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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nd Amplifier X-band Amplifier

Operating Frequency [GHz] 2 ~ 6 8 ~ 10.5

Input Overdrive [dBm] Max : 6 ·

Output Power [W] 2 6

Power Gain [dB] 34 ·

SMA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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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parameters C-band X-band

Center frequency [GHz] 5.3 9.65

Range bandwidth [GHz] 0.6

IF BW [kHz' 1

Number of sampling 1601

Power [dBm] VNA 0 + Amp 33 VNA 0 + Amp 37.8

Azimuth Step [m] 0.05

Azimuth length [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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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1      data_directory

1 output_file_head(fohead)

4 number_of_channel

VV VH HV HH  output_channel_head

5.0 5.6 1601    frequency(start,stop)[GHz],number 

0.25 Antenna_azimuth[m]

0 5000 50 Rail(start,stop,step)[mm]

2 2 FFT_fold(interpolation)

0. R_center

3 Focusing_selection

1: Deramp-FFT

2: Range-Doppler

3: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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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rapped phase

(radian)

wrapped phase

(radian)

-10 2.566(= -10 + 4π)

-8 -1.717(= -8 + 2π)

-6 0.283(= -6 + 2π)

-4 2.283(= -4 + 2π)

-2 -2

0 0

2 2

4 -2.283(= 4 - 2π)

6 -0.283(= 6 - 2π)

8 1.171(= 8 - 2π)

10 -2.566(= 10 - 4π)

RMS

Error

VV VH HV HH

phase

(radian)

length

(mm)

phase

(radian)

length

(mm)

phase

(radian)

length

(mm)

phase

(radian)

length

(mm)

08/11/03 1.008 4.54 1.021 4.60 0.930 4.19 0.948 4.27

09/04/22 1.085 4.89 1.042 4.69 1.016 4.58 1.059 4.77

09/07/22 0.543 2.45 0.546 2.46 0.555 2.50 0.547 2.46

09/02/06 0.931 2.30 0.817 2.02 0.756 1.87 0.914 2.26

09/02/08 0.965 2.38 1.004 2.50 1.124 2.78 0.992 2.45

09/02/09 1.201 2.97 1.255 3.10 1.296 3.20 1.178 2.91

09/07/29 1.501 3.71 1.503 3.71 1.480 3.65 1.486 3.67

09/07/30 1.256 3.10 1.342 3.31 1.117 2.76 1.22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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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VH HV HH

phase

(radian)

length

(mm)

phase

(radian)

length

(mm)

phase

(radian)

length

(mm)

phase

(radian)

length

(mm)

2008/

11/02

max 1.658 -7.5 1.685 -7.6 1.612 -7.3 1.692 -7.6

min -1.597 7.2 -1.821 8.2 -1.484 6.7 -1.539 6.9

2009/

04/22

max 2.380 -10.7 2.418 -10.9 2.222 -10.0 2.276 -10.3

min -0.037 0.2 -0.119 0.5 -0.099 0.4 -0.006 0.0

2009/

07/22

max 0.917 -4.1 0.866 -3.9 0.888 -4.0 0.958 -4.3

min -0.720 3.2 -0.811 3.9 -0.863 3.9 -0.697 3.1

2009/

02/06

max 0.479 -1.2 0.817 -2.0 0.823 -2.0 0.440 -1.1

min -1.590 3.9 -1.527 3.8 -1.574 3.9 -1.440 3.6

2009/

02/08

max 0.719 -1.8 0.900 -2.2 0.866 -2.1 0.728 -1.8

min -1.425 3.5 -1.635 4.0 -1.780 4.4 -1.437 3.5

2009/

02/09

max 0.333 -0.8 0.523 -1.3 0.418 -1.0 0.339 -0.8

min -2.111 5.2 -2.334 5.8 -2.169 5.4 -2.094 5.2

2009/

07/29

max 0.549 -1.4 0.700 -1.7 0.616 -1.5 0.557 -1.4

min -2.313 5.7 -2.332 5.8 -2.345 5.8 -2.308 5.7

2009/

07/30

max 1.304 -3.2 1.029 -2.5 1.316 -3.2 1.013 -2.5

min -2.132 5.3 -2.228 5.5 -2.046 5.1 -2.18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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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ntenna C-band 

Center frequency [GHz] 5.3

Range bandwidth [GHz] 0.2

IF BW [kHz] 1

Number of sampling 1601

Azimuth Step [m] 0.02

Azimuth length [m] 5

실험 날짜 습도(%) 온도(°C) 기압(hPa)
사용 

안테나
실험횟수

2008. 11/03 ~ 11/05 53.84 9.76 1020.900 C-band 160

2009. 02/06 ~ 02/08 76.27 2.78 1023.438 X-band 123

2009. 02/08 ~ 02/09 48.67 5.49 1019.310 X-band 49

2009. 02/09 ~ 02/10 55.98 4.22 1016.560 X-band 48

2009. 04/22 ~ 04/23 56.45 12.72 1017.985 C-band 78

2009. 07/22 ~ 07/23 74.86 22.63 1002.121 C-band 60

2009. 07/29 ~ 07/30 70.67 23.50 1007.737 X-band 60

2009. 07/30 ~ 07/31 66.73 25.21 1008.805 X-band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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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VH HV HH

