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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이 유출된 바다 표면의 L-밴드 전파 산란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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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 of Radar Backscattering from Oil Spills on Sea
Surface for L-band 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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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simulation of the radar backscattering from oil spills on
ocean surface. At first, a one-dimensionally rough sea surface is numerically generated for a given wind
speed at HEBEI SPIRIT accident. Then, an oil-spilled sea surface is represented with a two-layered
medium, which is generated by adding a thin low-dielectric oil layer on the randomly-rough highdielectric sea surface.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s of various oil-spilled sea surfaces are obtained
using the Method of Moments and Monte Carlo technique for various surface roughness, oil-layer
thicknesses, frequencies, polarizations and incidence angles. The numerical method is verified with
theoretical models for simple structures. The reduction of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s due to the lowdielectric oil-layers on sea surfaces has been analyzed. These numerical results will help to detect any
oil spills on sea surfaces, and consequently, to classify SAR images.
Key Words : Oil-spilled sea surface, backscattering coefficients, method of moments, Monte Carlo
technique.

요약 : 본 논문에서는 기름이 유출된 바다 표면의 레이더 산란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보여준다. 우
선, 풍속에 따라서 불규칙적인 거칠기를 갖는 바다 표면을 생성한 다음에, 유전율이 높은 거친 바닷물 표면
위에 유전율이 낮은 기름층을 두어 기름이 유출된 바다 표면을 생성한다. 서로 다른 표면 거칠기, 기름층의
두께와 유전율, 주파수, 편파, 입사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기름 유출 바다에 대한 레이더 후
방산란계수를 모멘트 법(Method of Moments)/ 몬테카를로(Monte-Carlo)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
수치해석적 방법은 이론적인 산란 모델로 계산 가능한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이론 모델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이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기름이 유출된 바다 표면에서의 후방산란계수의 감소를
분석하며, 이 분석 결과는 결과적으로 SAR 영상에서의 기름층의 발견 및 식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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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이중 거칠기를 가지는 거친 표면을 수치해석적

1. 서 론

으로 생성한다. 그리고 바다 표면의 위에 얇은 두께의
해양 기름 유출 사고는 해양 생태계의 심각한 영향을

기름층이 있는 2층으로 된 매질 구조를 생성한다

초래하므로, 기름 유출에 대한 감시는 해양 생태계의 감

(Morchin, 1993; Oh, 1996b). 2층으로 된 매질 구조에

시 및 보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합성 개구 레이

모멘트 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름이 유출된 바다 표면

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를 이용한 원격 탐

조각에서의 산란 전계를 수치해석적으로 계산한다(Oh,

사는 바다에 유출된 기름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1998). 다음에 주어진 표면 거칠기, 기름층의 두께, 레

이용 되어졌다(Adamo et al., 2006; Bentz et al.,

이더 주파수, 레이더 편파, 입사각에 따른 표면에서의

2007). SAR 영상에서 기름 유출에 의해 검게 나타나는

후방산란계수를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계산한다. 수치해

지역 ‘slick’
(
)을 탐지하고, 유사(
‘look-alikes’
) slick

석 결과를 이론적인 모델과 비교하여 수치해석적 방법

에 의한 오보(false alarm)를 줄이는 알고리듬 개발 연

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측정 데이터와 비교한다.

구가 진행되어 왔다(Espedal, 1999; Brekkea and

마지막으로 기름이 유출된 바다 표면에서의 후방산란계

Solbergb, 2005). 이들 연구들은 (1) SAR 영상과 현장

수의 감소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계산하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한 실험적 연구로만 수행되었으며, (2)

데이터들을 분석한다.

