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第 18 卷 第 7 號 2007年 7月

論文 2007-18-7-16

임피던스 경계 조건, 모멘트 법과 몬테 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논의 산란계수 수치적 계산과 측정 데이터와의 비교
Numerical Computation of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s of Rice
Fields Using the Impedance Boundary Condition, Moment Method
and Monte Carlo Method
홍 진 영․오 이 석
Jin-Young Hong ․Yisok Oh
요 약
본 논문은 논에 대한 전파 산란 특성을 측정하고, 수치적 계산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벼의 수치적 모델링에
대한 전파 산란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피던스 경계 조건과 dyadic 그린함수로부터 임피던스 표면 위(수
면)의 손실 있는 유전체(벼)에 대한 적분 방정식을 유도하였고, 모멘트 법을 이용하여 유전체의 체적 전류를 계
산하였다. 또한, 몬테 카를로 방법을 적용하여 입사 각도 및 편파에 따른 후방 산란 계수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였
다. 1.85 GHz의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논의 후방 산란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계산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Abstract
A numerical algorithm for estimating precise backscattering coefficients of rice fields is proposed and its accuracy
is verified in this paper. After a bunch of rice plants above water surface is modeled with a bunch of randomly oriented
lossy dielectric bodies above an impedance surface and the equivalent volume currents of the lossy dielectrics are
computed using the moment method. Then, the scattered fields of a rice field with many bunches are computed with
a Monte Carlo method, and consequently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 of the rice field is computed for various
incidence angles and polarizations. Finally,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 of a rice field is measured at 1.85 GHz using
an R-band scatterometer system, and these experimental data are used to verify the numerical algorithm proposed in
this paper. It is found that the numerical computation results agree well with the measurement data.
Key words : Moment Method, Impedance Surface, Scattering Coefficients, Dyadic Green’s Function, Monte Carlo
Method

Ⅰ. 서 론
실내와 도심 지역에서의 전파 현상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도외지 지역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며, 우리나라 평야 지
역의 대부분은 논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논에서의

전파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향
후 운용될 아리랑 5호에 Synthetic Aperture Radar(SAR)
가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영상 데이터를 얻을 예정이
며, 이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논에
서의 전파 산란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논의 표면은 물이며, 벼 잎은 손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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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전체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논에 대한 수
치적 모델링은 임피던스 표면 위에 유전체의 다발들
이 분포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임피던스 표면 위
의 유전체에 대한 2차원적인 산란 문제의 수치 해석
[1]
은 이미지 이론을 적용하여 발전해 왔지만 , 수면
위의 3차원 벼 잎에 대한 계산은 매우 복잡하여 산
란계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한, 논을 얇은 유전
체 판들이 불규칙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RT(Ra[2],[3]
diative Transfer) 방법을 적용한 연구 결과 도 있으
나 RT 방법은 계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벼
포기의 구조를 무시하고, 다중산란을 포함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모멘트 법을 적용해 등가 체적 전류를
정확하게 계산함으로써 다중 산란 영향을 무시할 수
[4],[5]
없다는 것이 에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산란을 정확하게 포함하고, 벼 포기 구조를 사실적
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모멘트 법으로 논의 벼 포기
에 대해 정확한 등가 체적 전류를 계산하고 몬테 카
를로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벼 포기가 있는 논의 산
란 계수를 계산하였다.
2장에서는 논을 모델링하기 위한 임피던스 경계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임피던스 경계의
3차원 dyadic 그린 함수를 유도하고, 4장은 적분 방
정식에 대한 모멘트 법의 해석 방법 및 산란 전계 계
산 방법을 유도하였으며, 5장에서는 논의 측정에 사
용된 R 밴드 scatterometer 시스템의 개요와 측정 방
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6장에서는 모멘트 법과 몬테
카를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수치적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1. 논의 수치적 모델링
Fig. 1. Numerical modeling for rice field.

여기에서, η는 경계면의 표준화된(normalized) 임피
던스로서

η = Z/Z 0 = 1/ ε r를

의미하며

cos θ t =

1-( η sin r) 이고 γ는 입사각이다. 임피던스 경
계면이 물처럼 유전율이 높을 경우, 다음 그림 2와
2

같이 전파가 진행하게 되어 임피던스 경계 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반사 계수 식을 얻을
[5]

수 있다 .