C-band

2008/11/03 -0.914 -0.888 -0.937 -0.918

2009/04/22 -0.941 -0.904 -0.902 -0.919

2009/07/22 -0.973 -0.969 -0.965 -0.973

X-band

2009/02/06 -0.870 -0.846 -0.813 -0.897

2009/02/08 -0.956 -0.949 -0.929 -0.961

2009/02/09 -0.990 -0.993 -0.992 -0.985

2009/07/29 -0.935 -0.948 -0.946 -0.945

2009/07/30 -0.954 -0.948 -0.948 -0.955

VV VH HV HH

C-band
a 0.000020 0.000020 0.000019 0.000020

b -0.001257 -0.001231 -0.001228 -0.001255

X-band
a 0.000027 0.000027 0.000027 0.000027

b -0.001232 -0.001264 -0.001273 -0.0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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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VH HV HH

C-band

2008/11/03 0.935 0.908 0.950 0.931

2009/04/22 0.873 0.837 0.825 0.851

2009/07/22 0.932 0.926 0.925 0.933

X-band

2009/02/06 0.895 0.890 0.873 0.910

2009/02/08 0.983 0.987 0.968 0.986

2009/02/09 0.989 0.988 0.988 0.983

2009/07/29 0.896 0.913 0.907 0.907

2009/07/30 0.851 0.853 0.853 0.851

VV VH HV HH

C-band
a -0.000080 -0.000081 -0.000079 -0.000080

b 0.001104 0.001235 0.001206 0.001213

X-band
a -0.000125 -0.000125 -0.000120 -0.000125

b 0.002265 0.002241 0.002220 0.0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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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VH HV HH

C-band

2008/11/03 -0.557 -0.538 -0.555 -0.544

2009/04/22 -0.681 -0.657 -0.627 -0.655

2009/07/22 -0.871 -0.868 -0.864 -0.871

X-band

2009/02/06 -0.578 -0.544 -0.537 -0.625

2009/02/08 0.346 0.395 0.350 0.371

2009/02/09 -0.963 -0.965 -0.967 -0.962

2009/07/29 -0.772 -0.749 -0.750 -0.774

2009/07/30 -0.478 -0.508 -0.498 -0.463

VV VH HV HH

C-band
a 0.000146 0.000144 0.000140 0.000142

b -0.145061 -0.146014 -0.141657 -0.144005

X-band
a 0.000140 0.000140 0.000140 0.000135

b -0.141448 -0.141572 -0.141048 -0.13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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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 VH HV HH

C-band

2008/

11/03

before correction 4.54 4.60 4.19 4.27

after H-correction 2.74 2.75 2.23 2.38

after T-correction 4.14 4.66 4.66 4.52

2009/

04/22

before correction 4.89 4.69 4.58 4.77

after H-correction 1.04 1.26 1.24 1.14

after T-correction 1.65 1.88 1.90 1.74

2009/

07/22

before correction 2.45 2.46 2.50 2.46

after H-correction 0.63 0.63 0.68 0.65

after T-correction 0.96 1.00 1.05 0.96

X-band

2009/

02/06

before correction 2.30 2.02 1.87 2.26

after H-correction 1.50 1.76 1.93 1.33

after T-correction 1.92 2.36 2.47 1.93

2009/

02/08

before correction 2.38 2.50 2.78 2.45

after H-correction 0.71 0.83 1.06 0.72

after T-correction 0.78 0.33 0.39 0.70

2009/

02/09

before correction 2.97 3.10 3.20 2.91

after H-correction 1.16 1.12 1.05 1.21

after T-correction 0.30 0.20 0.28 0.35

2009/

07/29

before correction 3.71 3.71 3.65 3.67

after H-correction 1.18 1.13 1.07 1.04

after T-correction 1.62 1.57 1.57 1.50

2009/

07/30

before correction 3.10 3.31 2.76 3.03

after H-correction 1.22 1.41 0.98 1.10

after T-correction 1.37 1.54 1.2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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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네요. 대학원 생활을 시작할 때만해도 길고, 멀고, 험난할 것 같던 2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마무리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짧은 2년이지만, 이 기간 겪은 일들을 누

군가에게 얘기하려면 주책인 아저씨마냥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떠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여태 그랬듯 저란 놈과 연을 끊지 않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추가적으로 쌓아주신 감사

한 분들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신 역시나 감사한 분들... 짧은 글로

는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 교수님이신 이훈열 교수님. 학부 3학년 때부터 이어진 저의 잦은 실수와 황당

한 일처리에도 온화한 미소와 함께 꿋꿋이 이끌어주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온

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제대로 졸업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지구물리학과의 모든 교수님- 김영화 교수님, 장보안 교수님, 조인기 교수

님, 김기영 교수님, 박유철 교수님, 박용희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학부 때와 석사 과

정에서 수업과 수업 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께 배운 지식과 지혜는 제

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 큰 도움을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RS/GIS 연구실의 인연들- 언제나 나의 뒷자리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향선이와 그에 못지않게 든든한 소영이. 일주일에 한번 스치듯 안녕만 외치고 

도움 한번 못줘 미안하기만 한 학부생 희원이, 민애, 새미, 유미. 다들 하고 있는 것 잘 해

낼 꺼라 믿는다.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신 김이현 형도 좋은 논문 나오길 기대할께요. 같이 

학부 생활을 했던 맨체스터(가 아닌 호주)에 있는 지성이와 낯선 이름이지만 왠지 전지전능

할 것 같은 영서, 안은채를 안은 채 무언가 아는 체하고 있을 은채엄마 지혜, 그리고 수정

이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아! 메신저로 많은 도움을 주는 용욱이도!