유출된 기름에 의해서 바다표면의 거칠기 줄어드는
damping 효과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실험적 연구는

2. 이론식 전개

기름 유출이 있는 경우를 찾거나 기다려야만 연구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론적이나 수치
해석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알고리듬 개발에 대

바다 표면의 거칠기는 대개 큰 거칠기의 표면과 작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출된 기름에 의해 바다 표면의

거칠기의 표면을 중첩하는(superposition) 방법을 이용

잔 파도 (capillary wave) 높이가 줄어들어 레이더의 산

한다(Ulaby et al., 1986). 즉, 바다 표면을 큰 파도와

란계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기름의

그 위에 잔잔한 파도가 중첩된 형태로 본다. 거친 바다

유전율이 낮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바닷물의 10분의 1

표면에서의 기름 유출은 Fig. 1과 같이 작은 유전율을

정도) 산란계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고, 이

갖는 기름층이 위에 큰 유전율을 갖는 바다 표면이 밑에

효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위치한 2층으로 된 매질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바닷물 위에 기름 층이 있을 경우에

이 때 Region 0, 1, 과 2는 각각 대기, 기름층, 바닷

유효 유전율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레이더 산란계

물 층을 나타내고, k, e, m는 전파상수, 유전율, 투자율을

수 감소를 수치해석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나타낸다. 전파상수, 유전율, 투자율은 다음과 같은 관

고, 이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이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기름 유출 현상들에 대해 계산하여 기름 유출 경
보 체계 개발에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기름이 유출된
바다 표면의 정확한 후방산란의 계산은 SAR영상에서
기름층을 발견하고 또한 식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바다 표면의 거칠기는 매우 복잡하며 기름층
의 특성 역시 복잡하기(Cox and Munk, 1954; Ulaby

et al., 1986) 때문에 기름이 유출된 바다 표면의 정확한
후방 산란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출된 기름의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후방산란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수치 해석적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풍속에 따른 바다 표면의 상태와

Fig. 1. Geometry of the two-layered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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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식을 가지며, k = w em, e = e0er, m = m0mr, 이 때 er0 =

function)들의 합으로 표현하였다. 이 합으로 표현된 적

1, mr0 = mr1 = mr2 = 1 이다. er1, er2는 각각 기름의 유전

분식에 점 매칭 기술(point matching technique)을 이

율과 바닷물의 유전율이다.

용하여 적분 방정식 (1a)-(1d)을 다음의 식 (2)와 같이

전파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산란 전계를 계

행렬식으로 변환하였다.

산하기 위한 적분 방정식(EFIE: electric field integral

nm
Ï [Z11
] [Z nm] 0
0 ¸ Ï[I1n] ¸ Ï[V1m]¸
Ô nm 12
Ô
nm
nm
nm Ô Ô n Ô Ô
] [Z22 ] [Z23 ] [Z24
]Ô Ô[I2 ] Ô Ô [0] Ô
Ô [Z21
nm
nm
nm
nm · n =
Ô [Z31 ] [Z32 ] [Z33 ] [Z34 ]Ô Ô[I3 ] Ô Ô [0] Ô
nm
nm Ô Ô n Ô Ô
Ô 0
] [Z44
]˛ Ó[I4 ] ˛ Ó [0] Ô
0 [Z43
Ó
˛

equation)이 유도된다. 공기와 기름층 사이의 C0 표면
의 적분 방정식은 식 (1a)-(1b)와 같고, 기름층과 바닷물
사이의 C1 표면의 적분 방정식은 식 (1c)-(1d)와 같다.

임피던스 행렬 [Z]성분은 0차 또는 1차 Hankel 함수

__
__ __
__
ik0Z0 ∫ J0y(r′
)G0(r, r′
)dl′
+ ∫ M0l(r′
)n̂0·

_

C0

C0

__ __
__ _ i __ __
_1
∇′
G0(r, r′
)dl′
M
(r
)= Ey(r), r∈C0
0l
2

에 대한 적분 형태이며, 그린 함수와 그린 함수의 미분 값

(1a)

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적분
이 불가능한 지점(singularity)은 해석적 적분(analytical
integration)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값을 모르는 전류 행

__
__ __
__
_ ∫
ik1Z1 ∫ J0y(r′
)G1(r, r′
)dl′
M0l(r′
)n̂0·
C0

렬 [I]는 식 (2)에서 주어진 여기(excitation) 벡터 [V]를

C0

__ __
__
__ __
_
∇′
G1(r, r′
)dl′
ik1Z1 ∫ J1y(r′
)G1(r, r′
)dl′
C1

이용하여 선형 식들을 풀어 구한다. 전류행렬 [I]의 값과

(1b)

