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열 교수 지도
이학학사학위논문

GB-SAR의 간섭기법을 이용한
산란체 변위 및 고도 측정

이재희

강원대학교

지구과학부 지구물리학 전공
2008년 2월

i
-

목차
List of Figure ·········································································································· ⅱ
List of Table ············································································································ ⅳ
Ⅰ. 서론

1. 연구 목적 ·····························································································································1
2. GB-SAR 요약 ·····················································································································2
3. 연구 지역 ·····························································································································4

Ⅱ. PSInSAR를 통한 물체의 변위 측정

1. 기초 이론 ·····························································································································7
2. Reflector 변위의 자료 획득 ·····························································································8
3. 자료 처리 ···························································································································11
4. Reflector 변위와 영상 변위의 비교 및 분석 ·····························································15
5. 자료 보정

1. 거리 보정 ·········································································································································21
2. 시스템 보정 ·····································································································································25
3. 거리 보정 + 시스템 보정 ············································································································29

Ⅲ. Cross-Track InSAR를 통한 지형의 고도 측정

1. 기초 이론 ···························································································································33
2. 언덕 지형의 자료 획득 ···································································································34
3. 자료 처리 ···························································································································34
4. 영상의 언덕 높이 분석 ···································································································38

Ⅳ. 결론 ······················································································································· 41
참고문헌 ······················································································································ 43

ii
-

List of Figure
Fig 1.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의 신호처리 과정 ·················································· 3

Fig 2.

GB-SAR의 레일 시스템 ··················································································· 4

Fig 3.

GB-SAR 시스템의 관측 범위 ·········································································5

Fig 4.

GB-SAR 시스템에서 바라본 관측 방향 ······················································· 6

Fig 5.

관측지역에서 바라본 GB-SAR 시스템의 위치 ··········································· 6

Fig 6.

Reflector를 옆에서 바라본 모습 ······································································ 9

Fig 7.

Reflector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 ······································································ 9

Fig 8.

Deramp-FFT 알고리즘을 통한 amplitude 영상 ································· 13-14

Fig 9.

각 편광에서의 Reflector의 변위에 따른 phase 변화 ························· 16-18

Fig 10.

각 편광에서의 Rmeasued-R0와 ∆Rg의 관계 ····································· 19-20

Fig 11.

∆R과 ∆Rg의 관계Ⅰ ······················································································ 21

Fig 12.

∆R과 ∆Rg의 관계Ⅱ ······················································································ 22

Fig 13.

각 편광에서의 Rmeasued-R0와 ∆R의 관계 ·········································23-25

Fig 14.

각 편광에서의 Rmeasued′-R0′와 ∆Rg의 관계 ·······························27-29

iii
-

Fig 15.

각 편광에서의 Rmeasued′-R0′와 ∆R의 관계 ·································30-32

Fig 16.

Cross-Track InSAR에서의 안테나 모습 ······················································34

Fig 17.

각 편광에서의 Cross-Track InSAR의 간섭영상 ··································36-37

Fig 18.

VH 편광에서의 defringe 영상 ·········································································38

Fig 19.

defringe 영상에서의 컬러에 따른 신호의 크기 ···········································38

iv
-

List of Table
Table 1.

실험 측정 시 조건 ······················································································· 10

Table 2.

GB-SAR 영상화를 위한 parameter file ················································· 11

Table 3. GB-SAR를 통한 HH편광의 측정 phase 값과 계산에 의한 변위 값 ····
·················································································································································· 16
Table 4.

HH편광에서의 거리보정 전·후의 ∆R, ∆Rg, Rmeasured-R0 ········· 23

Table 5.

거리보정 전·후의 R²와 기울기, y절편의 비교 ····································· 25

Table 6.

지자기 관측함에 대한 phase와 상대적 크기 ······································· 26

Table 7.

시스템 보정 후 HH편광에서의 phase 값과 변위 ·································27

Table 8.

시스템 보정 전·후의 측정값과 ∆Rg의 R²와 기울기, y절편 비교 · 29

거리보정 후 측정값, 시스템 보정 후 측정값, 거리보정+시스템 보정
후의 측정값의 R²와 기울기, y절편의 비교 ····································································· 32
Table 9.

Table 10.

각 region에 대한 평균거리와 고도 변화율 ············································39

Table 11.

phase 차이에 따른 높이 계산 ···································································40

1
-

Ⅰ. 서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위성의 종류 중에는 지구 관찰용 인공위성이 있다.
이러한 지구 관찰용 인공위성은 지구의 자원 분포와 탐사, 혹은 군사용으로 병력․
항공기․배를 포함한 각종 장비의 이동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통 광학센서
와 레이더센서가 탑재된다. 각각의 센서를 통해서 광학영상과 레이더영상이 얻어지
며 각기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먼저 광학영상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카
메라와 비슷하다. 판독에 어려움이 별로 없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태양에너지를 이
용하므로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야간에는 촬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또한
해상도를 높이더라도 2차원적 정보가 수집된다. 반면에 마이크로파 신호를 사용하
는 레이더영상은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더) 영상이라고 하
며, 야간에도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날씨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으며 거리 측정에
근거하므로 3차원적 정보가 수집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판독 시에는 광학
영상과는 다르게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GB-SAR(Ground-Based SAR) 시스템은 이러한 SAR의 원리를 지상에서 적용한
것으로, 인공위성 SAR와 같이 시간과 기상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며, 간섭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할 경우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
닌다.
이 논문에서는 GB-SAR의 간섭기술인 PSInSAR(Permanent Scatterer InSAR)를
이용하여 물체의 변위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았으며, Cross-Track InSAR를 이용하
여 지형의 고도를 측정하여 DEM으로의 표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1 연구 목적

SAR 간섭기법(Interferometry)은 영상이 얻어지는 시간, 안테나의 공간적 위치,
혹은 중심 주파수를 달리하여 영상을 얻고, 각 영상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산란체의
움직임이나 지형을 알아내는 기술이며, 이와 같은 간섭기법을 이용하여 실험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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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B-SAR의 간섭기술인 PSInSAR를 이용하여 물체의 변위를 파악한다.
2) PSInSAR의 운용 및 분석간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보정한다.
3) GB-SAR의 간섭기술인 Cross-Track InSAR를 통해 언덕 지형에 대한 DEM 표
현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1.2 GB-SAR 요약