(2)
그림 3은 입사파의 입사 각도에 따른 임피던스 경
계 조건의 유효성을 보이는 것으로 E-편파(⊥-편파,

hh-편파)의 경우, 모든 입사각에서 0.1 % 이내의 오차
범위를 나타냈으며, H-편파(∥-편파, vv-편파)의 경
우 80° 미만의 입사각에서 1 %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Ⅱ. 임피던스 경계 조건
벼에 대한 전파 산란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논에 대한 수치적 모델링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
는 그림 1과 같이 평평한 수면 위에 손실 있는 유전
체 실린더(줄기)들과 길고 얇은 유전체 판(잎)들로
사실적인 벼 포기의 구조를 구현하였고, 수면은 임
피던스 표면으로 모델링 하였다.
유전체 표면의 Fresnel 반사 계수는 각각의 편파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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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피던스 경계 조건 적용시 전파의 진행
방향
Fig. 2. Wave propagation of impedance surface.

임피던스 경계 조건, 모멘트 법과 몬테 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논의 산란계수 수치적 계산과 측정 데이터와의 비교

그림 3. 입사 각도에 따른 반사 계수의 오차 범위(%)
Fig. 3. Error rate of reflection coefficients for incidence angles(%).

산란계수를 연구하는 원격 탐사 분야에서 입사 각도
의 측정 및 계산 범위가 주로 20～70° 이내 임을 간
주해 보면 그림 3에 의해 임피던스 경계 조건의 적
[10]
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물의 상대 유전율(73.0,
21.0)은 주파수가 1.85 GHz일 때에 실험식[7, App. E]
에 의해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는 임피던스 경계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유전율의 허용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40°의 입사각
에서 상대 유전율이 10 이상일 경우 0.4 % 이하의
반사 계수 오차를 보였다. 또한, 다른 모든 입사각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
문의 경우 경계면(수면)의 상대 유전율이 (73.0, 21.0)
이므로 임피던스 경계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율이 10 이상인 젖은 흙일 경우에도 적
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경계면의 유전율에 따른 반사 계수 오차 범
위(%)
Fig. 4. Error rate of reflection coefficients of relative
dielectric constants for surface(%).

하였을 때 다음과 같다.

(3)
Dyadic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를

의미한다.
위의 dyadic 연산은 행렬의 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직각 좌표계에서 ∇ 연산자를 풀면 다음
과 같은 행렬 형태를 얻을 수 있다.

Ⅲ. Dyadic 그린 함수
유전체 표면 위의 미소 전류 소스에 대한 그린 함
수를 구할 때, sommerfeld 형태 적분이 가장 많이 사
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실레이션이 크고 계산
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적
절한 적분 변환을 이용하여 적분이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는 임피던스 경계면에서의 dyadic 그린함수를
유도하였다. 자유 공간에서 전기적 전류 J( r ') 의 분
포에 의해 생성되는 전계는 시간 요소를 eiωt로 가정

(5)
자유 공간에서의 그린 함수는 주파수 영역 변환
을 이용하면 다음 식과 같고,

(6)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전파에 대한 그린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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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 H
r

표현된다.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2)
(7)
여기에서

kz=

k

2

2
2
- kx-ky

(13)

이며, dyadic 그린함수

는 자유 공간에서의 dyadic 그린 함수

G 0 ( r , r ') 와

임피던스 평면에 의한 dyadic 그린 함수

여기에서,

G r ( r , r ')

로 정의되며,

,

[6]

로 나타낼 수 있다 .

이다. 따라서,

(8)
이며,

임피던스 표면의 이미지 이론에 의한 dyadic 그린 함
수는 다음과 같은 행렬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g r ( r , r ') 을

계산할 때 적분 변환 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null
과 pole이 심하게 포함되어 있는 Bessel 함수와 유사
한 적분 형태가 나타나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진
다. 이에 임피던스 면에 의한 그린 함수를 효율적으
로 계산하기 위해 다음의 적분 변환 식을 적용한
다[5],[13].

(14)

(9)
여기서, Re(α)>0이며, 식 (2)의 임피던스 면에 대한
편파별 반사 계수를 α, β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반사 계수를 구할 수 있다.

(10)
여기에서, α=k0/η, β=k0η, k0 cosγ =kz이다. 위 식
을 식 (7)에 대입하면, 임피던스 면에 대한 그린 함수
는 다음 식과 같다.

