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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위탁연구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GB-SAR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로서, 이를 이용하

여 산란체의 변위 측정을 보다 정밀하게 하는 것에 있다. 간섭기법

(interferometry)을 이용하여 실험지역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영상화하여 

산란체의 변위 측정을 목표로 하며, 대기 중의 습도자료를 이용한 보정을 통해 보

다 정확한 변위 측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새로 추가된 X-band 안테나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이론식의 확인을 하고자 한다.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이 연구에서 개발한 GB-SAR는 항공기 및 인공위성에서 탑재되어 운용되는 

SAR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산란체의 마이크로파 반사 신호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에 비해 장비의 

교체와 시간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GB-SAR는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의 지상 검보정 및 개념 설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새로운 응용성을 찾을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다. GB-SAR 시스템을 

이용하면 위상의 변화를 장기간 관측하여 지반 침하량 계측, 사면 안정성 평가, 눈

사태 감지와 같은 인공 및 자연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C-band 안테나를 사용한 GB-SAR 시스템을 구성한 적

이 있으며, 이를 통해 mm 단위의 높은 정밀도로 변위를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변위 탐지에 대한 더 높은 정밀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기 중 습도변화에 따

른 대기보정이 필요하며, 또한 C-band 외의 안테나에 대한 실험을 통해 사용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1.3 연구개발의 범위

 ○ 시스템 업그레이드 연구 (장비의 교체 및 추가)

 

 ○ PSInSAR를 통한 고정 산란체의 위상변화 측정

 ○ 대기 중 습도자료를 통한 고정 산란체의 위상 보정

 ○ X-band를 이용한 영상화 및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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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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롯한 전 세계 몇몇 연구실에서 갖추어 운영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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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운용 중에 있으며 산사태, 눈사태, 지반침하 장기 관측으로 실용화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 영국은 다양한 GB-SAR 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으며,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성 

검보정 용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

○ 이 연구에서 개발된 GB-SAR 시스템이 국내 최초이다. 

○ 개발된 GB-SAR 시스템으로 2007년 실험에서 변위를 mm단위로 측정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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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12월에 발사된 Radarsat-2, 그리고 2009년 발사 예정된 우리나라의 

Kompsat-5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SAR를 비롯한 차세대 SAR 시스템에서 얻어지

는 고해상도, 다편광 영상을 통해 SAR 활용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해 나아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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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위탁연구사업의 내용 및 결과

3.1. GB-SAR 시스템 구성

  GB-SAR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RF 부분과 Motion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실

험 시 Motion 부분은 2006년과 2007년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나, RF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다. 네트워크분석기(Vector Network Analyzer : VNA)는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Agilent 8753ES 기종을 올해는 Agilent E8362B로 변경하였다. Agilent 

8753ES 기종은 가용 주파수가 6 GHz로 제한되지만, E8362B 기종의 경우 20 

GHz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주파수에 대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며 인공

위성 SAR인 ALOS-PALSAR (L-band), RADARSAT-1, RADARSAT-2 

(C-band) 뿐만 아니라, 2009년 발사 예정된 우리나라의 Kompsat-5(X-band) 

의 자료와도 비교가 가능해진다. 

파워의 증가와 다중 편파(VV, VH, HV, HH) 자료의 동시적 획득을 위하여 마이크

로파 앰프와 스위치는 동일하게 가동하였다. 최대파워는 VNA에서 0 dBm, 마이크

로파 앰프에서 33 dBm을 설정하였고, Calibration 시 Agilent 8496B Attenuator

를 사용하여 -40dBm을 주었다. 안테나는 Dual-Polarization Square Horn 

Antenna로, 송신과 수신용 안테나를 따로 두어 운용하였다. 주파수 대역은 5.0 ~ 

5.6 GHz, 중심 주파수가 5.3 GHz로서 C-band인 RADARSAT-1에 부합한다. 실

험 시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션 부분의 레일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Azimuth Step을 3 cm로, length는 총 

4.98 m로 운용하였다.