GB-SAR는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었으나, 인공위성
SAR와는 다른 차이점 및 장점을 지닌다(이훈열 외, 2007). 보통의 항공기 및 인공
위성 SAR는 탑재체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펄스를 연속적으로 발사하게 된다.
이 때, 펄스가 안테나에서 송신되어 산란체로부터 반사되어 다시 안테나로 수신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에도 탑재체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신호 처리가 다소 복잡해
질 수 있다. 이때에는 마이크로파의 전파 속도에 비하여 탑재체의 움직임이 매우
느리다는 것을 이용하여 두 시간을 서로 분리해 신호처리를 하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그러나 GB-SAR에서는 Fig. 2에서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며 이동 및 고정을 반복하는 스텝 모터를 이용하여 레일 위에 안테나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송수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정이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영상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지상에서 임의로
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로는 얻기
힘든 정밀한 반복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닌다. 이러한, 정밀한 반복 측정을
통해 간섭기법(Interferometry)을 통한 많은 유용성을 지니게 된다. 그 밖에
GB-SAR에서는 장비에 따라 최소 50 MHz에서 최대 20 GHz의 넓은 주파수 영역
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좁은 영역의 주파수를 이용
하는 전통적인 SAR와는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Hamasaki et al., 2005). 또한, 최근
발사되었거나, 발사 예정된 SAR 인공위성인 ALOS-PALSAR (L-band),
TerraSAR-X (X-band), 그리고 RADARSAT-2 (C-band) 이전까지의 인공위성
SAR의 경우 대부분 HH 편광과 같이 한 가지 편광만을 이용한 반면(박상은, 2007),
GB-SAR에서는 HH, HV, VH, VV의 모든 편광에 대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
점을 지닌다. 이렇게 GB-SAR는 넓은 파장, 편광, 입사각 등을 구현할 수 있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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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및 인공위성 SAR의 검보정 및 개념 설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새로운 응용성을 찾을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다(이훈열 외, 2007). 새
로운 응용분야란 GB-SAR의 장기간 관측으로 지반 침하량 계측, 사면 안정성 평가
및 눈사태 감지(Tarchi et al., 2003; Leva et al., 2003), 빌딩의 안정성 평가
(Pieraccini et al., 2000), 댐의 안정성 평가(Tarchi et al., 1999)와 같은 위험한 곳에
서의 인공 및 자연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영역이 있다. 또한, 식생 및 농작물
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 결과, 한 영상 내에서 건물지역과 수풀지역의 구분 및 특성
을 연구한 결과 등의 영역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GB-SAR의 기술개발은 현재 이
탈리아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Fig 1.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의 신호처리 과정 (John R. Jens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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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B-SAR의 레일 시스템

1.3 연구 지역

연구 지역은 한국지질자원구원의 잔디밭 일대이다. GB-SAR 시스템은 연구지역
에 대한 관측이 용이하도록 지질자원연구원의 옥상에 설치되었다. GB-SAR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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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측방향의 앞 쪽으로는 아스팔트와 벽돌로 이루어진 도로와 주차시설 및 계단
이 있으며, 그 뒤로 언덕지형과 잔디밭이 형성되어있다. 실험 날짜는 2007년 7월 18
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가량으로, 잔디의 상태는 비교적 길고 고온의 영향으로
수분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 언덕지형의 높이는 육안 관찰 시 약 3 m로 판단되며,
중간에 여러 그루의 나무도 분포하고 있다. 언덕지형의 높이는 Cross-Track InSAR
실험을 계측하게 된다. 언덕의 뒤 쪽으로는 지자기 관측함이 있으며, PSInSAR 실
험을 통한 물체의 변위 측정 실험을 위해 Reflector를 지자기 관측함의 약 15 m 가
량 뒤에 위치시켰다. 실험지역의 모습을 Google earth(Fig. 3), 시스템에서 바라 본
사진(Fig. 4), 그리고 실험지역에서 시스템을 바라 본 사진(Fig. 5) 으로 나타내었다.

Fig 3. GB-SAR 시스템의 관측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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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B-SAR 시스템에서 바라본 관측방향

Fig 5. 관측 지역에서 바라 본 GB-SAR 시스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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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SInSAR를 통한 물체의 변위 측정
2.1 PSInSAR 기초 이론

PSInSAR(Permanent Scatterer InSAR)는 시스템이 레일을 따라 정확한 위치에서
반복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선거리가 0으로 유지되어, 시간 차이가 있는 영상들에
대해 차분 간섭 기법을 이용하여 물체의 변위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다.
GB-SAR 영상에서 위상 φ는 단위가 radian이며,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

   


---- (1)

만약 어떤 물체가 시스템 방향으로 r만큼 이동하였다면 이때의 위상은,

     


---- (2)

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 두 영상에서의 위상차 (1) - (2)은,



              




---- (3)

로 나타나고, 이때의 변위 변화율은


 




---- (4)

가 된다. 이때의 단위는 radian/m이 되며, 이러한 변화율을 이용하여 물체의 변위정
도를 파악하게 된다.
이번 실험에서는 C밴드의 dual-polarization square horn antenna를 사용하였으며
안테나의 특성에 따라 중심주파수는 5.3 GHz, 이때의 파장 λ는 0.0566 m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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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변화율은 약 -222 radian/m로 나타난다. 이는 물체가 1 m 이동 시 위상 변화
값은 -222 radian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이 값은 mm 단위로 환산 시에도 -0.222
radian의 값을 갖게 되어 물체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
다.
2.2 Reflector 변위의 자료 획득

