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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위탁연구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ArcSAR (Arc Synthetic Aperture Radar)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획득 자료의 영상화를 위한 기법과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있다. 특

히 당해 연도 과제에서는 ArcSAR의 개념 및 기구부 설계,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량탑재 ArcSAR를 통하여 GB-SAR (Ground-Based Synthetic 

Aperture Radar) 시스템의 전천후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SAR 영상 처리 기술의 

향상 및 향후 SAR 시스템 개발을 대비한 원천적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이 연구의 

목표이다.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GB-SAR 시스템은 지상에 레일과 같은 이동 매체를 설치하여 지상에서의 안정

적인 안테나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항공기나 인공위성 SAR 시스템과 유사한 합성

구경 영상 획득 원리로 산란체의 마이크로파 반사 신호를 지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SAR 시스템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LISA를 이용해 산사태 지역을 간섭기법을 이용

하여 모니터링 한 연구 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Leva et al., 2003). 일본과 호주

에서는 Pol-GB-SAR (Polarimetric GB-SAR)와 In-GB-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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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e, 2005)이 발표된 바 있다. 지상에서 운용되는 SAR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

로 기술개발 초기 및 시험운용 단계라 할 수 있다. 

GB-SAR는 정밀한 반복 측정을 통하여 mm 단위 이내의 지형변형까지 감지할 수 

있는 측정 정밀도를 자랑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레일을 모니터링 위치에 고정시켜

야 한다. 이 때, 고정밀 레일을 포함한 측정 시스템의 운반과 설치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원하는 측정 장소로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GB-SAR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 원형 레일을 탑재하여 신

속한 기동을 확보하고, 아크 모양의 스캔을 통해 합성 구경의 길이를 늘이며, 영상 

영역을 360도로 확장 가능한 ArcSAR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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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에서는 지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용 SAR 시스템이 구현된 바 있다 (Cho 

et al., 2006). 그러나 이 시스템은 차량에 안테나를 탑재하여 차량이 달리면서 

SAR 영상을 획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차량 위에 레일을 탑재하여 고정

밀의 영상을 획득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ArcSAR의 개념을 정립하고 ArcSAR의 구현을 위한 설계 기술,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적인 기술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1.3 연구개발의 범위

본 연구의 개발 범위는 아래와 같다. 

 ○ ArcSAR 구현을 위한 기존의 GB-SAR 시스템 검토

 ○ ArcSAR의 시스템의 개념 정립 및 시스템 요소 구성

 

 ○ ArcSAR 시스템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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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현재 국내외에서 지상 기반의 다양한 SAR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반 안정성, 건설/토목 구조물 안정성 등에 시험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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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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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강원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합작으로 매우 정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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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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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밀 반복측정은 불가하다. 

○ ArcSAR는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것이다.   

○ 2006년 1월 발사된 ALOS PALSAR, 2007년 2월에 발사된 TerraSAR, 2007

년 12월 발사 예정인 Radarsat-2, 그리고 2009년 우리나라의 Kompsat-5 인

공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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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SAR 시스템은 GB-SAR의 개념을 차량 탑재형으로 확장시킨 것으로서, 먼

저 GB-SAR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강원대학교와 지질자원연구원의 

협력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된 GB-SAR (Ground-Based Synthetic Aperture 

Radar) 시스템(Fig. 1)은 지상에서 안테나의 위치 제어를 통해 합성 구경을 이루

어 높은 해상도의 2차원적 영상을 얻는 영상레이더(imaging radar) 시스템으로서 

SAR의 원리를 이용하는 일종의 레이더 스캐너(radar scanner)라 할 수 있다. 레

일과 같이 지상에 고정된 플랫폼에서 일축 운동을 통하여 안테나의 움직임을 정밀

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및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운용되는 일반적인 

SAR 시스템과는 달리 반복 측정의 정확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안

테나와 산란체의 기하학적 위치관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SAR 영상화(focusing)를 구현할 수 있으며 안테나를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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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SAR 시스템은 유지 및 보수가 쉽고 다양한 마이크로파 파장 및 편파, 입사각 

등을 구현할 수 있어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의 지상 검보정 및 개념 설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새로운 응용성을 찾을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다. 다양한 파장과 편파의 마이크로파에 반응하는 산란체의 특성 및 변화를 

고해상도로 모니터링하거나 위상의 변화를 장기간 관측하여 지반침하량 계측, 사면 

안정성 평가, 눈사태 감지와 같은 인공 및 자연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등 목

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GB-SAR 시스템은 크게 마이크로파 산란 측정을 위한 RF 부분과 시스템의 움

직임을 구현하기 위한 모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Fig. 2). RF 부분은 GPIB-인

터페이스를 이용해 모션 부분이 장착된 PXI(조성준 외, 2005)에 연결되며 PXI는 

다시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노트북 컴퓨터로 연결된다. 컴퓨터에서 자체 제작된

LabVIEW 프로그램으로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어되며 자료 획득 후 GB-SAR 

영상화 및 간섭기법 프로그램으로 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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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부분은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ector Network Analyzer, VNA), 파워 앰프

(power amplifier), 마이크로파 스위치, 송·수신 안테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송신과 수신 포트는 마이크로파 스위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어되어 다중 편파

VV, VH, HV, HH) 자료를 동시에 획득한다. 