(15)

Ⅳ. Moment Method를 이용한 전파
산란계수 계산
4-1 적분 방정식
손실 있는 유전체의 전파 산란 문제에서 3차원 유
전체의 전체 전계는 등가 체적 전류를 이용하여 표
현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여 미지 전류의 함수인
적분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우선, 적분 방정식에서
의 입사 전계와 산란 전계에 대한 방향 성분을 각각
( h i , v i , k i ),( h s , v s , k s ) 로

표현할 수 있다

[12],[14]

(11)
위 식의 첫 항은 공기 중의 image 그린 함수와 같
고, 두 번째 항은 continuous image의 그린 함수와 같
다. 임피던스 표면의 이미지 이론에 의한 그린 함수
를 편파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로
822

.
체적 등가 이론을 적용하면 다음 식과 같이 3차원
의 유전체에 대한 전체 전계를 등가 체적 전류로 표
현할 수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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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체 전계는 입사 전계와 산란 전계로 구성
되며 각각의 전계는 다음 식과 같다.

여기에서,

(17)

(24)

(18)
위 식들을 적용하여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적분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25)
δpqδmn은 Kronecker 델타 함수이고 p, q=x, y, z이
며,

(19)
미지 전류를 포함한 위 식의 정확한 해석이 알려
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모멘트 법을 적용
한 수치 해석 방법을 이용해 해를 구하였다.

r n, r m 은

matching point와 적분 point의 위치 벡

터이다.
임피던스 행렬[Z]의 비 대각 요소는 각 cell의 중
심점 주변을 아래의 식들을 이용하여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고, 대각 요소(selfcell)는 적분 과정에서
singularity가 발생하며 이 singularity를 제거하기 위
해 selfcell의 중심점

4-2 모멘트 법(Moment Method)
본 논문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함수인 펄스
기저(pulse basis) 함수와 점 매칭(point matching)을
이용하였으며, 위 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11].

(20)
여기에서 L[J]는 식 (19)의 왼쪽 항이고, V는 식 (19)
의 오른쪽 항이다. 다음 식은 펄스 기저 함수를 이용
하여 유전체 내의 미지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r n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a인

작은 구체적(=vε)를 위치시켜 대수적으로 계산하고
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치적으로 체적 적분한
[5]
다 .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Singularity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
명하였다. 임피던스 행렬은 다음 식과 같이 재구성
할 수 있다.

(26)
여기에서,

(21)

(27)

위 식을 식 (19)에 적용했을 때 각 cell(∆vm)의 중
심점에서 성립되고 점 매칭을 이용하면 N 개의 식이
생긴다.

(28)

(22)
위 식의 적분 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이 행렬 방정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9)

(30)
(23)

(31)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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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q의 각 연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4)
임피던스 행렬의 각 요소

(32)

[ V nq ]

pq
[ Z mn
]와

여기 벡터

가 계산되면, 유전체 내의 미지 전류 [ I mp ] 는

행렬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역 변환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45)

(33)

체적 전류 J 가 결정되면, far field 관측점에서의
산란 전계는 다음과 같다.

(34)

(35)

(46)

(36)

(47)
(37)
여기서 i=0, 1, 2, f0(z)= zm－zn, f1(z)=zm+zn, f2(z)=zm+zn+
iv이다. 각 cell이 충분히 작다는 가정하에 observation
cell에 대한 적분은 다음의 식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38)
E-편파의 입사파에 대한 여기 벡터

[ V nq ] 는

다음

과 같다.

(39)
(40)
(41)
또한, H-편파의 입사파에 대한 여기 벡터

[ V nq ]