물체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Reflector를 사용하였으며 반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Trihedral corner reflector를 선택하여 움푹 파인 부분이 시스템을 향하도록
배치하였다. 변위를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아크릴 판을 이용하여 그 위에
Reflector를 위치시켰다. 아크릴 평면의 아래쪽 네 모서리에 일정한 길이의 다리를
부착하여 잔디밭 위에서도 일정하게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평면 위의 양쪽
에는 동일한 단위와 크기의 숫자가 새겨진 자를 붙인 아크릴 판을 이용하여 잔디밭
위에 고정시켰고, 그 위에 Reflector를 놓았다. 이러한 모습을 Fig. 6과 Fig. 7에 나
타내었다. Fig. 6과 7과 같은 조건에서 VV, VH, HV, HH의 네 가지 편광에 대해
최초 1회 측정하였다. 최초 측정이 끝난 후, 최초지점을 기준으로 Reflector를 시스
템 방향으로 각각 1 mm, 2 mm, 6 mm, 10 mm, 30 mm, 40 mm 이동시킨 후 다시
측정을 하였다. 아크릴에 붙어있는 자의 눈금 간격이 2 mm기 때문에 1 mm 이동
에 대해서는 다소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다른 거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다. 실험을 위한 측정 시의 조건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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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flector를 옆에서 바라 본 모습

Fig 7. Reflector를 위에서 바라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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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requency : 5.3 GHz
Range bandwidth : 600 MHz
IF BW : 1 KHz
Number of points : 1601
Power : 1. Calibration : VNA -40 dBm + Amp 33 dBm
2. Acquisition: VNA 0 dBm + Amp 33 dBm
Azimuth Step : 5 cm
Azimuth length : 5 m
Table 1. 실험 측정 시 조건
GB-SAR 영상은 두개의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Range direction과 Azimuth
direction이다. range (Range direction)는 레이더 영상에서 거리방향 혹은 시야방향
을 뜻하며, azimuth (Azimuth direction)은 시스템의 진행방향을 뜻한다. 즉,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에서의 azimuth는 탑재체의 진행방향을, GB-SAR에서의 azimuth
는 레일의 방향을 뜻한다.
위와 같은 조건에 의해 range 방향으로의 해상도 δR은

  


---- (5)

where, c = speed of light (≈3 × 10⁸ m/s)
BR= Range bandwidth
가 되어 δR은 0.25 m이 되며, 최대 측정거리 Rmax는
max

max  


where, 

max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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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 Number of points
가 되어 200 m이 된다. 그러므로 약 160 m에 놓여진 50 cm 크기의 Reflector의 정
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2.3 자료 처리

GB-SAR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VNA에서 마이크로파를 송신 및 수신
하여 신호를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raw data는 다른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는데 이
때에는 cygwin 환경에서 c언어로 개발된 gbsa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때
input file은 raw data로서 레일의 각 위치에서의 data를 포함하고 있으며, output
file은 영상으로 나타나는 header file이다. 프로그램 실행 시 input file에서 output
file로의 변환을 위해서는 parameter file이 필요하다. 입력해야 할 것으로 ①raw
data가 있는 폴더, ②처리 후 저장할 file명, ③사용한 편광의 개수, ④종류, ⑤사용
주파수의 시작과 끝 그리고 Number of points, ⑥안테나의 길이, ⑦레일의 총 길이
와 이동 간격의 길이, ⑧영상화 알고리즘 등이 있다. gbsar 프로그램에서 영상화 알
고리즘은 2가지를 이용하였다. 첫째로, 처리 시간과 메모리가 적게 들지만 근거리에
서 영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는 Deramp-FFT 알고리즘과 두 번째로 전
영역에서 영상화가 이루어지지만 메모리와 자료처리 시간에 낭비적 요소가 많은
Range-Doppler 알고리즘이 그것이다. 영상 판독 시에는 두 알고리즘 모두를 영상화
하였다. 이와 같은 parameter file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data/1
data_directory
top
output_file_head(fohead)
4
number_of_channel
VV VH HV HH output_channel_head
5 5.6 1601
frequency(start,stop)[GHz],number
0.25
Antenna_azimuth[m]
0 5000 50
Rail(start,stop,step)[mm]
3
Focusing_selection
1: Deramp-FFT
2: Range-Doppler
3: Both

Table 2. GB-SAR 영상화를 위한 parameter file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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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parameter file을 통해 네 가지 편광 모두에 대해 영상화하였으며, 그 중에
서 Deramp-FFT 알고리즘을 거친 각 편광의 amplitude 영상을 grey scale로 Fig. 8
에 나타내었다. 이 때, (a)는 HH 편광의 영상, (b)는 VV 편광의 영상, (c)는 VH 편
광의 영상, (d)는 HV 편광을 나타낸다. 모든 편광의 영상에서 시스템 방향의 앞부
분이 밝은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스팔트 및 시멘트로 이루어진 영역의
신호가 크기 때문이다. 큰 신호는 가로수의 영향으로 반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
다. 중간 부분은 언덕이 있는 부분으로 영상의 뒷부분과 같이 잔디로 이루어졌으나
언덕의 경사로 인해 더 큰 반사가 일어나 뒷부분에 비해 밝게 나타났다. 언덕의 중
간에 산재해 있는 보다 밝은 색의 큰 신호는 나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의
뒷부분은 잔디밭으로 신호가 낮아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고 있으며, 지자기 관
측함과 Reflector에 의해서 강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영상에서 빨간 타원으로 표
시한 것이 Reflector에 의한 강한 신호이며 노란 타원으로 표시한 언덕과의 사이에
일부 산재해 있는 신호가 지자기 관측함에 의한 신호이다.
각 편광의 영상에서 같은 지점 혹은 같은 대상체에 대한 신호의 크기는 각기 다르
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 지점이나 물체의 특성에 따라 반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편광에 대한 최대 신호와 최소 신호가 다르게 나타난
다. 이러한 영향도 편광에 따른 반사 양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체
적으로 전체적인 신호와 Reflector에 의한 신호는 HH와 VV 편광인 단일편광에서
더 크게 관찰된다.
HH 영상에서 다른 편광에서는 볼 수 없는 흰색의 띠가 나타났는데 이는 두 안테
나간의 수평적 배치에 따른 것으로, 수신용 안테나에서 대상체의 산란에 의한 신호
뿐 아니라 송신용 안테나에서의 신호를 바로 감지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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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H편광

(b). VV 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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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H 편광