모션 부분은 레일 모션 컨트롤러, 스텝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2 m 길이의 

레일 세 개를 연결하여 총 6 m의 레일이 만들어졌다. 모션 컨트롤러 및 스텝 모터

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수평적 혹은 수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평적 이동은 

SAR 영상화에, 수직적 이동은 SAR 간섭기법을 구현하기 위한 수직기선(vertical 

baseline)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레일 위에 GB-SAR 시스템을 모두 탑재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는 스캔 도중 RF 케이블의 움직임을 없애고 

시스템의 중량을 무겁게 하여 물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GB-SAR는 SAR 영상화(focusing)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플러 변수를 매

우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영상화를 구현할 수 있다. 안테나가 레

일을 따라 스텝 모터의 구동으로 측정 위치로 이동 후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마이

크로파 송수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지한 산란체에 대하여 안테나 빔의 중심 도

플러(Doppler centroid)가 영(zero-Doppler)이 된다. 또한 안테나와 산란체의 위

치 관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플러의 변화(Doppler rate) 값을 기하

학적으로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GB-SAR 시스템은 합성 구경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항공기 및 인공

위성 SAR와는 크게 다르다.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에서는 합성 구경의 길이가 

안테나의 빔 폭과 같기 때문에 full-focusing이라 할 수 있으며, 해상도는 거리에 

상관없이 실제 안테나 구경의 절반이 된다. 그러나 GB-SAR는 레일에 근접한 거

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상 영역에서 합성 구경 레일의 길이로 제한되기 때문에 

partial-focusing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상도 역시 거리의 함수로 주어진다. 

GB-SAR 시스템에서 획득된 자료의 영상화는 처리시간과 메모리를 고려하여 근거

리용으로는 일반적인 인공위성 SAR 프로세싱에 많이 사용되는 Range-Doppler 

(RD) 알고리즘이 사용되고(이훈열, 2005), 원거리용으로는 Deramp-FFT (DF) 

알고리즘이 사용된다(Table 1). 

  ArcSAR는 차량 위에 원형 레일을 탑재하여 레일 위를 마이크로파 안테나가 정

밀하게 원형 이동하면서 송신이 이루어지고, 반사되어 온 마이크로파를 측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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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영상 처리기법을 통해 영상을 구현하게 된다. 

  Fig. 3은 ArcSAR의 개념도로서 밴형의 차량 위에 반경 1 m의 원형 레일을 탑

재한 후 차량 상부에 설치된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송, 수신

하게 된다. 이때 시스템 위에는 RTK GPS를 장착하여 장주기 모니터링을 위해 동

일한 위치에 와서 다시 측정을 하게 될 때 측정 위치의 오차를 최소화 하며, 이후

의 미세한 차량이동 오차는 고정형 산란체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또한 

AWS(Automatic Weather System)를 장착하여 측정된 위상의 대기보정을 동시

에 수행하게 된다. 

  Table 2는 GB-SAR와 ArcSAR를 비교한 것으로 분해능 측면에서 합성 구경의 

길이를 늘이며 영상 영역을 확장한 ArcSAR의 성능이 GB-SAR에 비해 개선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ArcSAR는 차량 탑재형으로 응급 상황에의 대처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GB-SAR는 직선형 레일을 사용하는 반면 ArcSAR는 원

형의 레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영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SAR focusing 기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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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RX OUTIN
Motion
Control

GPIB

Tx V-pol
Tx H-pol

Rx H-pol
Rx V-pol

Fig. 1. GB-SAR의 개념도. 

Fig. 2. GB-SAR 시스템 (좌로부터 실험전경, 송수신 안테나, 기구부 영상).