펄스기저함수를 이용하여 등가 표면 전류들을 계산하고,

__
__ __
__
__
_1
+ ∫ M1l(r′
)n̂1·∇′
G1(r, r′
)dl′
2 M0l(r)=0, r∈C0

이들을 이용하여 식 (3)을 통해 산란 전계를 계산한다.
__
__ __
__
Es0y = _ik0Z0 ∫ J0y(r′
)G0(r, r′
)dl′
+ ∫ M0l(r′
)n̂0·
C0
C0
__ __
G0(r, r′
)dl′
(3)
∇′

C1

__
__ __
__
_ ∫
ik1Z1 ∫ J0y(r′
)G1(r, r′
)dl′
M0l(r′
)n̂0·
C0

C0

__ __
__
__ __
_
∇′
G1(r, r′
)dl′
ik1Z1 ∫ J1y(r′
)G1(r, r′
)dl′
C1

(2)

바다 표면은 불규칙성을 갖는 거친 표면이기 때문에

(1c)

여러 표면 조각들에 대해 산란 전계를 계산한 다음에 통

__
__ __
__
__
_1
+ ∫ M1l(r′
)n̂1·∇′
G1(r, r′
)dl′
2 M1l(r)=0, r∈C1

계적으로 레이더 산란계수를 계산해야 한다. 각각의 표

C1

면조각에 대해 모멘트 법으로 계산한 전계를 이용하여

__
__ __
__
_ ∫
ik2Z2 ∫ J1y(r′
)G2(r, r′
)dl′
M0l(r′
)n̂0·
C1

C0

__ __
__
__
_1
∇′
G1(r, r′
)dl′
2 M1l(r)=0, r∈C1

레이더 산란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독립적으로 불규칙적인 바다표면을 생성

(1d)

하여 수치해석을 적용하였다. 많은 수의 독립된 거친 표
면 조각에서의 산란 전계를 계산한 후 레이더 산란계수

__
위 식에서 그린 함수(Green’
s function)는 Gn(r ,
__ _ __
__ i (1)
(1)
)= 4 H0 (knΩr r′
r′
Ω)이고, 여기에서 H0 ( )는 first
__ __
은각
kind, 0th order Hankel 함수이다. r, r′

를 식 (4)와 같이 구하였다.
0
spp
= lim

r→∞

2pr
D

{<ΩE Ω > Ω<E >Ω }, pp = vv,hh
s
pp

2

_

s
pp

2

(4)

각 관측점(observation point)과 전원점(source point)
이다. Joy, J1y, Mol, M1l는 C0, C1, 경계에서의 등가 표

3. 수치해석 결과

면 전류(equivalent surface currents)들로,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알아내야 하는 모르는 값들이다.
얻어야 하는 등가 표면 전류들이 적분식 안에 있으므

우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해석 알고리즘의 정확

로 variational 수치해석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여기서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는 대표적인 수치해석 방법인 모멘트 방법을 이용하여

이론 모델들은 단일 층에서만 가능하므로, 기름층이 존

등가 표면전류들을 펄스 기저 함수(Pulse basis

재 하지 않는 1층으로 된 매질 구조에서 산란계수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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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였다. 즉, d=0, 혹은 k1=k2이다. 수치해석을 적용하
기 위해 우선 불규칙적인 거칠기를 갖는 바다 표면을 수
치적으로 생성하였고, 이 표면이 Gaussian 표면 높이
분포와 Gaussian correlation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New Physical Optics(New PO) 모델(Oh, 1996a) 적
용이 가능한 표면 거칠기 변수인 ks=1.23, kl=23.38
(k=2p/l, s=표면 RMS(root-mean-square) 높이, l=
표면 상관(correlation) 길이)를 선택하였고, 바닷물의
유전율이 er2=73.2+64.9i라고 가정하였다. 이 거친 표
면에 대해 모멘트 법/몬테카를로 방법으로 계산된 산란
계수를 이론적 산란모델인 New PO 모델로 계산한 산

Fig. 2. Comparison between the numerical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PO model for a homogeneous surface
with the roughness in the validity region of the PO
model.

