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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위탁연구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상에 대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ArcSAR (Arc Synthetic 

Aperture Radar)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획득 자료의 영상화를 위한 해석 기

법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있다. 특히 당해 연도 과제에서는 제작된 ArcSAR 시

스템을 차량에 탑재하여 차량의 신속한 이동 및 시스템 운용에 대한 가능성과 안정

성을 확인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획득된 자료의 영상화 및 해석 알고리즘

의 개발을 통해 지상에 대한 정밀 측정 가능성 확인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ArcSAR 이전에 SAR의 원리를 지상에 적용한 GB-SAR(Ground-Based 

Synthetic Aperture Radar) 시스템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국내에서도 개발된 바 있다(Cho et al., 2006). GB-SAR를 통하

획득된 자료를 SAR 영상화 기법을 통하여 지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영상화하였고

(Lee et al., 2007), 안정적인 반복실험과 이에 대한 간섭기법(interferometry)을 

통해 지상 산란체의 움직임을 mm 단위로 확인하였다(Lee et al., 2007). 하지만 

항공기나 인공위성의 궤도에 해당하는 GB-SAR 시스템의 선형 레일은 정밀한 설

치를 필요로 하며, 벡터 네트워크분석기(Vector Network Analyser, VNA)를 비

롯한 실험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싣기 위한 플랫폼의 무게와 부피가 커서  

GB-SAR 시스템의 설치나 이동이 쉽지 않은 편이다. 또한 레일의 길이가 물리적

으로 제한되어 관찰지역에 대한 해상도 또한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

러한 GB-SAR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과제에서는 ArcSAR 시스템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ArcSAR의 경우 원형 레일을 탑재하여 스캔 길이를 넓히고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플랫폼을 차량에 탑재함으로서 이동 및 설치에 따른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 실험 장비를 플랫폼에 장착하고 차량을 이용한 신속한 이동을 통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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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이었던 스캔 길이는 선형레일이 아닌 아크 형

태를 가지고 붐(boom) 형태로 제작하였다. 아크 형태로 인해 더 긴 스캔 길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붐 길이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더 긴 

길이의 스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한편, GB-SAR와 전통적인 SAR의 경우 방위

각 180°이내에서 스캔하는 side-looking인데 반해, ArcSAR는 모드에 따라서 방

위각 360°를 모두 스캔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ArcSAR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차량 탑재 ArcSAR 시스템을 통

한 자료를 이용하여 영상화를 구현함으로서, ArcSAR 시스템의 완성도를 시험하고

자 하였다. 

1.3 연구개발의 범위

본 연구의 개발 범위는 아래와 같다. 

 ○ ArcSAR 시스템의 개념 정립 

 ○ ArcSAR 시스템 구성의 최적화 및 차량 탑재

 ○ ArcSAR 영상화 자료처리 알고리즘 구현 

 ○ ArcSAR 자료 획득 및 영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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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GB-SAR는 영국(SCEOS, 2005), 이탈리아(Noferini et al., 2005), 일본

(Hamasaki et al., 2004) 등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 중

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강원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합작으로 매우 정밀한 

GB-SAR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용중이다.

○ JRC와 EU(Italy)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LISA 시스템을 활발하게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산사태, 눈사태, 지반침하 장기 관측 등에 사용하기 위

해 실용화를 하고자 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자동차용 SAR 시스템이 구현된 바 있으나(Cho et al., 2006), 이

는 안테나를 차량에 탑재하여 운행하면서 SAR 영상을 획득하는 장치로서, 고정밀 

반복측정은 불가하다.

○ ArcSAR는 Garmatyuk and Narayanan (2002)에 개념이 개발되어 초광폭밴

드를 이용한 근거리에서 시험된 바 있다.  