Center frequency : 5.3 GHz

Range bandwidth  : 600 MHz

IF BW : 1 KHz

Number of points : 6401

Power : 1. Calibration : VNA 0 dBm - Attenuator 40 dBm

        2. Acquisition: VNA 0 dBm + Amp 33 dBm

Azimuth Step : 3 cm

Azimuth length : 4.98 m 

Table 1. 실험 시의 시스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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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NA: Agilent E8362B

그림 2. Antenna: C-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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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지역

  실험 지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잔디밭 일대로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이 

평탄한 잔디밭이므로 다수의 trihedral corner reflector를 서로의 간섭신호 없이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GB-SAR 시스템은 실험지역에 대한 관측이 용이하도록 

지질자원연구원의 옥상에 설치하였다. GB-SAR 시스템의 관측방향의 앞 쪽으로는 

아스팔트와 벽돌로 이루어진 도로와 주차시설 및 계단이 있으며, 그 뒤로 언덕과 

잔디밭이 형성되어있다. 실험 날짜 및 시간은 2008년 6월 13일 오후 5시부터 14

일 오전 8시, 14일 19시부터 15일 낮 12시까지로 나눠 측정하였다. 잔디의 상태

는 비교적 길며, 고온의 영향으로 수분은 거의 없는 편이었나, 아침과 저녁으로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PSInSAR 실험을 통한 산란체의 위상변화 측정을 위해 

reflector 5개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배열하였으며, 이 때 reflector의 간격은 모두 

약 25 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실험지역의 모습을 Google earth(그림 3), 시스

템에서 바라 본 사진(그림 4) 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GB-SAR 시스템의 관측범위

그림 4. GB-SAR 시스템에서 바라본 관측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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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SInSAR의 대기보정

 

1. 기초 이론 

  PSInSAR(Permanent Scatterer InSAR)는 안정된 산란체로부터 나오는 위상 

신호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산란체의 변위를 모니터링 하는 간섭기법으로 인공위

성 자료를 이용한 PSInSAR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다. 시

스템이 레일을 따라 정확한 위치에서 반복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선거리가 0으로 유

지되어, 시간 차이가 있는 영상들에 대해 차분 간섭 기법을 이용하여 산란체의 변

위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험을 통해 C-band 안테나를 이

용한 경우 다소의 오차는 있으나 그 정밀도가 mm단위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다수의 고정된 reflector를 이용하여 신호를 획득하고, 변화된 신호와 

변화된 대기와의 관계를 통해 대기보정식 생성을 목표로 한다.  

 GB-SAR 영상에서 위상 φ는 단위가 radian이며, (1)과 같은 값을 갖는다.




                          (1)

R은 시스템부터 산란체까지의 거리이며, n은 굴절률이다. 굴절률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온도, 습도, 기압이 있으며 그 중에서 습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굴절률 n이 변화할 때, 거리변화율은 다음의 값을 갖는다.  

                             




                            (2)

이 때, 식 (2)를 습도 h의 영향을 받는 1차식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3)

이렇게 획득한 대기보정식을 이용하여 PSInSAR의 신호를 보정하면 더 높은 정확

도로 변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2. 고정된 Reflector의 자료 획득

  안정된 신호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정된 reflector를 사용하였다. 총 5개의 

reflector를 설치하였는데, 이 때 반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trihedral corner 

reflector를 선택하여 움푹 파인 부분이 시스템을 향하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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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격은 25 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간섭신호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모양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6월 13일 오후 5시부터 14일 오전 8시까지와 14일 19시부터 15일 낮 

12시까지로 나누어 총 23회 수행하였다.  

