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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목 적

  -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이용한 지표 산란체의 후방산란계수 측정

○ 의 의

  - 지표 산란체 정밀 측정을 통한 인공위성 SAR 자료 검보정 및 해석

○ 용역기간 

  - 2006년 7월 25일 ~ 2006년 11월 15일

○ 현장관측 지역 및 대상체

  - 지  역 : 충청남도 당진군 일대,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 대상체 : 나지, 초지, 논,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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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지역

  마이크로파 산란계 측정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 일대(그림 1)와 경기도 화성시의 제부도

(그림 2)로 하였다. 지표의 여러 산란체(논, 밭, 나무, 풀, 나지, 인공구조물 등) 중 마이크로

파 산란계를 쉽게 설치하고 이동할 수 있는, 당진군에 위치한 폐교의 나지와 초지 그리고 

도로 옆의 논을 대상체로 선정하였으며, 제부도의 경우 해수의 밀물과 썰물에 의한 변화가 

발생하는 조간대 갯벌로 선정하였다. 

그림 1. 다편광 산란계측정 지역 

(충청남도 당진, 점으로 표시된 지역)  

 

그림 2. 다편광 산란계 측정 지역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점으로 표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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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파 산란계

2.1. 장비구성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그림 3과 같이 네트워크 분석기(Network Analyzer)와 안테나, 고정 

스탠드 그리고 노트북컴퓨터로 구성되어있다. 네트워크 분석기는 Agilent사의 8753ES로서 

6GHz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Calibration Kit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보정하였다. 안테나

는 5.0~5.6GHz 대역으로서 Dual-Mode Transducer를 이용한 Dual-Polarization Square 

Horn Antenna이며 포트가 2개 있어 동시에 Quadratic Polarization을 얻을 수 있다. 자세

한 안테나의 특성은 표1과 같다. 고정 스탠드는 1.5m~3m까지 높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안

테나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기와 노트북컴퓨터는 GPIB-USB 커넥터로 통

신이 이루어진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산란계의 측정간격 및 측정횟수를 제어할 수 

있으며, 측정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전송받아 저장하게 된다. 

그림 3. 마이크로파 산란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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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항목 규격 시험결과

Dual-Polari

metric

Square Horn 

Antenna

Frequency(GHz) 5.0~5.6 5.0~5.6

Beam Width
E-Plane(deg) 15(nominal) 12.1~13

H-Plane(deg) 15(nominal) 15.5~17.5

Gain(dBi) 20(nominal) 20.5 min.(20.5~21.8)

VSWR 1.5 max. 1.4 max.

Isolation 35dB 이하 50dB 이하

Weight(kg) 4 max. 3.1 max.

Input Impedance(Ω) 50 50 

표 1. 안테나 특성

2.2.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다편광 산란계

  네트워크 분석기는 frequency sweep을 통하여 자료를 얻은 후 이를 time-domain으로 

역푸리에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ation)하여, 마치 시간적으로 짧은 sinc 소스를 발

사하여 되돌아오는 신호를 얻는 레이더의 효과를 얻는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이 짧은 sinc 신호를 중심 주파수 로 변조하여 안테나를 통해 발사하는 레이

더를 생각하자.

 sinexp (1)

  이 신호가 목표물과 반응 후 다시 안테나로 되돌아오는 신호 는 후방 산란 계수 함수 

와의 convolution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네트워크 분석기는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위 수식을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ation)을 통해 나타나는 아래 수식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3)

  이 때, 는 중심이  이고 밴드 폭이  인 box function이다. 즉, 안테나는 네트워

크 분석기가 만들어낸 특정 진동수인 를 continuous wave 형태로 쏘아 보내고, 이 단일 

진동수의 마이크로파가 목표물 전체에 반응하는 후방산란 계수 를, 다시 안테나에 돌

아오는 신호를 통해 얻게 된다. 네트워크 분석기는 계속하여 진동수를 증가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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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sweep) 주어진 진동수 영역에서 를 모두 얻게 된다. 이 때, calibration이 

잘 된 네트워크 분석기의  값은 주어진 밴드 폭에서 1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위와 같

은 frequency sweep을 통해 식(3)의  함수가 얻어지고, 이를 역푸리에 변환을 통해 

시간 영역으로 변환시키면 식(2)와 같은 레이더의 작동의 원리가 구현된다. 

  만약 목표물이    에 있으며  , 즉 한 점(point target)이라면 레

이더에서 얻어진 값은 식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sinexp (4)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기에서 시간 영역으로 변환된 측정값의 크기와 위상 는 다음과 같다. 

  sin sin (5)

      (6)

  즉, 위상은 안테나와 목표물간의 거리의 함수이다. 식(6)에 의하면 시스템에서 위상의 오

차를 라고 한다면, 거리 측정의 오차 는 다음과 같다. 