○ 2010년 5월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의 Kompsat-5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SAR를 

비롯한 차세대 SAR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고해상도, 다편광 영상을 통해 SAR 활용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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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위탁연구사업의 내용 및 결과

3.1. ArcSAR 개념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시스템은 sensor를 탑재한 플랫폼이 이동하

며 송신과 수신을 이루어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는 영상레이더 시스템이다. SAR

를 통한 장기관측을 이용할 경우 지반침하량 계측, 사면 안정성 평가, 눈·산사태 

감지와 같은 인공 및 자연 구조물의 안정성 판단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개발 및 운용중인 SAR는 인공위성 및 항공기 SAR와 GB-SAR이다. GB-SAR는 

전통적인 SAR를 지상에 적용한 것으로서 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지상

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실험의 목적에 따라 시스템의 변경이 자유롭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장소와 시간의 선택이 자유롭고 안테나의 교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더 큰 장

점은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SAR의 경우 플랫폼은 지속

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이동간에 송신과 수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GB-SAR의 경

우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며 측정을 하게 되고,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측정이 가능하

여 SAR 간섭기법에서의 기선의 길이를 영(zero-baseline)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ArcSAR는 GB-SAR의 장점에 추가적인 장점을 지니게 된다.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와 GB-SAR의 경우 이동은 각각 비행궤도와 설치된 rail 위에서의 

움직임인 linear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ArcSAR는 이러한 linear한 플랫폼의 움직

임을 원형으로 대체시킨 것으로 차량 위에 원형 레일을 탑재하여 레일 위를 마이크

로파 안테나가 정밀하게 원형 이동하면서 송신이 이루어지고, 반사되어 온 마이크

로파를 측정한 후 SAR 영상 처리기법을 통해 영상을 구현하게 된다. 이 경우, 얻

게 되는 장점은 합성 구경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해능이 향상될 수 있

다는 점이고, 또 다른 장점은 차량에 탑재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의 대

처가 매우 빠를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GB-SAR의 장점인 시간과 장소의 선택, 장

비의 교체의 수월함은 유지하게 된다. 

 Table 1은 GB-SAR와 ArcSAR를 비교한 것으로 분해능 측면에서 합성 구경의 

길이를 늘이며 영상 영역을 확장한 ArcSAR의 성능이 GB-SAR에 비해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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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하였다. 해석 알고리즘의 경우 GB-SAR는 직선형 레일을 사용하는 반면 

ArcSAR는 원형의 레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SAR focusing 기법이 필요하

였다. Table 1은 GB-SAR와 ArcSAR에 대한 비교 자료이다. 

Table 1. GB-SAR와 ArcSAR의 비교

GB-SAR ArcSAR(World first)
Scan type Linear Arc

RF stability Stable Stable

Resolution High
Higher due to wider

azimuth bandwidth

Installation Ground-fixed
Automobile

: higher mobility
SAR focusing Conventional New

Major 

application

DInSAR 

for change detection

Emergency Mapping

(until now)

DInSAR 

for chang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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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rcSAR 시스템 구성과 설계

  

  Fig. 1과 2는 ArcSAR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 및 배치를 나타낸다. VNA를 포

함한 모든 RF 장비는 턴테이블 위에 위치하며, 전원은 하부에서 슬립링을 통하여 

공급된다. 중앙과 안테나 하부에 각각 위치하는 2개의 모터에 대한 통신 케이블도 

슬립링을 통하여 연결된다. 모든 RF 장비는 상부의 턴테이블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

형 rail의 회전에 의한 cable의 꼬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VNA(Fig. 3)에서 발생된 

stepped-frequency는 RF-power amplifier(Fig. 4)를 거쳐 PXI(Fig. 5)에 슬롯 

형태로 장착된 RF switch에 도달한다. 산업용 PC인 National Instruments사의 

PXI는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를 슬롯 형태로 삽입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서 

실험간 불필요한 부피를 줄이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RF switch는 안테

나의 vertical과 horizontal port에 연결되어 자동으로 변경되며 측정을 하기 때문

에 다편파 측정이 가능하다. 수신용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반사파는 RF switch를 

거쳐 VNA에 전달되며, GPIB to USB로 연결된 PXI에 도시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은 PXI에 설치한 그래픽 기반의 제어계측 소프트웨어인 Lab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PXI에 무선 네트워크 USB 어댑터를 장착하여 차량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운용 시 차량에 사람이 있

을 경우 차량의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이

다. 