 Table 1의 조건에 의해 range 방향으로의 해상도 δR은 




                                 (4)

where, c = speed of light (≈3 × 10⁸ m/s)

       BR = Range bandwidth

가 되어 δR은 0.25 m이 되며, 최대 측정거리 Rmax는

 max 
max

                              (5)

where, max 


 

       



       NR = Number of points

가 되어 800 m이 된다. 그러므로 800 m 이내에 놓여진 0.5 m 크기의 reflector

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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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B-SAR 영상화

  GB-SAR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cygwin 환경에서 c언어로 자체 개발한 gbsar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aw data를 네 가지 편광 모두에 대해 영상화하였으며, 

그 중에서 Deramp-FFT(DF) 알고리즘을 거친 각 편광의 amplitude 영상을 grey 

color로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에 나타난 영상들을 통해 2007년 영상들에 비해 최대 관측 거리가 늘어났

으며, 영상의 폭 또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관측거리의 증가는 Number 

of points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영상의 폭이 커진 것은 azimuth step이 줄어들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parameter에 따른 영상의 변화는 2006년 “GB-SAR 시스

템 영상화 기법 개발”보고서의 이론과 일치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의 X-band 안

테나를 사용한 차후의 실험 결과에서 확인하였다. 최대 관측거리가 800 m로 늘어

남에 따라 지질자원연구원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도로와 하천, 생명공학연구원에 대

해서도 판독이 가능하다. 또한, 확대 영상을 통하여 200 m 이내의 거리에 W 모양

으로 배열된 reflector의 신호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붉은 색의 원으로 표시하

여 다음의 그림 5-(e)에 나타내었다. (e)를 통해 연구소의 아스팔트와 시멘트, 지

자기 관측함, 그리고 언덕의 나무들과 가로수에 의한 신호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편파별 영상의 비교를 통해 동일 지점 혹은 동일 산란체에 대한 신호의 크기가 각

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지점이나 산란체의 특성에 따라 

반사 양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신호와 

reflector에 의한 신호는 HH와 VV 편광인 단일편광에서 더 크게 관찰된다. 

 그림 5의 HH 영상에서 흰 색의 긴 가로줄이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편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두 안테나간의 수평적 배치에 따른 

것으로, 수신용 안테나에서 대상체의 산란에 의한 신호뿐 아니라 송신용 안테나에

서의 신호를 바로 감지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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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V 편파

(b)VH 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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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V 편파

(d)HH 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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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V 편파의 확대 영상

그림 5. Deramp-FFT 알고리즘을 통한 grey color의 amplitude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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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flector 위상 변화 분석

  DF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모든 편파의 영상에서 reflector에 의한 phase를 추

출하였으며, 시스템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부터 차례로 A, B, C, D, E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첫 번째 실험에 대한 phase를 Φ0으로 하여 차후에 실험에 대한 

phase를 Φ1, Φ2, Φ3 …  으로 표현하였다. phase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Φ1, 

Φ2, Φ3 …에서 Φ0 값을 빼주었으며, 이렇게 처리한 값은 다음의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이때 phase 차이의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 2π만큼을 더해주거나 빼주어 변

환하였는데, 이는 영상내의 phase는 wrapping 과정을 통해 -π에서 π까지의 값

으로만 표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관성을 위해서 반대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d)와 

(e)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위상차이는 앞뒤에 놓여진 reflector의 차이와는 크게 

다른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일관성을 파악하여 2π을 더해주거나 빼주어 (f)와 

(g)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하였다. 단위는 모두 radian이다.

Φ0 A B C D E

VV 0.363 0.969 1.655 -1.87 2.223

VH 0.201 2.154 1.092 3.039 1.636

HV -0.164 -2.788 0.588 -3.028 -0.458

HH 2.814 2.523 -2.673 -1.618 3.013

(a) Φ0 

Φ1 A B C D E

VV -0.037 0.614 1.27 -2.246 1.647

VH -0.231 1.835 0.712 2.646 1.831

HV -0.66 3.133 0.238 2.725 3.016

HH 2.397 2.181 -3.059 -1.98 2.579

(b) Φ1 

Φ2 A B C D E

VV -0.336 0.246 0.861 -2.698 1.305

VH -0.521 1.504 0.29 2.2 0.782

HV -0.937 2.758 -0.077 2.315 0.57

HH 2.095 1.824 2.783 -2.49 1.917

(c) Φ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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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1-Φ0 A B C D E