(d). HV 편광

Fig 8. Deramp-FFT 알고리즘을 통한 amplitude영상

π
λ

15
-

2.4 Reflector 변위와 영상 변위의 비교 및 분석

물체의 변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Fig. 8과 Reflector를 움직였을 때의 영상에서
Reflector가 있는 pixel에 대한 phase를 조사하였다. 이때 영상의 각 cell에서 얻게
되는 phase값은 wrap을 거친 wrapped 값으로 나타난다. wrap이란 실제로 존재하
는 넓은 범위의 phase의 값을 영상에 모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π에서 π까지만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위해 phase값에 2π × n (n은 정수) 만큼씩을 더해주거나 빼
주어서 모든 값이 -π에서 π의 범위 내에 존재하도록 하는 처리과정이다. 때문에 실
제적인 값인 unwrapped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wrapped와는 정반대로 wrapped
된 값에 2π × n 만큼을 빼거나 더해주는 unwrapped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표현된 unwarpped 값은 다시 거리로 나타내야 한다. 이때는 거리(R)를
phase로 나타내었던 식 (1)의 역과정인



   

---- (7)

을 이용한다. 식 (7)을 통해 구해진 거리는 GB-SAR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거리이
므로 Rmeasured로 표현하였다. Rmeasured는 phase를 거리로 변환한 값일 뿐이며,
변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Reflector를 움직였을 때의 Rmeasured 값에서 처음의
Rmeasured 값(R0)을 빼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물체의 변위에 대한 계측
이 가능하게 된다. HH 편광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wrapped, unwrapped,
Rmeasured, Rmeasured-R0의 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GB-SAR
를 통한 HH편광의 측정 phase 값과 계산에 의한 변위 값 ∆Rg은 Reflector가 지표
면의 아크릴 판 위에서 시스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로 시스템까지의 거리가 가까
워졌기 때문에 음수로 표현하였다. Table 3의 ∆Rg에 따른 wrapped 값과
unwrapped 값을 엑셀을 이용하여 Fig. 9에 그래프로 나타냈다. Fig. 9의 (a)는 HH
편광을 나타낸 것으로, 빨간색으로 나타낸 unwrapped 값을 연결하면 R²=0.9995가
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론적인 기울기( - 4 )인 -0.222
와 비슷한 기울기인 -0.205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b), (c), (d)로 표
현된 VV, VH, HV 편광에서도 모두 높은 R² 값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직선의 기울기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두 -0.222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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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Rg
(mm)
0
-1
-2
-6
-10
-30
-40

wrapped
(radian)
-3.1412
-2.7904
-2.5951
-1.7216
-1.0817
3.0930
-1.1421

unwrapped
(radian)
-3.1412
-2.7904
-2.5951
-1.7216
-1.0817
3.0930
5.1411

Rmeasured
(mm)
14.1396
12.5604
11.6811
7.7496
4.8691
-13.9226
-23.1413

Rmeasured-R0
(mm)
0.0000
-1.5791
-2.4585
-6.3900
-9.2705
-28.0622
-37.2809

Table 3. GB-SAR를 통한 HH편광의 측정 phase 값과 계산에 의한 변위 값

y = -0.2045x - 3.0423
R 2 = 0.9995

거리에 따른 phase변화(HH)

6

phase
(radian)

4
2

0
-2

-4
-50

-40

-30

-20
ΔRg(mm)

-10

(a). HH 편광

0

unwrapped
wr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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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따른 phase변화(VV)

y = -0.2091x - 0.7371
R 2 = 0.9996
10
8

phase
(radian)

6
4
2
0

unwrapped
wrapped

-2
-50

-40

-30

-20
ΔRg(mm)

-10

0

(b). VV 편광

y = -0.2135x - 0.5217
R 2 = 0.9993
10

거리에 따른 phase변화(VH)

6
4

phase
(radian)

8

2
0
-2
-50

-40

-30
-20
ΔRg(mm)

-10

(c). VH 편광

0

unwrapped
wr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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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0.2074x - 0.207
R 2 = 0.9996

거리에 따른 phase변화(HV)

10

6
4

phase
(radian)

8

2
0
-2
-50

-40

-30

-20

-10

unwrapped
wrapped

0

ΔRg(mm)

(d). HV 편광

Fig 9. 각 편광에서의 Reflector의 변위에 따른 phase 변화

다음으로 Table 3에서 지표면에서 Reflector 변위인 ∆Rg와 측정된 값의 역산에
의한 변위인 Rmeasured-R0 의 관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a)는
HH 편광, (b)는 VV 편광, (c)는 VH 편광, (d)는 HV 편광에 대한 해석을 나타낸다.
그 결과, 모든 편광에서 실제 변위와 시스템으로 측정한 변위와의 관계에서
R²=0.9992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기울기 또한 두 변위가 정확하게 일치
할 때의 기울기인 1에 거의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절편은 -0.5939정도를 나
타내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작은 값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확히 두 변위가 정확하
게 일치할 때의 경우를 얇은 선으로 나타내었는데, 이 선과의 비교를 통해 결과를
나타내는 선이 얇은 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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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0

-20

-10

y = 0.9155x - 0.5939
R 2 = 0.9997
0
0

-10

-20

-30

GB-SAR 시스템으로 측정한 변위인
Rmeasured-R0(mm)

Rmeas ured-R0와 ΔRg의 관계(HH)

-40
지표에서의 실제 변위인 ΔRg(mm)

(a). HH 편광
-40

-30

-20

-10

y = 0.9367x - 0.5569
2
R = 0.9997
0
0

-10

-20

-30

-40
지표에서의 실제 변위인 ΔRg(mm)

(b). VV 편광

GB-SAR 시스템으로 측정한 변위인
Rmeasured-R0(mm)

Rmeas ured-R0와 ΔRg의 관계(V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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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0.9577x - 0.3832
R 2 = 0.99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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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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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R 시스템으로 측정한 변위인
Rmeasured-R0(mm)

Rmeas ured-R0와 ΔRg의 관계(V H)

-40
지표에서의 실제 변위인 ΔRg(mm)

(c). VH 편광
-40

-30

-20

-10

y = 0.9316x - 0.2187
R 2 = 0.9995
0
0

-10

-20

-30

GB-SAR 시스템으로 측정한 변위인
Rmeasured-R0(mm)

Rmeas ured-R0와 ΔRg의 관계(HV )

-40
지표에서의 실제 변위인 ΔRg(mm)

(d). HV 편광

Fig 10. 각 편광에서의 Rmeasured-R0 과

∆Rg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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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보정