 본 연구에서는 X-band 안테나(Fig. 6)를 사용하여 지상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사

용된 X-band 안테나의 제원은 Table 2에 나타내었고, X-band 안테나용 

amplifier의 제원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쓰이는 안테나는 구비 여부에 

따라 L, C, X, Ku 등의 다양한 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Fig. 7은 

X-band 안테나를 장착하고 실제 실험중인 영상이다. 한 위치에서 모든 편파에 대

한 자료가 획득된 후 시스템은 원형 레일을 따라 다음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는 턴테이블의 중앙 하부에 위치한 메인 모터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턴테이블이 

360°회전하는데 소요되는 메인 모터의 step은 50,000 step으로 1°이하의 정밀

한 움직임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안테나 하부에도 m-driver라는 작은 모터가 위

치하며 안테나의 움직임을 제어하게 된다. 이 모터의 경우 360°회전 시 

4,200,000 step이 소요됨으로써 역시 매우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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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회전에 대한 설계도면을 Fig. 8에 나타내었다. m-driver의 움직임에 따

라 ArcSAR의 측정 방법은 두 가지 mode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m-driver

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로 메인 모터만 360°회전하며 측정하는 Scan-mode이고, 

둘째는 중앙 모터의 이동 각도만큼 m-driver가 반대로 이동하며 일정한 방향

(180°)만을 바라보는 경우로 Spot-mode이다. Spot mode의 경우는 GB-SAR의 

한정된 rail 길이에 대한 보완 mode로 판단하면 된다. 두 가지 mode에 대한 간략

한 개념도를 Fig. 9와 10에 나타내었다. 

 실험 준비가 완료되면, 시스템은 차량의 위쪽으로 올려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지

난해까지의 계획은 차량의 상부에 ArcSAR 시스템이 탑재되어 이동 및 실험을 하

는 것이었으나, 시스템의 무게로 인한 차량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변경이 불가

피하였다. 이에 따라 시스템은 평상 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mighty 2.5 톤 차량

(Fig. 11)의 내부에 위치하고, 측정 간 내부에 설치한 테이블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의 상부로 올리는 방법을 택하였다. 테이블 리프트는 평소 차량의 내부에서 60 

cm의 높이로 유지되며, 실험을 위해 최고 2 m 높이로 상승하게 된다. 테이블 리프

트의 평소와 변경 후  영상은 Fig. 11과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테이블 리프

트를 차량의 내부에 설치하기 위하여 차량의 개조가 필요하였는데 개조에 대한 도

면은 Fig. 13에 나타내었다. 평상시 차량은 지붕이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이나, 측

정 시에는 지붕이 열리면서 시스템을 장착한 테이블 리프트를 올리게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붕의 방수작업도 수행되었다. 차량의 개조 및 시스템의 구성은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앞서 밝혔듯 GB-SAR의 단점을 보완한 ArcSAR의 장점으로 길어진 Scan 

길이를 들 수 있는데, Spot-arm의 최소 길이는 반경 2 m이며, 최고로 확장시켰을 

때의 길이는 두 배인 4 m이다. Scan-arm을 포함한 ArcSAR의 설계도면은 Fig. 

14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실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ArcSAR 탑

재 차량의 측면 영상을 Fig. 15와 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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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cSAR의 개념도 - RF 및 모션 부분

Fig. 2. ArcSAR의 개념도 - 슬립링을 이용한 power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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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ector Network Analyzer

Fig. 4. RF-power amplifier

Fig. 5. P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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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band Antenna

Fig. 7.  X-밴드 안테나가 장착된 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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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rcSAR 회전 기구부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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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rcSAR Scan mode

Fig. 10. ArcSAR Spo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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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cSAR 탑재차량의 측면 모습

(b) ArcSAR 탑재차량의 후면 모습

Fig. 11. ArcSAR 탑재 차량 - 이동 및 주차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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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cSAR 탑재차량의 측면 모습

(b) ArcSAR 탑재차량의 후면 모습

Fig. 12. ArcSAR 탑재 차량 - 자료획득 운용 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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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rcSAR 탑재 개조를 위한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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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rcSAR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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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방 관측 모습

(b) 후방 관측 모습

Fig. 15. Scan-arm 2 m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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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방 관측 모습

(b) 후방 관측 모습

Fig. 16. Scan-arm 4 m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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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험결과
Frequency [GHz] 9.65 ± 0.5
Return loss [dB] -14.3 max

Isolation [dB] -40 max

Gain [dBi] 21.7 min
Connector Type N female

Input Impedance [Ω] 50

model Code
5514-HFM8G8L8E 8 - 10.5 GHz, 6W

Table 2. X-band Antenna 제원

Table 3. X-band Antenna용 amplifier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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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rcSAR 해석 알고리즘

 

   ArcSAR 시스템은 기존의 linear 한 SAR 시스템과는 달리 직선이 아닌 원형의 

궤적을 따라 안테나가 이동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자료처리의 방법으로는 영상화를 이

룰 수 없다. 따라서 아크합성구경 레이더 시스템의 영상화 기법을 고안하였다.