VV -0.400 -0.355 -0.385 -0.376 -0.576

VH -0.432 -0.319 -0.380 -0.393 0.195

HV -0.496 5.921 -0.350 5.753 3.474

HH -0.417 -0.342 -0.386 -0.362 -0.434

(d) Φ1-Φ0 

Φ2-Φ0 A B C D E

VV -0.699 -0.723 -0.794 -0.828 -0.918

VH -0.722 -0.650 -0.802 -0.839 -0.854

HV -0.773 5.546 -0.665 5.343 1.028

HH -0.719 -0.699 5.456 -0.872 -1.096

 (e) Φ2-Φ0 

re Φ1-Φ0 A B C D E

VV -0.400 -0.355 -0.385 -0.376 -0.576

VH -0.432 -0.319 -0.380 -0.393 0.195

HV -0.496 -0.362 -0.350 -0.530 -2.809

HH -0.417 -0.342 -0.386 -0.362 -0.434

(f) 수정 후 phase 차이

 re Φ2-Φ0 A B C D E

VV -0.699 -0.723 -0.794 -0.828 -0.918

VH -0.722 -0.650 -0.802 -0.839 -0.854

HV -0.773 -0.737 -0.665 -0.940 1.028

HH -0.719 -0.699 -0.827 -0.872 -1.096

(g) 수정 후 phase 차이

Table 2. 위상과 위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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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습도와 phase의 상관관계

 식 (1)을 통해 phase는 굴절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관련 논문에

서 굴절률은 습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히고 있다. 습도와 phase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시간에 대한 분 단위의 습도자료를 획득하여 실험시간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이를 실험간 phase 변화와 비교하여 보았다. 실험은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되었으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두 번의 비교를 하여 다음의 그림 6에 나타

내었다. 그림 6은 13 일부터 14 일에 대한 실험의 결과, 그림 7은 14 일부터 15일에 

걸쳐 수행된 실험에 대한 결과이다. 13 일부터 수행된 실험에서 최초 Φ0 측정 시의 

습도가 가장 낮았으며, 이후 실험에서는 모두 습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습도의 

증가는 Φ8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 실험인 Φ9에서는 조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phase의 변화는 각 지점마다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A, B, C, D 

지점에서는 최초 실험에 비해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리가 증가함

에 따라 감소 폭이 더 큰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실험 시 phase는 이전

의 실험인 Φ8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E 지점에 대한 

phase의 증가 혹은 감소의 패턴은 다른 지점과는 다르게 일정 하 지 않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습도 변화가 이전 실험에 비해 큰 폭을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Φ11 ~ Φ

17 사이의 경우, 습도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이후의 실험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

해 phase 변화는 각 지점마다 차이는 있으나, Φ17 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

고 이후의 실험에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도 다른 지점에 비하여 

E 지점의 phase 변화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없었다. E 지점의 reflector는 약 

200 m 에 위치하는 것으로, 근처에는 연구소 내의 가로수와 골프 연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E 지점의 신호가 다른 지점과는 다른 모

습을 보이는 것은 위치 선정 시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정확한 대기보정

식의 유도를 위해서 E 지점의 신호는 배제하기로 하였다. 

두 번의 실험에서 A, B, C, D지점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 phase 변화는 습도의 변화

와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식 (1)의 반대과정인 다음의 식 (7)에 의해 

phase에 의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7)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고정된 산란체의 경우에도 습도의 증가로 인해 phase

가 감소하는 경우 R은 크게 측정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도 R은 감소하여 측정될 

수 있다. 실제로 중심주파수 5.3 GHz에서의 변위 변화율은 식 (2)에 의해서 약 

-0.222radian/mm로 나타나는데 아래의 그림 6에서 고정된 산란체의 phase 변화는 



- 18 -

최고 1.7 radian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습도의 변화만으로 산란체가 

약 7.7 mm 이동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anomaly는 건물이나 댐, 

빌딩의 안정성 판단에 있어서 error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

분이며, 대기보정을 거쳐 더 높은 정밀도로 변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림 6. 0613 ~ 0614 실험의 습도와 phase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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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0614 ~ 0615 실험의 습도와 phase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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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 지점 reflector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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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기보정식 산출  

 reflector가 고정된 상태에서 총 23번의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최초의 실험인 Φ0