 짧았던 대학원 회장 임기 때문에 심기 불편하셨을 대학원 선후배님들과 동기들에게도 고마

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계신 현식이 형, 담배와 커피의 

짧은 만남 종구형, 범주형과 희삼이 형 모두 좋은 충고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답함에 답이 없었을텐데 포기 않고 보딩 가르쳐주신 보현이형, 고등학교 선배님이라 친근한 

명호형. 도움을 드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주구장창 받기만 해서 미안한 지연이 누나. 그리고 

지금 적지 못한 졸업한 선배님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눈만 마주쳐도 툴툴대는 대학

원만 선배인 종만이는 내가 없으니 낙이 없겠군. 같이 졸업하는 대학원 동기들- 조금 덜 툴

툴대는 태호, 심각한 개그오류 훈이, 논문 발표 리허설 유일한 방청객 오성이, 총무하느라 

고생한 지혜, 키  180의 위너 작은 성근이도 함께 고생 많았다. 남은 대학원생 후배님들- 

일수와 동국이, 지민이, 성일이, 주용이, 옥탑이, 혜진이와 래영이, 소연이, 은주 그리고 이

제 새로 시작할 근수와 철희, 승희, 의평이도 잘 할꺼야. 암. 그렇고 말고. 

 개인적으로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캠퍼스를 가진 느낌입니다. 춘천의 캠퍼스가 아닌 대전



의 연구소에서 보낸 시간도 많고 감사한 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질자원연

구원이란 좋은 곳,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신 조성준 박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1년 반이

란 시간이 저의 생각과 시야를 더 넓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제 표현력이 부족한 탓에 

감사한 마음을 평소에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란 시간동안 저와 같은 방을 쓰신 성낙훈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연구나 생활면

에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락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의 모든 박사님들- 김정호 박사님, 김광은 박사님, 박삼규 박사님, 김창

렬 박사님, 이명종 박사님, 손정술 박사님, 방은석 박사님, 박계순 박사님, 강문경 박사님 그

리고 고바야시 박사님과 4층의 지열 연구실 박사님들 모두 생활하면서나 필드에서, 혹은 술

자리에서 일과 일 외적인 부분에서 해주신 좋은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점이 차곡차곡 

모여 제가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방은석 박사님과 박계순 박사님

께는 감사함을 전함과 동시에 각종 스포츠의 No.1을 향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칭’ 저의 대전 팬클럽 멤버이신 엄은용·최신애 누나들께 격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 선배 연구생인 항탁이 형과 동우, 적응하면서 알게 된 병

혁이 형, 병욱이, 적응 후 오히려 내가 적응시킨 승욱이에게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준 점에 

대해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된 잊을 뻔 했던 손자 형재와 

안희윤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이나 연구 외적으로도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경환, 주현, 황목, 

연순, 율준, 용길, 길수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 꺼라 생각한다. 선배랍시고 불

현 듯 나타나 하루 혹은 이틀의 잠자리를 구걸할 때 좁은 자취방의 메인 스테이지를 내주던 

성모와 수민이, 최근 지민이. 너희들 없었으면 입 돌아가서 발표도 못하고 졸업 못했을꺼야. 

정말 고마워. 동아리 대학원 모임 멤버들- 윤정, 수진, 하나, 경환, 현아, 용길, 가빈, 범섭이

와 새로운 멤버- 두희, 성진, 시완이도 다들 뭐든 잘해 낼꺼야. TV 속 내 모습 모니터링 해

준 춘천 팬클럽 멤버 가빈이와 혜인이도 고맙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저 자신을 바꿀 수 있게 해준 2008년 여름. 보스톤 학회와 뉴욕 여행

에서 만난 김덕진 교수님, 성후형과 영화형께 감사드리고, 뉴욕에서의 아찔한 추억을 함께

한 예실씨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항상 철없는(철은 이

제 곧 들 예정입니다) 막내를 끝없이 믿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맞

은 수식어를 찾지 못해 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하고, 사

랑합니다’란 말로 마음의 일부분이나마 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나와 새로운 가족 매형

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쓸데없고 별거 아닌 가벼운 고민에도 좋은 의견과 충고를 주

셔서요. 가족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글을 쓸 수나 있었을까요?

 늘 하는 생각이지만 전 너무나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분들과 좋지 못한 

기억력으로 인해 미처 밝히지 못한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