아크합성구경 레이더 시스템은 안테나를 붐의 끝에 고정시키고 전방위적으로 연속 

영상을 얻는 Scan mode와, 안테나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원형 

궤적을 통해 자료를 얻는 Spot mode로 나뉜다. 영상화 처리 시간과 컴퓨터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Deramp-FFT 극좌표 영상화기법은 Spot mode에서 효율적으로 적

용되었다. 또한 Scan mode에서는 자료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Range-Doppler 극좌

표 영상화기법이 효율적이다.

3.3.1. Spot mode영상화: Deramp-FFT 극좌표 영상화기법

   먼저, Spot mode를 위한 deramp-FFT 기법의 극좌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직

교좌표에서는 에 위치한 한 점산란체는 극좌표상에서는 거리와 방위의  

으로 표현된다(Fig. 17). 이 산란체에서 얻어진 원시 자료를 base-banded 후 거리

방향의 해밍 필터 (Range Hamming Filter)를 적용시킨다(Fig. 18). 이 신호를 역푸

리에 변환을 하여 거리압축(range compression)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

다.

  
 


 

,     

  여기서 방위 는 안테나의 각도이며 은 Spot mode에서 자료가 얻어진 방위각 

영역이다. 원형 레일의 중심에서  안테나까지의 길이가  일 때, 안테나에서 목표지

점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위 식을   을 중심으로 테일러 시리즈(Taylor series)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이를 계산하면,



- 24 -

  
   cos , 

′ 

sin



,

″ 
 

cossin′
           

Deramp-FFT는 먼저 단일 목표점에 대한 거리의 함수를 이용하여 거리 방향으로 

정렬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리이동(range migration)이라고 한다. 영상화를 위한 

deramp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이를 이용하여 아래의 아크 매칭 필터 (arc matched filter)방법을 통해 영상화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수신 신호의 정의구역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C는 

레일에서 산란체를 비추는 안테나의 중심 위치, 는 안테나의 해당 레일 구간의 

폭인 아크의 길이를 의미한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sinc






즉, 위의 sinc 함수는  


에서 최대 peak를 가지며 half power width로 정

의되는 해상도는   


을 가진다. 따라서  


에서 영상화가 이루어지며 해

상도는  


 


와 같이 된다. 이 식을 이용하여, 극좌표인   영상을 

직교좌표인 로 전환하는 기하보정(geocoding)과정이 필요하다(Fig. 19).

 Deramp-FFT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deramp 함수를   일 때를 

가정하여 ″   


로 만들어 간소화 시킨다. 이 때문에 Spot 영상의 중심 영

역인   에서 정확하며, 주변으로 갈수록 약간의 영상 왜곡이 생긴다. 따라서 

Deramp-FFT 기법은 영상의 폭이 좁은 아크합성구경레이더 Spot mode에 적합하

다. 그리고 일정한 각도 영역을 가지는 여러 개의 영상을 조합하여 전방위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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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합성하여 아크합성구경 Scan mode영상화를 이룰 수도 있다. 

 

  3.3.2. Scan mode영상화 : Range-Doppler 극좌표 영상화기법

   Scan mode에서는 원형 레일을 따라 연속적으로 자료가 얻어지고 전방위적 영

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Range-Doppler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좌

표를 기준으로 자료가 얻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수식 전개가 필요하다. 또한 영상화

가 극좌표인   영역에서 먼저 얻어진 다음, 직교좌표인  영역으로 이동

되는 과정이 수반된다. 

한 점  에 위치한 산란체에 대한 Range-Doppler 극좌표 기법의 자료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리압축 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 

  


 for Scan mode.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cos   

이다. Deramp-FFT와는 다르게 위 식을   를 중심으로 테일러 전개하면 다음

과 같다.

    ′  

″ 
 

″′ 
 ⋯

이를 계산하면,

     , 

′   ,

″  


  


 

이다. 위 식을 wavenumber Doppler parameter로 바꾸어주면,

   


  


  

 ⋯

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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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따라서 수신 신호는   

     
 





   



로 표현된다. 이 신호는 azimuth linear chirp을 형성한다. Range-Doppler 극좌

표 알고리즘에서의 영상화를 위한 filter로서 다음을 사용한다.   

