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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상 SAR 시스템은 미세변위 측정 및 감지에 큰 강점을 갖고 있으나, 최근 발표

된 논문들은 대기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 SAR 시

스템을 이용하여 대기 변화가 위상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원형레일 기반의 지상 X-band SAR 시스템의 스팟모드를 통하여 고정된 

삼각삼면반사체의 위상변화를 약 43시간, 총 65회에 걸쳐 모니터링하였다. 분석 결과 반

사체는 고정된 상태였지만 최대 약 5 radian, RMSE 1.62 radian의 변화를 보였다. 이 

중 최대 온도 및 습도 차이를 보이는 약 16시간에 대한 RMSE는 약 1.74 radian으로 증

가하게 되는데, 이 구간의 위상을 온도, 습도, 그리고 기압을 이용한 대기굴절률을 이용

하여 보정하였다. 보정 후 RMSE는 0.10 radian, 거리로 환산 시 약 0.24 mm로 줄어들

었다. 이를 통해 지상 SAR 시스템을 이용한 변위측정 시 대기보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마이크로파를 source로 하는 Synthetic 

Aperture Radar(SAR)는 주로 인공위성이

나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용되는데 미세변

위 탐지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 최근

에는 국내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개발 

및 보유한 선형 레일 기반의 지상 

SAR(Ground-Based linear SAR)시스템

을 이용한 변위탐지 연구 또한 활발히 발

표되고 있다. 최근까지 발표된 SAR 시스

템을 이용한 변위탐지 결과는 대부분 대



기의 영향을 배제한 채 도출하였다. 하지

만 최근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기에 의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 SAR 시스템

을 이용한 연구 중 Noferini et al.,(2005)

과 Pipia et al.,(2008)에서는 각각 대기 

중 습도와 대기굴절률을 이용한 보정을 

실시하여 향상된 정밀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RF장

비를 이용해 변위탐지 연구를 수행했던 

이재희 외(2010)에서도 대기 중 습도의 

영향을 보정하여 정밀도 향상을 확인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원형 

레일 기반의 지상 SAR(Arc-SAR) 시스템

의 스팟모드 연속 측정을 통하여 대기 변

화가 위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대기굴절률을 이용한 보정 전·후 결과

를 비교함으로써 대기굴절률 보정의 필요

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 Arc-SAR 실험

a. Arc-SAR 시스템 및 측정모드

본 연구에서 이용된 Arc-SAR 시스템은 

선형 레일 기반의 지상 SAR 시스템의 일

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차량에 탑재한 

원형 레일 기반의 지상 SAR 시스템이다. 

Dmitriy and Ram(2002)과 Cho et 

al.,(2006)에서 SAR 시스템을 차량에 탑

재하여 운용한 적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와 같은 형태는 아니었다. RF 장비 중 

VNA는 마이크로파의 송신과 수신을 담당

하며, 신호의 증폭을 위하여 마이크로파 

앰프를 사용하였다. 안테나가 장착된 안테

나 붐은 길이 변경이 가능하게 설계되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경 3 m로 설정하

였다. 원형 레일을 이용한 arc 형태의 모

션을 통해 전통적인 SAR와 같이 한쪽 방

향만을 지향하게 하려면 2 개의 모터를 

필요로 한다.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게 하

는 중앙의 모터와 안테나 하부에 위치하

는 모터가 그것이다. 중앙의 모터가 일정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안테나 하부

에 장착된 모터가 안테나를 반대 방향으

로 같은 회전각만큼 회전시켜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지향하게끔 유지한다. 본 시스

템에서 이러한 측정방법을 스팟모드

(spot-mode)라고 명명하였고, 이 측정방

법을 이용하였다. 

b. 실험지역 및 실험변수

실험은 2011년 10월 25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후 2시까지 약 45 시간에 걸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에서 수행되었다.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은 연구원의 도로에 

위치하였으며, 지향방향은 연구원의 잔디

밭일대로 Fig. 1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Fig. 1에서 빨간색 부채꼴로 표현한 영역

이 영상화 지역이며 약 30 ~ 50 m 지점

에는 언덕과 나무가 위치한다. 약 130 ~ 

160 m 지점에 삼각형으로 표시한 것은 

안정된 신호 획득을 위해 설치한 삼각삼

면반사체이다. 이 중 노란색은 빗변이 50 

cm, 파란색은 10 cm이며, 각 반사체간의 

간격은 약 10 m이다. 변위분석은 이 반사

체들의 위상변화를 통해 계산된다. Table 

1은 본 연구 수행 시 실험변수들을 나타

낸다. 