- 11 -

Algorithms Advantage Disadvantage Usage

Range-Doppler 

or

ω-k

Widely used for 

SAR

Memory 

inefficiency for 

partial-focusing

Near Range

(full-focusing)

Deramp-FFT

Efficient in 

memory and CPU 

time

Distortion in near 

range

Far Range

(partial-focusing)

Time Domain
Exact 

everywhere
Time consuming Everywhere

Table 1. GB-SAR 영상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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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de view

(b) plane view

Fig. 3. ArcSAR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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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SAR ArcSAR(World first)

Scan Type Linear Arc

Scan Load Heavy Light

RF stability Stable Stable

Resolution High
Higher due to wider 

azimuth bandwidth

Installation Ground-fixed
Automobile: higher 

mobility  

Phase repeatability High Low (until now)

SAR focusing Conventional New

Major application
DInSAR change 

detection

Emergency Mapping

(until now)

DInSAR change 

detection (with 

RTK-GPS)

Table 2. GB-SAR vs. ArcSAR 



- 14 -

3.2. ArcSAR 시스템 구성과 설계

  

  Fig. 4는 ArcSAR의 하드웨어 구성의 개념도이다.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Fig. 5)

에서 발생된 스텝주파수 신호가 RF 파워앰프(Fig. 6)와 RF 스위치(Fig. 7)를 거쳐 

분극 송신안테나(Fig. 8)를 통해 방사하게 된다. 반사파는 분극 수신 안테나와 RF 

스위치를 거쳐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를 통해 획득되며, GPIB 인터페이스로 연결된 

PXI를 거쳐 노트북에 도시된다. Table 3은 송수신 C-band 안테나에 대한 제원을 

나타낸다. 안테나는 구비 여부에 따라 L, C, X, Ku 등 다양한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다. 한 위치에서 자료가 획득된 후 안테나는 PXI의 모션 컨트롤에 의해 제어되는 

서보 모터에 의해 원형 레일을 따라 다음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안테나에 연

결된 동축 케이블은 차량 외부의 송, 수신 장치에 연결되는데 RF 대역에서 완벽히 

작동하는 슬립링이 없기 때문에 송, 수신 장치를 턴테이블 위에 장착하여 안테나의 

이동과 동일한 각도로 회전하여 동축 케이블의 꼬임을 방지하게 된다.

  ArcSAR의 시작품 제작에 사용된 실제 설계도(Fig. 9~14)는 다음과 같다. Fig. 

9는 ArcSAR 차량 탑재부 설계도이다. 설계 도면에서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를 

모델로 하였으나 변동 가능하다. 원형 레일부 및 모든 RF 시스템이 차량의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량의 구조변경 없이 바로 탑재가 가능하며, 단지 시스템 전력 

공급을 위한 선이 원형레일의 중심을 지나 외부로 연결되도록 고려하였다. 원형 레

일 및 안테나 지지부는 유선형의 커버를 씌워 차량 주행시 공기저항을 막고 우천시

에도 영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설계 도면에는 나와 있지 않음). 또

한 안테나 지지대를 2단 접이식으로 설계하여 차량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했

다. Fig. 10은 ArcSAR 회전 기구부의 설계도면으로서, 안테나의 회전 운동을 지지

해주는 중요한 구조이다. 중량을 줄이기 위해 중심부에 절개부를 두었으며 이 곳 

위에 모든 RF 기기가 상탑하게 된다. 회전부의 중심축에는 볼베어링으로 처리하였

으며, 팬벨트에 의해 전달된 모터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안테나부가 회전한다. 여기

서 보이는 안테나 지지대는 개략설계로서, 구체적인 설계는 Fig. 11에 ArcSAR 안

테나 회전부 및 지지대 설계도에 나타나 있다. ArcSAR의 azimuth 해상도는 아크

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측정시 최대한 커다란 아크 길이를 내기 위하여 안테

나 지지부는 2단 접이식으로 설계되었다. 차량 이동시에는 반경을 최소화 시키고 

차량의 전면부에 고정시켜 이동하게 된다. 자료 획득시에는 최대한 길이를 길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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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용되는데, 이때 각종 RF 케이블의 안정적 위치를 위하여 케이블 가이드가 장

착된다. 케이블 가이드의 굴곡 직경은 30cm로 하여 케이블이 접히지 않도록 고려

하였다. 안테나는 또한 영상화 모드에 따라 수평으로 180도 회전할 수 있도록 모터

가 장착된다. Fig. 12는 ArcSAR 안테나 마운트부의 설계도이다. 설계 도면상에는 

C-밴드 안테나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안테나 접합부는 향후 X-밴드, Ku-밴

드 등 다양한 종류를 장착할 수 있도록 범용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안

테나의 수평 회전을 위하여 DC 모터를 장착하였다. Fig. 13은 ArcSAR 베이스 벨

런싱부의 설계도이다. ArcSAR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영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차량이 위치한 노면에 따라 수평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

여 ArcSAR 자체적으로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X-축과 Y-축 밸런

싱 조정 핸들을 통하여 ±5도씩 움직일 수 있다. Fig. 14는 ArcSAR 안테나 회전

부의 수정 설계도로서, 안테나 회전부가 최대 180도 수평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최

종 설계 변경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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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RX OUTIN