2.5.1 거리 보정
PSInSAR의 영상 판독에서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Reflector의 실제 변위와
시스템이 인식하는 Reflector의 변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가 그것
이다. 위의 결과에서 Rmeasured-R0 값은 안테나에서 Reflector에 의한 거리이므로
실제 지상에서 Reflector를 움직인 거리인 ∆Rg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오류를 보정해줘야 하는데 이를 거리 보정이라 명명
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Fig 11. ∆R과 ∆Rg 의 관계Ⅰ
Fig. 11에서 Reflector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지표(ground)에서의 이동이므로 ∆
Rg로 나타내었고, 시스템이 인식하는 Reflector 이동 거리는 점선으로 나타낸 동심
원의 거리로 ∆R로 나타내었다. ∆R에 의한 거리는 Rmeasured로 ∆Rg를 움직임에
따라 실제로는 ∆R 만큼만 인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γ(부각: 안테나로부
터 송신되는 전자파 펄스가 지표면에 전파되는 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 값에
따라 ∆R이 결정된다. ∆Rg에 따라 ∆R이 결정되는 원리는 Fig. 12의 직각삼각형
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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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과 ∆Rg 의 관계Ⅱ
먼 거리의 동심원이 ∆R에 수직적으로 교차한다고 가정할 때, ∆R과 ∆Rg 은 위
의 그림과 같은 모양을 띄게 되며 이때 γ 값에 따라
∆
cos  
∆

---- (8)

로 나타나게 된다.
시스템에서 Reflector까지의 직선거리 ∆R은 GB-SAR 영상을 통해 계산한 결과
약 164 m이며, 시스템의 높이 H(=잔디밭에서 아스팔트 도면까지의 높이 + 건물 높
이 + 안테나의 높이)는 약 21 m이다. 이때 ∆Rg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162.65
m가 되고, γ는 식 (11)에 의해 약 7.357°가 된다.
∆Rg의 값이 전체의 수평거리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γ의 값은 거의 변화가 없다
는 가정으로 ∆Rg가 1 mm, 2 mm, 6 mm, 10 mm, 30 mm, 40 mm일 때를 ∆R로
보정을 하고, HH 편광에서의 Rmeasured-R0과 함께 비교를 하면 Table 4와 같다.
이를 통해 측정값인 Rmeasured-R0과 거리 보정을 거친 ∆R의 상관관계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Fig. 13의 (a)는 HH 편광, (b)는 VV 편광, (c)는 VH 편광, (d)는
HV 편광에 대한 해석을 나타낸다.
Fig. 10과 Fig. 13을 비교하여 보면 HH 편광에서의 거리보정에 ∆Rg와 ∆R의
R²은 모두 0.9997로 변화가 없으나 기울기가 더 커져서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편광의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Fig. 10과 13의 R²과 기울기,

23
-

y절편의 크기를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Rg(mm)
-1
-2
-6
-10
-30
-40

∆R(mm)
-0.992
-1.984
-5.951
-9.918
-29.753
-39.671

Rmeasured-R0(mm)
-1.579
-2.459
-6.390
-9.271
-28.062
-37.281

Table 4. HH편광에서의 거리보정 전·후의 ∆R, ∆Rg, Rmeasured-R0

Rmeasued-R0와 ΔR의 관계(HH)
-30

-20

-10

0

0

-10

-20

-30

-40

거리보정 후 변위ΔR(mm)

(a). HH 편광

Rmeasured-R0(mm)

-40

y = 0.923x - 0.5939
R2 = 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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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0.5569
Rmeasued-R0와 ΔR의 관계(VV) y = 0.9444x
2
R
= 0.9997
-30
-20
-10
0

-10

-20

-30

Rmeasured-R0(mm)

0

-40

거리보정 후 변위ΔR(mm)

(b). VV 편광

-30

-20

-10

0

0

-10

-20

-30

-40

거리보정 후 변위ΔR(mm)

(c). VH 편광

Rmeasured-R0(mm)

-40

Rmeasued-R0와 ΔR의 관계(VH)y = 0.9655x - 0.3832
R2 = 0.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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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87
Rmeasued-R0와 ΔR의 관계(HV) y = 0.9392x
R2 = 0.9995
-40

-30

-20

-10

0

-10

-20

Rmeasured-R0(mm)

0

-30

-40

거리보정 후 변위ΔR(mm)

(d). HV 편광

Fig 13. 각 편광에서의 Rmeasured-R0 과

.

VV
VH
HV
HH

∆R의 관계

Rmeasured-R0와 ∆Rg의
R²/ 기울기/ y절편
0.9997 / 0.9367 / -0.5569
0.9992 / 0.9577 / -0.3832
0.9995 / 0.9316 / -0.2187
0.9997 / 0.9155 / -0.5939

Rmeasured-R0와 ∆R의
R²/ 기울기/ y절편
0.9997 / 0.9444 / -0.5569
0.9992 / 0.9655 / -0.3832
0.9995 / 0.9392 / -0.2187
0.9997 / 0.9230 / -0.5939

Table 5. 거리보정 전·후의 R²와 기울기, y절편의 비교

2.5.2 시스템 보정
영상에서 나타나는 거리보정 외에 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보정사항이 있다. 이는
시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습도나 시스템의 미세한 차이에 대한 보정을 말하며,
시스템 보정이라 명명하였다. 이때, 시스템에 의한 차이보다는 습도에 의한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스템 보정을 위해 안정된 대상체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Reflector 앞에 위치한 지자기 관측함을 선택하였다. 지자기 관측함에 대해서 네 가
지 편광에서의 phase 값을 각각 구했고, Reflector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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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대적인 phase 값을 구하였으며 이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Reflector에서의 phase 값에서 위의 지자기 관측함에서의 phase의 상대적 크기를
빼주었다. 보정을 거친 phase 값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거리 단위로 변환을 하였다.
이때에는 식 (7)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리 값은 보정전의 Rmeasured와 구별
하기 위하여 Rmeasured′와 R0′ 으로 나타내었으며, 대표적으로 HH 편광에 대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Table 7을 통해 시스템 보정 후의 측정값인
Rmeasured′-R0′는 보정 전의 측정값인 Rmeasured-R0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HH 편광 뿐 아니라 모든 편광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
으며, 이를 Reflector가 지표면에서 이동했을 때의 ∆Rg와 비교하여 Fig. 14에 나타
내 보았다. Fig. 14에서 (a)는 HH 편광, (b)는 VV 편광, (c)는 VH 편광, (d)는 HV
편광에 대한 해석을 나타낸다. Fig. 14의 그래프들을 통하여 시스템 보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의 GB-SAR를 통한 측정 변위에 비해 보정 후의 측정 변위가 Reflector
의 실제 변위와 더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편광에 대하여 R²의 증가,
1에 더 근접하는 기울기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보정 후의 y절편의 절대 값은
보정 전에 비해 커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시스템 보정 전의 그래프인 Fig. 10의 그
래프와 시스템 보정 후의 그래프인 Fig. 14의 그래프에서 R²와 기울기, y절편을 추
려 Table 8에 나타내었다.
<H H>
측정
상대적
phase
크기
0mm -0.5794
0
1mm -0.5397 0.0397
2mm -0.5608 0.0186
6mm -0.638 -0.0586
10mm -0.8981 -0.3187
30mm -1.1203 -0.5409
40mm -1.277 -0.6976