 


 (7)

  즉, 시스템과 목표물이 안정된 상태에서 수 차례 위상을 측정 했을 때 그 변화가 1도 정

도라면  가 되고, 파장  인 시스템에서   정도가 되어 

매우 정밀한 slant range 값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DInSAR의 정밀도를 주게 된다. 보통 

위성 시스템에서는 위성체의 잡음이나 측정 시간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로 보고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가 되어 매우 정밀한 지표변

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실험에서는   이고, 이다. 식 (1)의 sinc function의 최대값

에서 3dB 떨어지는 시간을 보통 레이더의 시간 해상도 로 정의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4)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다. 이를 안테나와 목표물과의 왕복거리를 고려하

면 거리 해상도(slant range resolution)은 다음과 같다.

     (5)

이 시스템에서는   에 해당한다. 즉, slant range 방향으로 25cm 떨어진 두 물체

를 구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의 최대 거리 max는 

네트워크 분석기의 frequency sampling 수가 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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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에 사용된 Agilent 8753ES의 최대 은 1601이며, 이때 max 이다. 이

러한 최대 거리는 frequency sweep 밴드 폭을 줄이면 식(4)-(6)에 의해 무한대까지 늘어

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기의 파워가 10dBm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거

리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호증폭기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

으나, 발신기와 수신기가 하나의 안테나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에서는 신호증폭기의 설치

가 불가하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목표물과 안테나가 수 백 미터를 넘지 않는 거리에서 사

용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frequency sweep을 하는 데 보통 수 초

에서 수십 초가 걸리므로, 그 동안 시스템을 구성하는 안테나, 지지대, 그리고 목표물의 움

직임이 심한 경우에는 시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레이더 작동 원리를 구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즉, 바람이 심하게 부는 때는 사용이 불가하다.     

2.3. 후방산란계수

  마이크로파가 산란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의 파워 은 다음과 같은 레이더 방정

식으로 주어진다.

                                      




                             (7)

  여기서  는 송신 마이크로파의 파워, 는 송신안테나 이득, 은 수신안테나 이득, 

는 마이크로파의 파장, 는 Radar Cross Section(RCS), 은 안테나에서 대상체까지의 거

리(m)이다. 네크워크 분석기를 통해 측정된 amplitude(U)는 송신 마이크로파 파워에 대한 

수신 마이크로파 파워의 비로서 다음과 같다.

                                       

 


 


                            (8)

  식 (7)을 dB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dB)=log=log (dB) (dB) log log log     (9)

  여기서,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는 동일하기 때문에  , 은 20dBi로 동일하다. 는 

C-band인 0.0565625m 로 주어진다.

  따라서 (dB)는 다음과 같다.

                           (dB) logdB lo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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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c×time)/2이다(c는 빛의 속도).

  대상체에 대한 후방산란계수는()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1)

  여기서 는 산란계의 수평해상도에 따른 산란체의 면적으로서   cos· 이다. 

이때, 은 식(5)의 안테나의 거리 해상도인 0.25m, 는 입사각(측정시 45°)이며 

  ·로서 은 대상체의 거리(m)이고 는 안테나의 빔폭인 15°이다. 

  따라서 식(10)과 식(11)을 다시 정리하면 안테나에서 (거리)만큼 떨어진 대상체의 후방

산란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B) log dBlo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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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측정

  마이크로파 산란계를 이용한 현장측정은 그림 4~8과 같이 폐교의 나지, 초지1, 초지2, 도

로 옆 논, 갯벌에 대하여 5차례 실시하였다. 각각의 대상체 측정시 안테나의 입사각은 45°, 

높이는 3m로 고정하였다. sampling number는 801 또는 201로 하였으며 range 범위는 

10ns~60ns이다(표 2).

  네트워크 분석기의 측정간격을 10초 또는 1분으로 하였으며 약 15회 측정하였다. 15회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대표 값으로 하였다. 제부도 갯벌의 경우 해수의 조차에 의한 갯벌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에 측정하였다.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HH, HV, VH, VV의 편광특성에 따른 amplitude와 phase 정보로 나타내지며 이것은 텍스

트 형식이로 저장된다. 텍스트 형식으로 구성된 자료는 Microsoft의 Excel로 편집하여 측

정 대상체의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된다. 