란계수와 비교하여 Fig. 2에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VV편파와 HH편파 모두에서 수치해석 계산
결과가 New PO 모델과 비교적으로 잘 일치한다. 거칠
기가 작은 표면에서는 다른 이론 모델인 small
perturbation method (SPM)과 잘 일치한다.
위 결과로 모멘트 법과 몬테카를로 방식의 수치해석
알고리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번에는 이론적 모델로
는 계산하기 어려운 거칠기를 갖는 바다표면과 기름층
이 있는 바다 표면에 대한 레이더 산란계수를 계산하여
그 데이터들을 해석하였다. 우선, 풍속에 따른 파고의
관계(Morchin, 1993)와 풍속에 따른 상관길이의 관계
(Cox and Munk, 1954)를 이용하여 큰 거칠기의 표면
을 생성하였다. 다음에는 Gaussian 높이 분포와
Gaussian correlation을 갖는 작은 거칠기의 표면을

Fig. 3. Comparison of the numerical results between the
composite surface with ripples and the large-scaled
surface without ripples.

생성하여, 큰 거칠기의 표면 위에 작은 거칠기를 중첩시
키는 composite 방법을 이용하여 1차원적으로 거친 바
다 표면을 생성 하였다.

에서는 VV편파에서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거칠기가 중첩된 표면에서 작은 거칠기 표면의

이 결과는 작은 거칠기만 있는 표면에 대해 SPM (또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composite 표면에 대한 레이

수치적 계산)으로 계산하면, 높은 입사각에서 VV편파가

더 후방산란계수를 계산하여 큰 거칠기만 갖는 표면에

HH편파보다 훨씬 더 높은 레이더 후방산란계수를 갖는

서의 후방산란계수와 비교 하였다. 이 경우에는 기름층

결과와 일치한다.

을 고려하지 않았고 (d=0), 풍속은 1.5m/s를 가정하였

1) 기름 두께의 효과

고, 1.27GHz의 주파수를 이용하였으며, 작은 거칠기는
(s=0.4 cm, l=4.4 cm), 큰 거칠기는 (s=4.7 cm, l=89.3

이론적인 산란 모델들과 비교하여 수치해석 알고리

cm)를 가정하였다. Fig. 3은 작은 거칠기(ripple)가 없

즘의 정학성을 검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수치해석 알

이 큰 거칠기만 있는 경우와 작은 거칠기가 중첩된 경우

고리즘을 이용하여 기름과 바닷물의 2층으로 이루어진

의 산란계수를 VV와 HH편파 모두에 대해 비교한 그림

매질 구조의 전자파 산란에 대하여 계산 하였다. 바닷물

이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입사 각도에서는 두

의 유전율은 주파수와 온도, 염도의 함수로 계산되었다

표면에서의 후방산란계수의 차이가 없지만 높은 입사각

(Ulaby, et al., 1986). 여러 종류의 기름에 대한 유전율
–24–

03박성민(21~27)ok2010.3.1210:59AM페이지25

Numerical Simulation of Radar Backscattering from Oil Spills on Sea Surface for L-band SAR

을 아직 이용하지 못하여서, 1.25GHz에서 링 공진기 타

표면 조각에 대해서만 계산하므로 표면 끝 영향에 의한

입의 유전 프로브를 이용하여 측정된 등유의 유전율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er1=2.39 + 0.29i을 이용하였다(Sarabandi and Li,

2) 측정 데이터와의 비교

1997).
같은 거칠기를 갖는 바다표면에서, 기름층이 있을 경

2007년 12월 7일 태안 반도 부근 해상에서 허베이 스

우에 후방산란계수 값의 감소를 보이기 위해 기름층이

피릿호(HEBEI SPIRIT)의 오일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있는 경우와 기름층이 없는 경우의 후방산란계수를 계

