의속도도느리게관측

이되었다. SAR로부터추출된해류속도의정 도가좋

지않기때문에(움직이지않는육지부분과비교했을때

약 20 cm/s 이상의오차를지니고있을것으로예상), 해

류속도 및 해류방향의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

다. 하지만해류속도가 50 cm/s 이상인구간에서는 HF-

radar에서관측된방향과 SAR로부터추출된해류의방

향이서로일치하고, 특히연안으로부터약 30 km 떨어

진남동방향의강한해류(약100 cm/s 이상)의공간적분

포는매우잘일치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HF-radar의

관측자료가없는먼바다나 SAR 상의북서쪽 역에

대하여 SAR로부터추출된해류속도가얼마나잘일치

하는지평가하기는힘들지만, 일반적인물리해양학적

현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HF-radar와의 비교 가능한

구간에서공간적패턴의일관성이관찰되었기에이

역또한실제해류속도를반 하고있을것으로짐작된

다. 아직까지한번의관측만을가지고이기법의유용

성을판단하기힘드므로앞으로지속적으로해류관측

자료가존재하는구간에대해 SAR자료들을획득하여

비교하는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Envisat ASAR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도플러변이를계산하기위하여예측된도플러중심주

파수와측정된도플러중심주파수를각각계산하 다.

이때기존방법보다향상된기법들을추가하여결과를

도출하고자하 고, 이를통해보다정확한도플러속

도 추출을 시도하 다. 또한 추가적으로 바람 방향을

이용하여브래그공명을일으키는표면장력파의위상

속도를 보상해주어 표층 해류 속도를 추출하 다. 연

구지역인동해에서비교적낮은해류속도분포로인해

어느 정도 오차를 포함하고 있지만, LOS 방향으로 변

환된 HF-radar와비교했을때오차범위안에포함되는

구간에서는 속도 및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다소 속도가 빠른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대체로잘일치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아직까지

중규모의 넓은 지역에 대하여 해류 흐름에 대한 공간

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단 하나의 SAR

원시자료를 이용한 해류 속도 추출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이다. 앞으로인공위성의세 한기하정보가제공

된다면보다향상된결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

된다. 또한이방법은측정하기힘든태풍아래의보다

빠른해류속도를추출하는데도유용하게적용될수있

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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