을 기준으로 습도와 phase 변화를 구하였다. 시스템으로부터 reflector가 위치한 

각 지점까지의 거리는 각각 다르므로, 산출한 phase 변화를 거리로 나누어 표현하

였다. 대기보정식을 산출하기 위하여 습도의 영향을 받는 식 (3)의 형태로 표현하

였는데, 이때는 편파별 대기보정식과 모든 편파를 이용한 대기보정식을 모두 구하

였으며, 다음의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의 결과를 통해 각 편파별 그리고 전

체에 대한 대기보정식을 파악할 수 있다. 편파별 대기보정식의 경우 VV, VH, HV, 

HH 편파의 대기보정상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모든 편파를 이용한 경

우에도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보정상수를 정리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

다. 

    

                (a) VV 편파                         (b) VH 편파

    

                 (c) HV 편파                         (d) HH 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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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모든 편파를 이용

그림 9. 대기보정식의 산출

a b
VV -1.86 × 10-4 5.88 × 10-3

VH -1.84 × 10-4 5.64 × 10-3

HV -1.90 × 10-4 5.72 × 10-3

HH -1.92 × 10-4 6.03 × 10-3

전체 편파 -1.88 × 10-4 5.82 × 10-3

Table 3, 대기보정상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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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기보정식의 검증 

  가. 편파별 보정의 검증

 습도와 phase 변화를 이용하여 대기보정식을 산출하였으며, 각 편파에 따라 획득

된 대기보정식을 각 지점에서의 phase에 적용하였다. 보정 후의 phase는 Φ1', Φ

2', Φ3', … ,Φ22'로 표시하였다. 보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Φ1', Φ2', Φ3', … ,Φ

22'에서 Φ0를 빼주어 결과를 다음의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의 (d)와 (e)

에서 절대 값이 가장 큰 경우는 Φ2' - Φ0에서 C 지점의 HV 편파일 때의 0.195 

radian 인데, 이는 1 mm가 채 되지 않는 수치이다. Φ22'까지의 모든 경우에 대해

서 Φ0를 빼준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10에서도 

phase 의 최대 변화는 VV 편파에서 절대 값이 약 0.5 radian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고정산란체에 대한 anomaly는 약 2 mm로 나타난다. 보정 전 최대 anomaly

인 약 7 mm에 비하여 고정을 뜻하는 0 mm에 더 가까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Φ0 A B C D

VV 0.363 0.969 1.655 -1.87

VH 0.201 2.154 1.092 3.039

HV -0.164 -2.788 0.588 -3.028

HH 2.814 2.523 -2.673 -1.618

(a) Φ0 

Φ1' A B C D

VV 0.281 1.003 1.734 -1.714 

VH 0.103 2.244 1.199 3.205 

HV -0.304 -2.714 0.757 -2.962 

HH 2.730 2.617 -2.573 -1.422 

(b) 편파별 보정 후 Φ1' 

Φ2' A B C D

VV 0.210 0.915 1.658 -1.783 

VH 0.039 2.190 1.107 3.138 

HV -0.348 -2.803 0.783 -2.981 

HH 2.664 2.549 -2.670 -1.537 

(c) 편파별 보정 후 Φ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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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1' - Φ0 A B C D

VV -0.082 0.034 0.079 0.156 

VH -0.098 0.090 0.107 0.166 

HV -0.140 0.074 0.169 0.066 

HH -0.084 0.094 0.100 0.196 

(d) 편파별 보정 후 Φ1'-Φ0의 phase 차이

Φ2' - Φ0 A B C D

VV -0.153 -0.054 0.003 0.087 

VH -0.162 0.036 0.015 0.099 

HV -0.184 -0.015 0.195 0.047 

HH -0.150 0.026 0.003 0.081 

(e) 편파별 보정 후 Φ2'-Φ0의 phase 차이

Table. 4  편파별 대기보정 후의 phase와 phas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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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V 편파                          (b) VH 편파 

    

              (c) HV 편파                          (d) HH 편파 

그림 10. 편파별 대기보정식 후 phas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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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편파를 이용한 보정의 검증