단위
(radian)

<V V>
측정
상대적
phase
크기
0.3665
0
0.3275 -0.039
0.4042 0.0377
0.2873 -0.0792
-0.0111 -0.3776
-0.1967 -0.5632
-0.3875 -0.754

<V H>
측정
상대적
phase
크기
0.4602
0
0.4816 0.0214
0.4307 -0.0295
0.4169 -0.0433
0.1582 -0.3020
-0.0116 -0.4718
-0.1658 -0.6260

<H V>
측정
상대적
phase
크기
-0.2637
0
-0.2456 0.0181
-0.1815 0.0822
-0.2712 -0.0075
-0.5594 -0.2957
-0.7255 -0.4618
-0.8479 -0.5842

Table 6. 지자기 관측함에 대한 phase와 상대적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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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or에서의 지자기 관측함에서의
상대적 크기의 phase
unwrapped
(radian)
(radian)
-3.1412
0
-2.7904
0.0397
-2.5951
0.0186
-1.7216
-0.0586
-1.0817
-0.3187
3.0930
-0.5409
5.1411
-0.6976

system
보정 후
(radian)
-3.1412
-2.8301
-2.6137
-1.6630
-0.7630
3.6339
5.8387

Rmeasured′
(mm)
14.1396
12.7391
11.7648
7.4858
3.4345
-16.3575
-26.2814

Rmeasured′
-R0′
(mm)
0.0000
-1.4004
-2.3747
-6.6537
-10.7050
-30.4969
-40.4210

Table 7. 시스템 보정 후 HH편광에서의 phase 값과 변위

-5

-15

-25

-35

거리 보정 전 변위 ΔRg (mm)

(a). HH 편광

-45

시스템 보정 후 변위인
Rmeasured′-R0′(mm)

-45

시스템 보정 후 값과 ΔR의 관계(HH) y = 0.9989x - 0.5243
R2 = 0.9999
-35
-25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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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82
시스템 보정 후 값과 ΔR의 관계(VV)y = 1.0217x
2
R = 0.9998

-45

-35

-25

-15

-5

-15

-25

시스템 보정 후 변위인
Rmeasured′-R0′(mm)

-5

-35

-45

거리 보정 전 변위 ΔRg (mm)

(b). VV 편광

-35

-25

-15

-5

-5

-15

-25

-35

거리 보정 전 변위 ΔRg (mm)

(c). VH 편광

-45

시스템 보정 후 변위인
Rmeasured′-R0′(mm)

-45

시스템 보정 후 값과 ΔR의 관계(VH) y = 1.0292x - 0.411
R2 = 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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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정 후 값과 ΔR의 관계(HV) y = 1.0049x - 0.068
R2 = 0.9999

-45

-35

-25

-15

-5

-15

-25

-35

거리 보정 전 변위 ΔRg (mm)

-45

(d). HV 편광

Fig 14. 각 편광에서의 Rmeasured′ -R0′ 과

VV
VH
HV
HH

시스템 보정 후 변위인
Rmeasured′-R0′(mm)

-5

시스템 보정 전의 측정값인
Rmeasured-R0와 ∆Rg의
R²/ 기울기/ y절편
0.9997 / 0.9367 / -0.5569
0.9992 / 0.9577 / -0.3832
0.9995 / 0.9316 / -0.2187
0.9997 / 0.9155 / -0.5939

∆Rg의 관계
시스템 보정 후의 측정값인
Rmeasured′-R0′와 ∆Rg의
R²/ 기울기/ y절편
0.9998 / 1.0217 / -0.6282
0.9997 / 1.0292 / -0.4110
0.9999 / 1.0049 / -0.0680
0.9999 / 0.9989 / -0.5243

Table 8. 시스템 보정 전·후의 측정값과 ∆Rg의 R²와 기울기, y절편 비교
2.5.3 거리 보정 + 시스템 보정
거리 보정과 시스템 보정을 모두 거친 결과와 아무런 보정을 거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15(a)는 HH 편광, (b)는 VV 편광, (c)는 VH 편광, (d)는
HV 편광에 대한 해석을 나타낸다. Fig. 15를 통해 시스템 보정 후의 측정 변위
Rmeasured′-R0′과 거리보정 후인 ∆R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는 각각 거
리 보정은 거쳤으나 시스템 보정 전의 관계(Fig. 13)와 시스템 보정은 거쳤으나 거
리 보정 전의 관계(Fig. 14)와 비교가 가능하다. Fig. 13과 Fig. 15의 비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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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정을 거치면 R²의 증가, 1에 근접하는 기울기를 통해 더 큰 상관관계를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g. 14와 Fig. 15를 통해서 거리 보정과 시스템 보
정을 모두 거친 후에는 Fig. 14에 비해 R²은 동일하나, 기울기의 절대값이 1에서 조
금 커지거나 작아지고, y절편은 0에 조금 가까워지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Fig. 13, Fig. 14, Fig. 15에 대한 R², 기울기, y
절편을 하나의 표에 요약하여 Table 9에 나타내었다.
시스템보정후 값과 ΔR의 관계(HH)

y = 1.0072x - 0.524
R 2 = 0.9999

-15

-25

-35

-45
-45

-35
-25
-15
거리 보정을 거친 변위인 ΔR(mm)