    
    

  , 

 


 for Scan mode,  

이를 이용하여 다음의 아크 매칭 필터(arc matched filtering)를 수행하면 SAR 영

상화가 이루어진다. 

   ′ ′′
  해당 적분구간의 중심을 C, 그 폭을 합성구경의 아크를 라고 할 때, 적분 구간

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C는 레일에서 산란체를 비추는 안

테나의 중심 위치, 는 안테나의 해당 아크의 폭을 의미한다. 위 식을 계산하면 다

음과 같이 영상화가 이루어진다.

 
 


  







  


 






sinc












실제 자료처리는 FFT를 이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위 신호는   에서 최대값 

를 가지며, azimuth bandwidth는    


, 해상도는  

  
이다. 위

상(phase) 또한  


  로, 극좌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최종 영상화 단

계에서 이를 직교좌표로 바꾸어주는 기하보정이 필요하다 (Fi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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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azimuth
Arc

  

Fig 17. 아크합성구경레이더 영상 기하



- 28 -

 거리 압축

거리 이동

Deramp 함수 곱

아크 푸리에 변환

기하보정

거리 해밍 필터

아크 해밍 필터

원시 자료

출력

아크 푸리에 변환

거리 이동

아크 해밍 필터

아크 역푸리에 변환

아크 매칭 필터

기하보정

(a) Deramp-FFT 알고리즘 (b) Range-Doppler 알고리즘

출력

Fig 18. ArcSAR 영상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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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rcSAR Spot mode시뮬레이션 영상 (Deramp-FFT 극좌표 영상화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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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rcSAR Scan mode시뮬레이션 영상 (Range-Doppler 극좌표 영상화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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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rcSAR 자료 및 영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영상화를 성공한 이후로 실제 ArcSAR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 장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본관 건물 뒤편으로 잔디밭과 주차장

을 관찰지역으로 설정하였다(Fig. 21). Fig. 21에서 왼쪽의 빨간 네모는 Arc-SAR 

탑재 차량이 위치한 곳이며, 180°에서 360°까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측정하였

다. 잔디밭의 앞부분에는 가로수가 촘촘히 존재하였으나 ArcSAR 차량의 수직 방향

으로는 약 10 m 가량 존재하지 않았다. 노란색 v로 표시한 것은 trihedral corner 

reflector로써, 강한 반사를 일으키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시스템에서 바라본 영상을 

Fig. 22에 나타내었다. reflector의 간격은 차량으로부터 가까운 곳의 2개는 횡으로 

10걸음 거리이며, 뒤쪽의 reflector는 두 개의 reflector의 사이(5 걸음씩)에서 뒤쪽

으로 15걸음 거리이다. 잔디밭의 끝에는 주차장이 있으며, 그 뒤편으로는 지질자원연

구원의 강당동이 위치한다. Scan mode 실험은 두 번 수행되었는데, 중앙의 메인 모

터의 step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먼저 수행한 실험은 step 간격을 100 step으로 설

정하여 얻은 영상이다. 100 step은 degree로 환산 시 0.72°, GB-SAR와 같은 

linear 한 경우로 가정 시 약 2.5 cm spacing이다. 측정시간은 5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로 주차장의 차는 모두 차 있는 상태였고 주변의 이동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두 번째 실험은 step 간격이 200 step인 경우로, degree로는 

1.44°, linear 로 가정 시 약 5 cm spacing이다. 측정시간은 6시부터 6시 35분까지

로 주차장의 차의 이동이 잦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험 종료 시 대부분의 차는 빠져

나간 상태였다. 실험 시의 parameters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두 실험은 step수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Fig. 22는 Arc-SAR system의 step 간격을 100 step으로 설정하여 얻은 영상

이다. 전체적으로 reflector의 신호와 차량에 의한 신호, 그리고 가로수에 의한 신

호는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reflector의 거리는 횡:종의 비율이 2:3으로 잘 나타

나고 있다. 하지만, 본관이나 강당동에 의한 신호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Fig. 