Motion
Control

GPIB

Tx V-pol
Tx H-pol

Rx H-pol
Rx V-pol

TX RX

Express

RS-232

Synchronous
Turntable

Fig. 5.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Fig. 4. ArcSAR의 하드웨어 구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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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송수신 안테나

Fig. 6. RF 앰프

Fig. 7. RF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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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Polari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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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band 안테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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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rcSAR 차량 탑재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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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rcSAR 회전 기구부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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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rcSAR 안테나 회전부 및 지지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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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rcSAR 안테나 마운트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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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rcSAR 베이스 벨런싱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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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rcSAR 안테나 회전부 수정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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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rcSAR 영상 모드

 

  ArcSAR는 안테나 및 지지대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원형 레일을 따라 안테나가 이

동하면서 마이크로파 송수신을 통해 목표 지점의 후방 반사 자료를 얻는다. 획득된 

데이터는 LabView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되고, ArcSAR 영상화 알고리즘을 통해 다

시 후 처리된다. ArcSAR 영상화 알고리즘은 시스템 시제품 개발 후 자료를 얻은 다

음에 성능 시험을 거쳐 개선될 전망이다.

  ArcSAR는 영상 범위와 해상도의 요구사야에 따라 Standard 모드와 Spot 모드의 

두 가지 영상 모드로 획득될 수 있다. 첫째, Standard 모드는 안테나의 지향 방향이 

지지대에 비하여 고정되어 360도로 스캔하면서 영상을 얻는 방식이다(Fig. 15). 이 

모드의 장점은 전방위적인 영상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해상도는 다소 떨어진

다. 극좌표계로 ( )에 놓여있는 지상의 한 지점에 대하여 안테나의 에너지가 관측

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coherent integration arc인 와 그에 따른 coherent 

integration length인 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sin 




                                        (1)

                                                (2)

여기서, 는 회전축이 되는 원점에서 안테나까지의 반경이고 는 안테나 빔의 폭

으로서, 안테나의 구경이 이고 파장이 일 때  로 주어진다. Coherent 

integration arc 와 length는 영상의 해상도와 비례하며, ArcSAR 영상화를 거친 

후 각해상도 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

  두 번째 영상 모드인 Spot 모드(Fig. 16)는, 안테나의 지향 방향을 특정 목표물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지향하도록 하면서 지지대를 180도 움직여 스캔하는 방식이

다. 이를 위하여 지지대의 움직임에 따라 안테나의 지향방향이 모터로 정밀 제어된

다. 이 모드의 장점은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는 180도가 

되고 는 지지대의 최장 반경인 4 m일 때 12.5 m가 된다. 따라서 ArcSAR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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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모양의 GB-SAR에 비하여 의 길이가 늘어나 고해상도 레이더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상의 폭은 GB-SAR와 마찬가지로 안테나의 빔

폭으로 제한된다.

3.4. 결론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ArcSAR는 차량 탑재형으로서 신속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전천후 지상용 SAR로 설계되었다. ArcSAR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서 현재 

ArcSAR를 위한 개념 정립과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가 모두 완성되었다. 7월 중 

시제품 제작이 완성되면 조립 과정을 거쳐 영상화 테스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ArcSAR 영상화 소프트웨어도 이때를 같이하여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 

테스트 베드에서의 적용 등을 이용하여 ArcSAR 시스템의 최적화 및 검보정이 이

루어질 것이며, 현장 적용 시험 등을 거쳐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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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rcSAR Spot Mode: Limited coverage with higher resolution

Fig. 15. ArcSAR Standard Mode: 360° coverage with modera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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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GB-SAR 시스템의 전천후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ArcSAR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으며, 현재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다. 특히 GB-SAR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ArcSAR의 설

계 과정에서 다양한 SAR 시스템의 구성 능력과 SAR의 처리 기술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으며, 향후 SAR의 개발을 대비한 원천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번 연구를 통해 설계된 ArcSAR 시스템은 GB-SAR 시스템과 함께 실용화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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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GB-SAR 시스템과 더불어 현재 구성 및 설계가 완료된 ArcSAR는 이동이 용이

한 차량에 탑재되어 재난 및 재해 등 신속한 영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실용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급형 SAR 측정장치 및 

원격제어 모듈 개발에 개념 및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개발될 ArcSAR 

영상화 프로그램의 실용화 및 제품화가 가능하다. ArcSAR를 사업화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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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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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

하, 사면 안정성, 산사태, 눈사태 등 다양한 재해 방지에 활용이 높을 것으로 전망

된다. 향후 활용을 위하여 댐, 사면, 침하지역, 눈, 건물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안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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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지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용 SAR 시스템이 구현된 바 있으나(Cho et al., 2006) 이는 차량에 안테나

를 탑재하여 차량이 달리면서 SAR 영상을 획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차량 위에 레일을 탑재하여 고정밀의 영상을 획득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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