 모든 편파를 이용하여 산출한 대기보정상수를 이용하여 보정을 하였다. 보정 방법

은 각 편파를 이용한 방법과 동일하지만, phase를 Φ1'', Φ2'', Φ3'', … ,Φ22''로 표

시하였다. Φ1'', Φ2'', Φ3'', … ,Φ22''에서 Φ0를 빼준 결과를 Table 5에, 모든 경우

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Table X의 (d)와 (e)에서 절대 값이 가

장 큰 경우는 0.207 radian로, 역시 1 mm가 채 되지 않는 수치를 나타낸다. 모든 

실험에 대해 보정을 거친 후 보정 후의 phase를 Φ0로 빼준 결과는 그림 11에 나타

내었다. 그림 11에서의 phase 최대 변화는 약 0.55 radian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고정산란체에 대한 anomaly는 약 2.5 mm를 보이게 된다. 각 편파를 이용했을 때

와 마찬가지로 보정 전 최대 anomaly에 더 가까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Φ0 A B C D

VV 0.363 0.969 1.655 -1.87

VH 0.201 2.154 1.092 3.039

HV -0.164 -2.788 0.588 -3.028

HH 2.814 2.523 -2.673 -1.618

(a) Φ0 

Φ1'' A B C D

VV 0.298 1.024  1.759 -1.685  

VH 0.104 2.245 1.201  3.207  

HV -0.325 -2.740 0.727 -2.997 

HH 2.732 2.591 -2.570  -1.419  

(b) 보정 후 Φ1'' 

Φ2'' A B C D

VV 0.230  0.939 1.687  -1.750  

VH 0.045  2.197  1.116 3.148 

HV -0.371  -2.832  0.749  -3.020  

HH 2.661 2.549  -2.674  -1.542  

(c) 보정 후 Φ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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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1'' - Φ0 A B C D

VV -0.065 0.055 0.104 0.185 

VH -0.097 0.091  0.109  0.168 

HV -0.161  0.048  0.139 0.031 

HH -0.082 0.068 0.103 0.199  

(d) 보정 후 Φ1''-Φ0의 phase 차이

Φ2'' - Φ0 A B C D

VV -0.133  -0.030 0.032  0.120  

VH -0.156  0.043  0.024  0.109  

HV -0.207  -0.044  0.161 0.008  

HH -0.153 0.026  -0.001 0.076 

(e) 보정 후 Φ2''-Φ0의 phase 차이

Table 5. 모든 편파를 이용한 대기보정 후의 phase와 phas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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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V 편파                           (b) VH 편파

    

(c) HV 편파                          (d) HH 편파

그림 11. 모든 편파를 이용한 대기보정식 후 phas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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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보정식의 비교

 각 편파의 대기보정식과 모든 편파를 이용한 대기보정식 모두 phase를 효과적으

로 보정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Table 6은 보정 전과 두 가지 보정 후의 phase 

변화의 RMSE를 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정 후 모든 편파에서 더 정확

한 변위를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정 전의 RMSE는 최소 0.923 radian에

서 최대 1.105 radian의 값을 보이는데 이를 mm로 환산하면 4.16 mm에서 4.98 

mm가 된다. 고정된 산란체에 대한 오차가 4 ~ 5 mm 가량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다. 하지만 두 가지의 대기보정을 거친 후의 RMSE는 모두 0.222 radian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는 오차가 1 mm 이내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편파별 보정을 

거친 경우와 모든 편파를 이용한 보정을 거친 경우의 결과는 편파별로 차이를 보인

다. 이러한 이유는 산란체의 편파별 산란 특성이나 자료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error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실험과 그에 따른 data를 통해 해결해 나

가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편파
RMSE(radian)

보정전 편파별 보정 모든 편파 이용 보정

VV 0.923 0.193 0.201

VH 0.938 0.193 0.196

HV 0.979 0.181 0.177

HH 1.105 0.191 0.189

Table 6. 보정 전・후 RMSE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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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X-band 안테나를 이용한 관측