23는 200 step인 경우로, 100 spacing의 결과와 비슷하게 reflector의 신호와 차

량에 의한 신호, 그리고 가로수에 의한 신호는 잘 나타나고 있다. reflector의 신호

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으로 생각되는 지점의 신호는 100 spacing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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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nna X-band(9.65 GHz ± 1GHz)
IFBW 1 kHz

Number of points 1601
Power VNA(0 dBm) + Amp(6W, 약 37.78 dBm)

Using polarization full-polarization(VV, VH, HV, HH)
Scan arm 2 m

해서 작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에 의한 신호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해상도의 경우 차에 의한 신호가 100과 200 spacing에서 

모두 분류되어 표현되었으나, 100의 경우가 더 또렷하게 표현되었다. 이에 따라 좁

은 간격의 spacing의 영상 판독 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ArcSAR Scan mode 실험의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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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ArcSAR 실험 지역(google earth 영상)



- 34 -

Fig. 24. 시스템에서 바라 본 관찰지역

Fig. 23. 100 step Scan mode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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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200 step Scan mode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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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 GB-SAR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며 이동의 신속성과 합

성 구경의 길이 연장을 이루는 ArcSAR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다. 기존 계획과

는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었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현재 가

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획득된 ArcSAR data의 처리 기술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

으며, 향후 SAR의 개발을 대비한 원천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ArcSAR 

data의 확보로 인해 GB-SAR data와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두 시스

템간의 장단점 및 정밀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 GB-SAR 시스템과 함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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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현재 ArcSAR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의 완성을 통해 재난 및 재해 등 신속한 영

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용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급형 SAR 측정장치 및 원격제어 모듈 개발에 개념 및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ArcSAR 영상화 프로그램의 경우 아직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완료될 경우 실용화 및 제품화가 가능하다. ArcSAR를 사업화 할 

경우 ArcSAR의 모듈 판매가 가능하고, 전문 설계 기업 및 공공 기관에 서비스의 

이전이 가능하다.

 차량 탑재형 레일 시스템을 가진 ArcSAR의 구현과 ArcSAR 영상화 알고리즘의

개발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새로운 SAR 처리기술의 원천 기술력을 확보

하게 된다. 이는 SAR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원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 시스템의 

개념 설계를 위한 이용, 마이크로파와 산란체간의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현장에서 

규명할 수 있고, 지반침하, 사면 안정성, 산사태, 눈사태 등 다양한 재해 방지에 활

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활용을 위하여 댐, 사면, 침하지역, 눈, 건물과 같

은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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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탁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GB-SAR는 레일과 같이 지상에서 안정적인 안테나의 움직임을 통하여, 일반적인 

SAR 시스템과 유사한 영상 획득 원리로 산란체의 마이크로파 반사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지상 SAR 시스템으로, 유럽에서는 LISA를 이용해 산사태 지역을 간섭기

법을 통해 모니터링 한 연구결과를 발표 한 바 있으며 (Leva et al., 2003), 일본

과 호주에서는 Pol-GB-SAR (Polarimetric GB-SAR)와 In-GB-SAR

(Interferometric GB-SAR) 시스템 개발(Hamasaki et al,, 2005; Zhou and

Cloude, 2005)이 발표된 바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및 시험운용 단

계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훈열 등(2007)에 의해 GB-SAR 시스템 및 영상

처리기법 개발이 연구되고 있다.

 GB-SAR는 반복측정을 통해 mm 이내의 변형까지 감지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

를 자랑하나 이를 위해서는 레일을 모니터링 위치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고정밀 레

일의 제작비용이 매우 비싸며, 측정 장치의 운반과 설치 역시 매우 복잡한 작업이

다. 이러한 GB-SAR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 원형레일을 

탑재하여 신속한 기동을 확보하고 합성구경의 길이를 늘이며 영상 영역을 확장한 

Arc-SAR 개발을 위한 개념설계를 제시하였고, 실제 제작에 성공하였다. 또한 시

뮬레이션과 실제 획득 data를 통한 ArcSAR 영상화를 통해 시스템의 활용도를 확

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 시스템의 개념 설계를 위한 이용, 

마이크로파와 산란체간의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현장에서 규명할 수 있고, 지반침

하, 사면 안정성, 산사태, 눈사태 등 다양한 재해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지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용 SAR 시스템이 구현된 바 있으나(Cho et al., 2006) 

이는 차량에 안테나를 탑재하여 차량이 달리면서 SAR 영상을 획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차량 위에 레일을 탑재하여 고정밀의 영상을 획득하는 것과는 개

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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