(a). HH 편광

-5

시스템 보정을 거친 변위인
Rmeasured′-R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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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보정후 값과 ΔR의 관계(V V )

y = 1.0302x - 0.6278
R 2 = 0.9998

-15

-25

시스템 보정을 거친 변위인
Rmeasured′-R0′

-5

-35

-45
-45

-35
-25
-15
거리 보정을 거친 변위인 ΔR(mm)

-5

(b). VV 편광
y = 1.0378x - 0.4107
R 2 = 0.9997

시스템보정후 값과 ΔR의 관계(V H)

-15

-25

-35

-45
-45

-35

-25

-15

거리 보정을 거친 변위인 ΔR(mm)

(c). VH 편광

-5

시스템 보정을 거친 변위인
Rmeasured′-R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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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1.0133x - 0.0676
R 2 = 0.9999

시스템보정후 값과 ΔR의 관계(HV )

-15

-25

-35

시스템 보정을 거친 변위인
Rmeasured′-R0′

-5

-45
-45

-35

-25

-15

-5

거리 보정을 거친 변위인 ΔR(mm)

(d). HV 편광

Fig 15. 각 편광에서의 Rmeasured′ -R0′ 과

∆R의 관계

∆R과 Rmeasured-R0의 ∆Rg와 Rmeasured′-R0′의 ∆R과 Rmeasured′-R0′의
VV
VH
HV
HH

R² / 기울기 / y절편

R² / 기울기 / y절편

R² / 기울기 / y절편

0.9997/0.9445/-0.5569
0.9992/0.9657/-0.3832
0.9995/0.9394/-0.2187
0.9997/0.9231/-0.5939

0.9998/1.0217/-0.6282
0.9997/1.0292/-0.4110
0.9999/1.0292/-0.0680
0.9999/0.9989/-0.5243

0.9998/1.0302/-0.6278
0.9997/1.0378/-0.4107
0.9999/1.0133/-0.0676
0.9999/1.0072/-0.5240

Table 9. 거리보정 후 측정값, 시스템 보정 후 측정값,
거리보정+시스템 보정 후의 측정값의 R²와 기울기, y절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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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ross-Track InSAR를 통한 지형의 고도 측정
3.1 Cross-Track InSAR 기초 이론

지형의 고도를 표현하기 위한 Cross-Track은 두 영상 간 시스템의 위치에 수직
기선(Vertical baseline) Bv가 존재할 때를 의미하며 이때의 위상차는,



     ≈       ≪ 




----

(9)

이며, 이때의 거리 변화율은


≈

 
 

---- (10)

이며, 고도 변화율은



    
≈

 



---- (11)

이 된다. 그러므로 거리 변화율은 거리의 제곱에, 고도 변화율은 거리에 반비례하며
커짐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 Bv= -1.2 m, λ= 0.0566 m, H(잔디밭에서 시스템까지
의 높이)는 21 m이었는데 이때 언덕이 있는 약 100 m의 거리에서의 거리변화율은
-0.56 radian/m, 고도 변화율은 -2.66 radian/m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거리가 1 m
멀어짐에 따라 φ는 0.56 radian씩, 고도가 1 m 상승할 때는 2.66 radian씩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언덕지형이 있는 100 m 지점에서 거리변화율의 간섭 띠(fringe)
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약 11 m가 필요하며, 고도 변화율의 간섭 띠가 나타나기 위
해서는 2.36 m가 필요하다. 고도 변화율의 φ 변화로 언덕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34
-

3.2 언덕 지형의 자료 획득

Cross-Track InSAR에서의 실험조건은 PSInSAR와 같았다. 그러므로 δR은 0.25
m, Rmax는 200 m이 되어 100 m 지점에서의 언덕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안테나의 수직적 위치 변화 Bv를 -1.2 m로 주었는데 이는 높은 곳에서
의 최초 1회 측정 후, 안테나를 아래로 1.2 m 내려서 다시 측정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 1회 측정 시의 모습은 Fig. 16(a)에, -1.2 m의 모습은 (b)에 나타내
었다.

(a). top 안테나의 모습

(b). - 1.2 m 안테나의 모습

Fig 16. Cross-Track InSAR에서의 안테나 모습

3.3 자료 처리

언덕의 높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Fig. 16(a)의 안테나 위치에서의 촬
영 영상과 (b)의 안테나 위치에서의 촬영 영상을 비교하였으며, 네 가지 편광에 대
한 영상을 모두 Fig. 17에 나타내었으며, (a)는 HH 편광, (b)는 VV 편광, (c)는 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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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 (d)는 HV 편광의 영상이다. Fig. 17의 영상들은 각 편광에서 안테나의 높이
차이를 갖는 두 영상의 phase 차이를 나타낸다. 촬영지역의 바깥쪽에 나타나는 연
두색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안테나의 높이 차이로 인해 촬영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phase 차이를 나타낸다. 영상의 전체적인 면에서 파란색에서 빨간색
으로의 색 변화(fringe)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거리변화율을 나타낸다. 언덕지형
이 위치하는 약 100 m에서는 거리 변화율과는 상관없는 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언덕 지형에 대한 고도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언덕 지형의 높이를 추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심한 noise로 인해 식별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거리 변화율이 이론값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촬영 지역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리 변화율의 fringe를 제거(defringe)시켜 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Fig.
18을 통해 언덕이 있는 약 100 m 지점에서의 거리 변화율은 이론에 따라 약 11 m
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efringe 과정을 거칠 경우 촬영 지역 안쪽의 거
리 변화율이 제거되므로 고도 변화율에 의한 fringe만 남게 되며 언덕의 높이는 이
러한 fringe와 영상의 컬러 변화를 통하여 알아낼 수 있다. Fig. 18은 고도 변화율
을 나타내는 defringe 영상 중에서 가장 식별이 잘 되는 VH 편광에 의한 영상이다.
defringe 과정 전에 비해 fringe 변화가 잘 관찰되기는 하나, 여전히 심한 noise로
인해 정확한 변화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영상에서 언덕 앞, 뒤로 위치하는
잔디밭의 색이 청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색의
phase차이를 높이 0으로 설정하여 언덕에서 나타나는 색의 변화를 통하여 높이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색이 나타내는 신호의 크기는 Fig. 1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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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H 편광