1. 기초 이론 

  2006년 “GB-SAR 시스템 영상화 기법 개발”과제의 보고서에서는 GB-SAR

를 통한 영상화에서 center frequency, bandwidth, number of points, rail의 총 

길이, 이동 간격 등의 변수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영상이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지난해까지의 실험은 중심주파수가 5.3 GHz인 C-band 안테나만을 사용하여 다른 

안테나를 사용한 영상과는 비교가 불가능하였지만, 올해는 중심주파수가 9.65 GHz

인 X-band 안테나의 추가와 VNA의 교체로 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확

인할 수 있다. C-band 안테나의 경우 bandwidth BR은 600 MHz이며, X-band 

안테나의 경우 BR은 1 GHz이다. 지난해 사용한 Agilent 8753ES의 경우 최대 

1601까지 가능하였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한 Agilent E8362B는 16001까지 가능

하여 영상의 비교가 가능하다. 

산란체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정밀하게 수행되었던 이전의 실험에서는 C-band 

안테나 2개를 이용하여 각각 송신과 수신용으로 따로 사용하였지만, X-band 안테

나의 경우 1개가 추가되어 이를 이용하여 송․수신을 모두 수행하였다. 이 경우 시스

템의 비가역적 특성에 의하여 마이크로파 앰프의 사용은 제한되지만, Agilent 

E8362B의 power가 10dBm까지 가능하여 실외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영상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C-band 안테나의 경우도 안테나 1개를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그 결과 그림 12 ~ 15의 VV편파 영상에서 직접파의 영향으로 붉은 색의 강한 신

호의 가로줄이 나타났다. 

X-band 안테나의 추가를 통해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위의 식 (4)와 (5)의 

range resolution과 최대관측거리 Rmax가 있으며, 영상의 폭인 xwidth 또한 비교를 

할 수 있다. Deramp FFT 알고리즘의 영상에서 xwidth 는

 △


                           (8)

로 나타나며 △x는 레일의 이동간격으로 조절이 가능한 변수이다. 

2. 영상의 비교 

가. 최대관측거리의 비교

 식 (5)에서 밝혔듯, 최대관측거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BR과, number of points

인 NR이며, NR은 VNA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식 (5)를 통하여, BR이 600 MHz인 

C-band 안테나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을 때 NR 이 1601인 경우와 6401인 경우 최

대관측거리는 각각 200 m와 800 m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림 1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NR이 1601로 동일한 경우 BR의 차이에 따른 최대관측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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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BR이 600 MHz인 C-band 안테나의 경우는 200 m, BR

이 1GHz인 X-band 안테나의 경우는 120 m의 최대관측거리를 보인다. 

 

(a)C-band, NR = 1601 

(b)C-band, NR = 6401

 그림 12. NR 차이에 의한 최대관측거리의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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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band, BR = 600 MHz 

(b)X-band, BR = 1 GHz

그림 13. BR 차이에 의한 최대관측거리의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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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의 폭 비교

 영상의 폭을 결정하는 변수는 중심주파수에 따라 결정되는 파장 λ와 레일의 이동

간격인 △x이다. 이는 식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측거리 Rc의 함

수로 표현된다. 중심주파수가 5.3 GHz인 C-band 안테나에서 λ는 약 5.6 cm이

며, 중심주파수 9.65 GHz인 X-band 안테나에서는 약 3.1 cm이다. △x는 두 안

테나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3 cm와 5cm로 측정하였다. 

C-band 안테나를 사용한 영상에서 Rc가 100 m인 지점에서 대한 영상의 폭은 3 

cm씩 측정 시 약 94.3 m, 5 cm씩 측정 시 약 56.6 m로 나타내게 되며, X-band

의 경우는 동일 조건에서 약 51.6 m 와 약 31 m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4는 동

일 안테나 사용 시 △x의 차이에 따른 영상의 폭을 비교한 것이고, 그림 15는 △x

가 동일할 때 안테나의 차이 즉, λ 차이에 따른 영상의 폭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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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band, △x = 3 cm

(b)C-band, △x = 5 cm

 그림 14. △x 차이에 의한 영상의 폭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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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band, △x = 3 cm 

(b)X-band, △x = 3 cm

그림 15. BR 차이에 의한 최대관측거리의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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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결론