Table 1. 실험변수

변수 수치

중심주파수
9.5 GHz

(X-band)

밴드폭 0.3 Ghz

레인지 샘플링 801

파워 37 (dBm)

레인지 방향 관측 거리 200 m

붐 길이 3000 mm

측정간격 0.54 °

총 측정각도 139.86 °

측정 편파 VV, HH



Fig. 1. 실험지역의 광학영상(@googleearth)

3. Arc-SAR 영상과 위상변화

획득된 데이터는 이훈열(2012)을 통해 개

발된 극좌표 기반의 time-domain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영상화하였으며, 실험차수 

1의 VV 편파 amplitude 영상을 Fig. 2에 

나타냈다. 이를 통해 근거리의 나무와 언

덕, 130 ~ 160 m 지점의 4개의 반사체, 

그리고 약 150 m 지점부터 나타나는 나

무와 연구소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번째 반사체의 신호가 다른 것들에 

비해 약하게 표현되었으며, 이 지점의 위

상도 다른 것들에 비해 불규칙한 변화양

상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변위 분석 시 

4개의 반사체 중 가장 가까운 곳의 반사

체(r1)와 가장 먼 지점의 반사체(r4)의 위

상을 사용하였다. 

Fig. 3은 총 65회에 걸쳐 획득된 두 반사

체의 VV 편파 위상변화를 나타낸다. 위상

변화 폭은 r4가 r1에 비해 약 0.04 

radian, 거리로 환산 시 약 0.1 mm더 크

게 나타나고 있지만, 변화 양상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실험차수 1(n1)을 기준으

로 위상이 가장 작은 값을 보인 지점은 

실험 시작 후 약 12시간이 지난 n20이었

고, 가장 큰 값은 43시간이 지난 n65 때 

나타났다. 미세한 값의 차이를 보이나 이

러한 결과는 HH 편파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대기보정을 위해서는 연속된 실험

에서 규칙적인 변화를 보임과 동시에 가

장 급격한 위상 차이를 나타낸 n7에서 

n30의 약 16시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는

데 이 지점은 Fig. 3에 녹색 박스로 나타

냈다. 이 지점에서의 최대 위상 차이는 

4.24 radian, 거리로 환산 시 10.5 mm이

며, RMSE는 1.74 radian, 4.3 mm로 나

타났다. 

Fig. 2. time-domain 알고리즘을 통해 

획득한 VV 편파의 amplitude 영상

Fig. 3. VV편파의 위상변화

4. 대기굴절률

a. 대기굴절률 산출

위상변화 양상이 약 24시간을 주기로 변

화하고, 거리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근거로 기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추

정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보정하고자 하

였다. 실험시간에 대한 대기 자료는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분 단위 Automatic 

Weather System(AWS)을 통해 획득하였



다. 1회 측정에는 약 40분이 소요되므로 

40개의 데이터를 평균하여 각 실험차수에 

대한 기상 자료로 가정하였고, 이를 통해 

계산된 온도와 습도를 Fig. 4(a)에 나타냈

다. Pipia et al.,(2008)에서는 대기굴절률

을 이용한 지상 SAR 시스템의 위상보정

을 실시한 바 있다. 대기굴절률의 산출에 

대해서는 다음의 식을 사용하고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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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기압(millibar), T는 온도(kelvin), h

는 습도(percent per hundred)이다. Fig. 

4(a)의 기상 자료와 기압을 이용하여 굴절

률을 구할 수 있었으며 산출된 값은 Fig. 

4(b)에 나타냈다. 이를 통해 대기굴절률 

변화는 습도 변화와 비례, 온도 및 위상변

화와는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Fig. 4(a). 실험시간에 대한 온/습도의 변화

Fig. 4(b). 실험시간에 대기굴절률의 변화

b. 보정 결과

선택된 구간에 대한 대기굴절률과 각각의 

지점(VV편파의 r1과 r4, HH편파의 r1과 

r4)의 위상변화를 1차식의 관계로 가정하

고 관계를 구하였다. 이 중 Fig. 5(a)에는 

VV편파 r1의 위상과 대기굴절률의 관계

를 나타냈으며, 이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서 결정계수는 0.99 이상의 높은 값을 보

였다. 산출된 계수를 이용해 각 지점에서

의 위상을 보정하였으며, 이 중 VV편파 

r1의 결과를 Fig. 5(b)에 나타냈다. 보정 

전 1.74 radian(4.31 mm)의 RMSE는 보

정 후에는 0.10 radian(0.24 mm)로 줄어

들었다. 이를 통해 대기굴절률을 이용한 

보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지상 

SAR 시스템을 이용한 변위측정 시 보정

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5(a). 굴절률과 위상변화와의 관계

Fig. 5(b). 보정 전·후의 위상변화



5. 결론

Arc-SAR 시스템의 스팟모드를 이용하여 

고정된 산란체에 대한 위상변화 현상을 

약 43시간 동안 모니터링하였다. 산란체

의 위상은 고정된 상태임에도 최대 약 5 

radian, RMSE 1.62 radian의 큰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위상변화의 원인을 기상변

화로 추정하였고, 이에 대한 영향을 보정

하였다. RMSE 1.74 radian으로 가장 급

격한 위상변화를 보인 구간에 대해 보정

을 한 결과 RMSE는 약 0.1 radian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지상 SAR 시스템

을 이용한 변위측정 시 대기굴절률을 이

용한 보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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