(b). VV 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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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H 편광

(d). HV 편광

Fig 17. 각 편광에서의 Cross-Track InSAR의 간섭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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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VH 편광에서의 defringe영상

- π

…

0

…

π

Fig 19. defringe 영상에서의 컬러에 따른 신호의 크기 (단위 : radian)
3.4 영상의 언덕 높이 분석

언덕 지형의 높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잔디밭의 평균 phase 차이와 언덕의 일정
구역(region)을 설정하여 그에 대한 평균 phase 차이를 구하였다. 잔디밭의 평균
phase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PSInSAR 실험을 위해 사용하였던 Reflector의 신호를
사용하였다. 아크릴 판 위에 위치하였으나 약 10 cm 이하이고, 어느 편광에서나 같
은 조건이므로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험지역의 육안 관측 시 언덕은 크
게 좌우에 두 개의 최고점을 갖는 모양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언덕의 구역 설정 시
에도 좌우에 한 개씩 구역을 설정하여 각각 left와 right로 명명하였으며, 이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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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fringe 또는 그 이상의 색 변화로 판단되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나무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mplitude 영상과의 비교를 통하여 나무로 판단되는 빨
간 색의 cell은 피하였다. 또한 높이 계산을 위하여 영상에서 두 구역에 대해 시스
템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였으며 그에 대한 고도 변화율도 Table 10에 나타내었다.
구역 설정 및 phase 차이 조사는 네 가지 편광에 대해 모두 구하였으며 Table 11에
나타내었다.
Table 11의 결과는 동일 지역에 대한 co-pol의 조건과 cross-pol 조건에서의 높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co-pol인 HH 편광과 VV 편광의 결과 값은 두 구역
에 대하여 50 cm와 110 cm 이상의 큰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cross-pol인
HV 편광과 VH 편광에서는 left지역에서 약 30 cm, right지역의 경우 약 15 cm로
비교적 적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오차는 나무에 의한 영향으로, 크게 2개
의 부분에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로, 언덕에서의 색의 변화는 언덕만의 높이
를 나타내야 하지만 언덕에 위치한 다수의 나무로 인한 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는 언덕의 높이 결정에 잡음으로 작용하여 불규칙한 색의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defringe 영상에서도 나타난 언덕지역에서의 심한 noise가 이러한
나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색의 판독과 높은 위치에서
는 몇 번의 fringe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어 높이 결정에 모호성을
야기한다. 두 번째 요인은, 나무의 산란 특성이다. 나무의 경우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아래 부분의 줄기에서는 HH 편광에서의 신호가, 좁고 뾰족한 부분이 많
은 가지와 잎의 위 부분에서는 VV 편광에서의 신호가 크게 잡히는 특성이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HH 편광에서의 측정값은 VV 편광에서의 측정값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슷한 산란 특성을 갖는 VH 편광과 HV 편광에서는 각각
의 측정값이 비슷하게 나타남으로서, 이와 같은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최고
점이라고 생각했던 두 구역의 높이가 편광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높이를
나타낸다는 것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right
left

평균 거리 (m)
107.2
114.2

고도 변화율 (radian/m)
-2.48
-2.33

Table 10. 각 region에 대한 평균거리와 고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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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Reflector
(radian)
hill
(radian)
높이
(m)

left

HH

VV

VH

HV

HH

VV

VH

HV

0.882

-0.459

-0.717

-0.193

0.882

-0.459

-0.717

-0.193

-0.943

0.510

-0.315

-0.186

-0.229

-0.068

-0.016

-0.356

1.760

2.862

2.639

2.483

1.918

2.475

2.590

2.270

Table 11. phase 차이에 따른 높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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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GB-SAR 시스템을 통하여 지질자원연구소의 잔디밭을 영상화하였다. 실험지역에
대한 광학영상과의 비교를 통해 GB-SAR 영상을 통한 물체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고, 평지에서의 잔디와 언덕에서의 잔디의 차이를 통해 광학 영상과는 다르게
같은 물체이라도 배치나 상태에 따라 다르게 관측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편광상
태에 따라서도 같은 물체에 대한 영상의 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Polarimetry 기법을 이용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SAR 편파 기법 응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간섭기술인 Interferometry 기법을 이용하여 실험의 목표인 물체의 변위 계측과 언
덕지형의 고도를 계측을 수행하였다.
PSInSAR 실험을 통하여 Reflector를 실제로 움직인 거리와 GB-SAR 영상을 통해
얻어진 계측 거리가 비슷함을 알 수 있었고,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과정에서 아크릴 판 위의 Reflector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때 판 위의 눈금간
격이 2 mm기 때문에 1 mm를 이동시킬 때 정확한 조절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 했
을 때는 더 높은 상관관계를 기대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GB-SAR 시스템이 실
험지역에 비해 높은 곳에 위치함에 따라 GB-SAR의 관측 거리와 지표에서의
Reflector의 변위가 조금의 차이를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거리 보정과 시스템 운
용 간에 미세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보정을 통하여 보정 전에 비해 더 높
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거리 보정과 시스템 보정을 모두 나
타낸 경우에는 오히려 상관관계가 조금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시스템 보정
을 위한 다른 대상체의 phase 변화량도 영상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체
의 경우에 대해서는 거리보정이 되지 않아 나는 차이라고 판단되었다.
Cross-Track InSAR 실험을 통해서는 실험지역에 있는 언덕 지형의 높이를 측정
하였다. 나무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noise로 인하여 동일 지역에 대한 높이가 네 개
의 편광에 대해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높이가 비슷한 두 지역에
대한 각 편광의 결과가 비슷한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나무의 산란 특성으로 설명
이 가능하다. 따라서 Cross-Track InSAR 실험의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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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호가 아닌 PSInSAR에서와 같이 Reflector의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언덕의 최고점과 일부 중간 지점에 대한 Reflector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한 정확한 고도 측정이 이루어지면 DEM에 대
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PSInSAR와 Cross-Track InSAR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고 다른 GB-SAR 기법이 발전
한다면, GB-SAR의 간섭 기법을 이용한 물체의 변위 및 고도 측정에 대한 활용가
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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