이 사고로 총 12,547kl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최종 집

산하여 비교하였다. 이 계산에서 기름층의 두께를

계 되었다. 유출 사고 발생으로부터 4일이 지난 12월 11

0.15l로 설정하였다. Fig. 3은 기름이 유출된 바다 표면

일에 사고 지역인 태안 반도의 해안가를 촬영한 JAXA

에서의 후방산란계수의 값은 기름이 없는 경우보다 낮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ALOS

아지는 것을 보여 준다. 입사각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Advanced Land Observing Satellite) PALSAR

들어 20도 부근에서는 대략적으로 3 ~ 5 dB 정도의 감

(Phased Array type L-band Synthetic Aperture

소를 볼 수 있다.

Radar) FBS (Fine Beam Single) mode 영상을 획득

이번에는 다양한 기름층 두께에 대해 후방산란계수

하였다. 픽셀 해상도 12.5m인 1.5레벨 영상이다. 1.5레

감소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름층 두께가 0.0 l,

벨 영상의 각 픽셀의 값과 후방산란계수와의 관계는 다

0.05 l, 0.1 l와 0.15 l 인 경우에 대하여 VV편파와
HH편파의 후방산란계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Fig.
5 (a)와 (b)는 각각 VV편파와 HH편파의 후방산란계수
감소 추이를 입사각 0도부터 80도 사이에서 보여준다.
예상했듯이 기름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산란계수
감소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VV편파
에서 기름층의 두께가 0.05 l일 때에는 1 dB 이내로 감
소하지만, 0.1 l일 때에는 대략 2.5 dB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0.15 l일 때에는 대략적으로 5 dB 정도의 감소
를 보인다. 65도와 80도 사이에서 기름층의 경우가 오
히려 높게 나오는 경우는 수치해석에서는 유한 길이의
(a)

(b)

Fig. 4. Comparison of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s between
the composite surface with an oil layer and the surface
without the oil layer.

Fig. 5. Reduction of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s by the oil
layer for (a) VV- and (b) HH-pola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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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Rosenqvist and Shimada, 2007).
2

s = 10×log10[A ] + CF

수치해석적 계산 결과가 PALSAR 영상 데이터와 비교
적 일치하지만, 측정 결과가 대략적으로 -2 dB에서 -10

(5)

dB까지 넓게 분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이유는 유출

여기서 A는 1.5레벨 영상의 각 픽셀의 값이고, CF는

된 기름층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이 기름층에 의한

상수 값으로 -83.0dB이고 이 상수의 표준편차는

거칠기 감소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0.64dB이다.

이 수치해석의 결과에서는 낮은 기름층의 유전율에 의

SAR 영상으로부터 유출된 기름의 후방산란계수 값

한 산란계수 감소만을 고려하였고, 기름층에 의한 거칠

을 각각의 VV와 HH편파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바다

기 감소 효과가 반영 되지 못하였으며, 기름층에 의한

표면의 표면 RMS 높이와 상관길이는 촬영 당시의 풍속

거칠기 감소 영향에 대한 이론적, 수치해석적 연구도 가

으로부터 계산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름층의 정확한 두

까운 미래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께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다양한 두께 층의 기름
에 대한 수치해석 계산 결과와 SAR영상으로부터 추출
된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6 (a)와 (b)는 수치해

4. 결 론

석 결과와 SAR영상에서 입사각에 따른 측정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기름층 두께가 0.1 l ~ 0.15 l일 때의

본 논문에서는 기름이 유출된 바다 표면에서의 전자
파 산란을 모멘트 법과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여 계
산하는 수치해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즘
은 기존의 이론적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되었고, 이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유출된 기름에 의한 후방산란계수의
감소를 분석하였다. 기름층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후
방산란계수의 감소 정도는 증가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는 ALOS PALSAR의 측정값과 비교하였고, 비교적 일
치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기름에 의한 거칠기 감소 영향
을 고려하면 측정값과 수치해석의 결과가 좀 더 잘 일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SAR 영상에서 기름층을 발견
하고 SAR 영상에서 기름층의 분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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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with measurement data for oil spills on
sea surface at (a) VV- and (b)HH-pola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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