는 다음과 같다.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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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산란계수 측정 결과와 비교
측정 장소는 수원에 위치한 농업과학기술원의 연
구용 논으로 선정하였고, 여기에 측정 타워를 설치
하였으며, 안테나 세트를 삼각대에 고정하여 타워
위에 설치한 후 각도 별 30번씩 안테나를 이동하면
서 전파 산란을 모든(vv, hh, vh, hv) 편파에 대해 측
정하였다. Scatterometer의 송수신기로는 네트워크 분
석기(HP8753D)를 사용하였고, R 밴드 표준 혼 안테
나 두 개를 동축선으로 송수신기에 연결하여 간단하
게 full polarimetric scatterometer 시스템을 구성하였
다. 측정 주파수는 1.85 GHz를 중심으로 500 MHz의
대역폭에서 측정하였다[8].
지표면에서 안테나까지의 높이(h)는 3.4 m 였으며,
입사각 30°, 40°, 50°, 60°에서 측정하였다. 보정용
target으로는 trihedral 전파 반사기를 사용하였으며,
전파 반사기 측정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스티로폼
위에 올려놓고 빔이 지면에 도달하는 중심 거리(ro)
만큼의 거리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당시 벼의 생태 조건은 모내기 후 12일이 경
과한 5월 29일에 해당하며 벼의, 평균 길이는 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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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대 수직각도 10 , 잎 평균 두께 0.05 cm, 잎 평균
폭 0.8 cm, 벼의 수분 함유량 71 %, 벼 한 포기당 평
균 줄기 수 8개, 줄기 당 잎의 평균 개수 2.6개, 벼
포기 사이의 거리는 각각 30 cm, 15 cm 였다.
논에 대한 전파 산란 계수 계산을 위해 모멘트 법
을 적용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멘트
법의 정확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은 자유 공간의 손
실 있는 유전체에 대해 모멘트 법의 계산 결과와 이
론 모델(PO, GRG)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기존의 알
려져 있는 정육면 유전체의 RCS(Radar Cross Section)와 모멘트 법으로 계산된 결과를 비교함으로 정
확성을 검증하였다. 우선, 자유 공간에 아주 얇은 타
원형의 유전체에 대해 모멘트 법으로 RCS를 계산하
고, 이론적 모델인 PO(Physical Optics), GRG(Generalized Rayleigh Gans)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타원
형의 유전체는 장축이 8 cm, 단축이 3.5 cm, 두께가
0.04 cm, 상대 유전율(19.2, 6.4)이며, 5.3 GHz에서
cell 크기는 0.3 cm×0.3 cm (λ/18.8 ×λ/18.8)이고,
975개의 cell 개수에 대해 4장에 설명한 모멘트 법을
적용하여 RCS 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이론적인 모
델들과 비교한 결과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15]
. 또한, 한 변의 길이가 a=λ/5,εr =9인 정육면 유
전체에 대한 bistatic 산란 계수를 모멘트 법과 기존
에 알려져 있는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모멘트 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5].
실제 논에서 벼는 길이, 폭, 두께 등 모든 생태 변
수(biomass)가 불규칙한 특성을 보이며, 이양기에 의
해 심어진 벼 사이의 간격 또한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catterometer를 이용한 논(distributed
target)의 측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안테나가
보는 위치에 따라 입사 각도가 같을지라도 측정 결
과가 계속 변화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측정은 독
립적인 측정 샘플들을 최대한 많이 얻은 후 측정값
의 평균을 취함으로써 측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벼의 불규칙성을 고려한
전파 후방 산란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몬테 카를로
방법을 적용하였다. 임피던스 표면 위에 벼 잎들을
랜덤하게 위치시켜 N 개의 독립된 샘플을 생성하고,
각각의 샘플에 대해 4장에 설명한 모멘트 법을 적용
하여 산란 전계를 계산한 후 다음 식에 대입하여 산
란 계수를 구함으로써 계산값의 오차를 줄일 수 있

었다.

(48)
A는 각 샘플의 면적을 나타내고, N은 전체 샘플의
개수이며, N ≥50일 때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장에 있는 벼의 생태 변수(biomass)에 대한 평균
측정값에서 벼 잎의 길이, 두께, 폭, 각도 등을 실제
의 벼 상태와 유사하게 하기 위해 랜덤 변수로 정하
였고, 벼 잎 길이의 경우, 1.0 cm 의 표준편차를 적용
하고 계산하였다.
3 차원 모멘트 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컴퓨
터 자원을 필요로 하며, 다음 그림 5와 같이 16개의
벼 포기(4×4)에 대해 계산하였으며, 몬테 카를로 방
법을 적용하기 위해 랜덤 샘플 50개를 생성하였다.
다음 그림은 모멘트 법 및 몬테 카를로 방법을 이
용하여 계산한 전파 후방 산란 계수와 scatterometer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값과 측정값이
모든 편파에서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계산 샘플 수를 증가시킨다면 정확도가

그림 5. 수치적 계산에 적용된 논의 구조
Fig. 5. Generated numerical rice fiel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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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전파 산란 계산값과 측정값이 모든 편파에
서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후방 산란 계수만 계산하였으나, 다른
산란 각도에서도 전파 산란을 계산할 수 있다. 향후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계산의 정확도 및 속도를
향상시킨다면 벼의 모든 생육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전파 산란 계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외지 지역에서의 전파 현상에 대한 이해와 향후
운용될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5호의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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