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SAR는 지상에서 안정적인 안테나의 움직임을 통하여,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
하는 SAR 시스템과 유사한 SAR 영상자료를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초기 및 시험운용 단계에 있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도 이훈열 등(2007)에 의해 지상
SAR 시스템 및 영상처리기법 개발이 연구되고 있다. 지상 SAR 시스템은 대개 지상에 고
정 설치된 선형레일을 따라 안테나를 이동시키면서 반복 측정함으로써 1mm 이내의 변형
까지 감지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한.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레일을 모니터링 위
치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고정밀 레일의 제작비용이 매우 비싸며, 측정장치의 운반과 설치
역시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이러한 지상 SAR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
량에 원형레일을 탑재하여 신속한 기동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성구경의 길이를 늘려 영상

영역을 확장한 ArcSAR 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rcSAR의 개념과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시험자료 획득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ArcSAR는 차량위에 원형 레일을 탑재하여 원형레일 위를 마이크로 밴드 안테나가 정밀
하게 이동하면서 반사되어온 마이크로파를 측정한 후 SAR 영상 처리기법을 통해 영상을
구현하게 된다. 밴형의 차량위에 반경 1m의 원형레일을 탑재한 후

레일 위에 전체 측정시

스템을 장착하였으며, 특히 접이식 Rigid arm을 이용해 원점으로부터 3 m 까지 안테나 거
치대를 확장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6 m의 지름을 가지는 안테나 이동 궤적을 얻게 된다. 원
형레일에는 마이크로 스텝모터가 장착되어 1° 이내의 정밀도로 안테나의 위치를 제어하게
되며, 안테나 거치대에도 회전모터가 탑재되어 전자기파의 방사방향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 방사 방향을 방사형으로 유지하거나 일정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Fig. 1은
ArcSAR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념을 담은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2.는 개발 완료되
어 실내 시험 중인 ArcSAR 시스템 탑재체의 모습(좌)과 차량에 탑재 작업 중인 모습(중간,
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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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챠량 탑재형 원형레일기반의 지상 SAR 시스템 개
념 및 설계도.

그림 2. 개발완료되어 실내 시험중인 ArcSAR 탑재체의 모습(좌)과 차
량 탑재작업 모습

개발된 ArcSAR 시스템은 2가지의 영상획득 모드를 가지고 있다. 첫째, Standard 모드는
안테나의 지향 방향이 지지대에 비하여 고정되어 360도로 스캔하면서 영상을 얻는 방식이
다(그림 3). 이 모드의 장점은 전방위적인 영상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해상도는 다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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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rcSAR 시스템의 2가지 영상획득

그림 4. 야회 시험자료 획득중인 모습과

모드.

획득된 SAR raw signal 일부의 모습

기존의 지상고정형 선형레일 기반의 지상 SAR 기술의 활용성을 확대하고자 선형레일 기
반의 차량탑재형 지상 SAR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ArcSAR라 명명하였다. 개발된
ArcSAR 시스템은 실내 시험과 야외 실험을 통하여 raw signal이 잘 획득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현재 개발진행중인 원형레일 기반 지상 SAR 영상화 처리 알고리즘의 개발이 완
료되면 영상자료의 성능 수준이 평가될 예정이며, 향후 지반침하, 산사태, 댐 등 대규모 구
조물의 미세변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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