그림 4. 폐교 나지에 대한 마이크로파 산란계 측정

(측정시 코너리플렉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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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폐교 초지1(20cm)에 대한 마이크로파 산란계 측정

 

그림 6. 폐교 초지2(50cm)에 대한 마이크로파 산란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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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로 옆 논에서의 마이크로파 산란계 측정 

그림 8. 제부도 갯벌에서의 마이크로파 산란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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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날짜 대상체
Look 

Angle

Antenna

Height

Sampling 

number

Range

(ns)

중심주파수

/밴드폭
측정간격 측정횟수

2006년 

8월 23일

(13:06)

폐교나지 45° 3m 801 10~60
5.3GHz

/600MHz
10초 14회

2006년

8월 23일

(13:11)

폐교초지1

(20cm)
45° 3m 801 10~60

5.3GHz

/600MHz
10초 15회

2006년

8월 23일

(13:14)

폐교초지2

(50cm)
45° 3m 801 10~60

5.3GHz

/600MHz
10초 14회

2006년

8월 23일

(14:03)

도로 옆 논 45° 3m 801 10~60
5.3GHz

/600MHz
10초 15회

2006년

9월 13일

(11:00,

14:00,

17:00)

제부도 갯벌 45° 3m 201 10~60
5.3GHz

/600MHz
1분 15회

표 2. 산란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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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결과

4.1. 나지

그림 9. 폐교 나지 HH amplitude 

그림 10. 폐교 나지 HV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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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폐교 나지 VH amplitude  

그림 12. 폐교 나지 VV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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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체 폐교 나지

편광 시간(ns) 거리(m) Amplitude(U) 후방산란계수(dB)

HH 27.3125 4.10 0.0007287 -15.38

HV 27.5625 4.13 0.0000478 -38.92

VH 27.5625 4.13 0.0000441 -38.92

VV 29.0000 4.35 0.0007656 -28.97

표 3. 폐교 나지의 후방산란계수(안테나: 45°) 

Range, R = time * c /2

  후방산란계수 = 20logU + 29 + 30logR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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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초지1 (높이 20cm)

그림 13. 폐교 초지1(20cm) HH amplitude 

그림 14. 폐교 초지1(20cm) HV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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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폐교 초지1(20cm) VH amplitude

그림 16. 폐교 초지1(20cm) VV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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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체 폐교 초지1(높이: 20cm)

편광 시간(ns) 거리(m) Amplitude(U) 후방산란계수(dB)

HH 29.75 4.46 0.0015242 -7.85

HV 27.50 4.13 0.0007188 -15.40

VH 27.50 4.13 0.0007751 -14.75

VV 27.375 4.11 0.0022921 -5.39

표 4. 폐교 초지1(20cm)의 후방산란계수(안테나: 45°)

Range, R = time * c /2

  후방산란계수 = 20logU + 29 + 30logR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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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초지2 (높이 50cm)

그림 17. 폐교 초지2(50cm) HH amplitude 

그림 18. 폐교 초지2(50cm) HV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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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폐교 초지2(50cm) VH amplitude 

그림 20. 폐교 초지2(50cm) VV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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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체 폐교 초지2 (높이: 50cm)

편광 시간(ns) 거리(m) Amplitude(U) 후방산란계수(dB)

HH 22.3750 3.36 0.0012629 -13.19

HV 24.3125 3.65 0.0012711 -12.05

VH 24.3125 3.65 0.0015249 -10.48

VV 26.1875 3.93 0.0017411 -8.39

표 5. 폐교 초지2(50cm)의 후방산란계수(안테나: 45°)

Range, R = time * c /2

  후방산란계수 = 20logU + 29 + 30logR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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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논

그림 21. 도로 옆 논 HH amplitude 

그림 22. 도로 옆 논 HV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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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도로 옆 논 VH amplitude 

그림 24. 도로 옆 논 VV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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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체 도로 옆 논

편광 시간(ns) 거리(m) Amplitude(U) 후방산란계수(dB)

HH 35.5625 5.33 0.0014898 -5.72

HV 35.7500 5.36 0.0011657 -7.79

VH 35.7500 5.36 0.0013271 -6.66

VV 32.1875 4.83 0.0022705 -3.36

표 6. 도로 옆 논의 후방산란계수(안테나: 45°)

Range, R = time * c /2

  후방산란계수 = 20logU + 29 + 30logR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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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갯벌

그림 25. 제부도 갯벌 HH amplitude 

그림 26. 제부도 갯벌 HV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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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제부도 갯벌 VH amplitude 

그림 28. 제부도 갯벌 VV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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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체 제부도 갯벌

편광 측정시각 시간(ns) 거리(m) Amplitude (U) 후방산란계수(dB)

HH

11:00 36.00 5.40 0.001198 -7.46

14:00 35.50 5.33 0.001728 -4.46

17:00 35.25 5.29 0.001351 -6.69

HV

11:00 35.50 5.33 0.000139 -26.35

14:00 36.00 5.40 0.000497 -15.1

17:00 36.25 5.44 0.000523 -14.57

VH

11:00 35.50 5.33 0.000147 -25.86

14:00 36.00 5.40 0.000464 -15.69

17:00 36.25 5.44 0.000525 -14.53

VV

11:00 38.75 5.81 0.001005 -8.02

14:00 40.25 6.04 0.000420 -15.11

17:00 40.00 6.00 0.001059 -7.16

표 7. 제부도 갯벌의 후방산란계수(안테나: 45°)

Range, R = time * c /2

  후방산란계수 = 20logU + 29 + 30logR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