  장비의 교체 및 추가로 인한 GB-SAR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실외 실험

을 수행하였다. 지질자원연구소의 잔디밭에 동일한 모양과 재질의 trihedral corner 

reflector 5개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열하여 고정시킨 후 반복측정을 하였다. 획

득된 data는 Deramp-FFT Algorithm을 이용하여 영상화하였고, reflector에 의한 

신호와 기타 산란체에 대한 신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간섭기술인 Interferometry 기법을 이용하여 고정시킨 reflector의 phase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고정된 상태임에도 최대 7 mm가 이동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는 습도에 의한 anomaly로 판단하였으며, 측정 당시의 습도 자료를 획득하여 

phase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습도와 phase 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습도

와 거리의 영향을 받는 대기보정식을 산출해냈으며, 이를 적용하여 최대 anomaly

가 2 mm 이내로, RMSE는 1 mm 이내의 값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지만 편파별로 

보정을 한 경우와 전체 편파를 이용한 경우의 결과에서는 다소의 모호성이 발생하

였다. GB-SAR의 안정된 반복측정을 통한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산란체의 미

세한 움직임을 높은 정밀도로 탐지할 수 있으며, 대기보정을 거칠 경우 더 높은 정

밀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편파별 혹은 전체 보정을 통한 결과의 모

호성은 더 많은 측정과 검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NA의 교체와 X-band 안테나의 추가를 통하여 더 다양한 측정 방법이 가능해졌

으며, 이를 통해 2006년 “GB-SAR 시스템 영상화 기법 개발”과제의 보고서의 

이론식과 비교하였다. 이론식을 통한 이론값과 측정을 통한 실제 값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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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이 연구를 통하여 GB-SAR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이루었으며, 실외 지역에 대한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다. GB-SAR 시스템의 안정적 반복 실험을 통하여 고정산란

체의 phase 정보를 획득하였고, 대기 중 습도의 변화에 따른 보정을 통하여 더 높

은 정확도의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X-band 안테나의 추가로 인한 실

험을 통해 GB-SAR 영상화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로 구축된 

GB-SAR 시스템은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 시스템의 개념 설계를 위하여 유용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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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GB-SAR 시스템의 안정적인 phase 정보를 이용한 간섭 영상을 통해 미약한 산

란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대기보정을 통하여 그 오차

가 1 mm 이내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항공기 및 인공위성 

SAR 시스템의 개념 설계를 위한 이용, 마이크로파와 산란체간의 다양한 물리적 현

상을 현장에서 규명할 수 있고, 장비의 교체로 인한 관측범위의 확대를 통해 지반

침하, 사면 안정성, 산사태, 눈사태 등의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재해 방지에도 활용

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활용을 위하여 댐, 사면, 침하지역, 눈, 건물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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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서 안테나의 움직임을 통해 SAR 영상을 구현한 노력은 Fortuny and 

Sieber(1994) 및 Nesti et. al(1996)에서 찾을 수 있다. 실외에서의 GB-SAR의 

개발과 공학적 응용은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최근 활발하게 발전해 오고 있는

데, 빌딩의 안정성(Tarchi et al., 2000), 산사태(Leva et al., 2003; Tarchi et 

al., 2003), 지형고도 매핑 (Nico et al., 2004; Nico et al., 2005)에 적용한 바 

있다. 영국에서도 실내 및 실외에서 농작물의 산란 특성을 연구한 결과가 있으며

(Brown et al., 2003; Gomez-Dans et al., 2006), 일본에서도 GB-SAR를 이용

하여 식생을 관찰한 바 있다(Zhou et al., 2004). 대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노

력으로 대기보정을 실시한 연구결과 역시 보고된 바 있다(Noferini et al., 2005; 

Pipia et al., 2008). 

국내에서는 지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용 SAR 시스템이 구현된 바 있으나(Cho et 

al., 2006), 지상에 고정된 레일을 이용한 정밀한 반복 측정을 통하여 SAR 간섭기

법을 구현하기 위한 GB-SAR 시스템이 제작된 것은 이 연구에서 개발된 것이 최

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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