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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applied Ground-Based Synthetic Aperture Radar(GB-SAR)
interferometry to detect artificial displacement of a reflector and performed an atmospheric humidity
correction to improve the accuracy. A series of GB-SAR images were obtained using a center
frequency of 5.3 GHz with a range resolution of 25 cm and a azimuth resolution of 0.324˚, all in full-
polarization (HH, VV, VH, HV) modes. A triangular trihedral corner reflector was located 160 m away
from the system, and the artificial displacements of 0-40 mm was implemented during the GB-SAR
image acquisi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RMS error between the actual and measured
displacements, averaged in all polarization data, was 1.22 mm, while the maximum error in case of the
40 mm displacement was 2.72 mm at HH-polarization. After the atmospheric correction with respect to
the humidity, the RMS error was reduced to 0.52 mm. We conclude that a GB-SAR system can be used
to monitor the possible displacement of artificial/natural scatterers and the stability assessment with
sub-millimeter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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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에서는 지상용 SAR (GB-SAR) 시스템의 간섭기법을 이용하여 특정 산란체의 인위적 변

위를 탐지하고 대기습도보정을 통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GB-SAR 자료는 중심주파수 5.3 GHz, 거리

해상도 25 cm, 방위해상도 0.324°로 모든 편파(HH, VV, VH, HV)에 대해 얻어졌다. 삼각삼면반사체

(triangular trihedral corner reflector)를 시스템 전방 160 m 지점에 위치시킨 후 인위적으로 0 - 40

mm의 변위를 주어 측정하 다. 그 결과, 모든 편파에서 실제 변위와 GB-SAR 시스템을 통한 측정 변위의

RMS 오차는 1.22 mm로나타났으며, 실제변위40 mm 일때의최대측정오차는HH편파에서2.72 mm로

나타났다. 대기 중 습도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 고 그 결과, RMS 오차는 0.52 mm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

해GB-SAR 시스템은 리미터이하의정 도가요구되는자연산란체나인공구조물의변위측정및안정성

평가분야에적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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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상에 위치한 인공구조물이나 자연구조물의 변위
혹은 안정성 평가는 주로 건축·토목·방재 분야를 중
심으로 매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GPS를 이용한 방법(Nickitopoulou et al., 2006;
Tamura et al., 2002), 캠코더와망원렌즈를이용한
상처리방법(Lee and Shinozuka, 2006), 광학 센서를
이용한방법(Li et al., 2004), 그리고지상레이저스캐
너를 이용한 방법(Abellan et al., 2006; Monserrat
and Crosetto, 2008)등이있으며, 각방법에따라탐지
가능한 변위의 정 도는 수 센티미터에서 수 리미터
이다. 하지만 가시광역을 이용하는 비접촉 센서 방식은
태양고도나 기상상태에 따라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또한 접촉 센서의 경우 점자료의 한
계성을가지기도한다.

원격탐사는넓은지역을동시에탐지할수있는비접
촉 센서기법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기상상태나
태양고도에 향이적은마이크로파를사용하는합성구
경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상을
이용한 간섭기법(interferometry)은 지상의 변위를 측
정하는데최근많은발전을이루어왔다(이훈열, 2006).
그러나 인공위성 및 항공기를 이용한 SAR 간섭기법의
경우 자료취득의 주기가 통상 수 십일이 걸리고 해상도
에도 제한이 있어, 건설, 토목, 및 방재분야에서 실용화
단계에있지못하다.

Ground-Based SAR (GB-SAR)는 인공위성 및 항
공기에서 주로 운용되는 SAR 센서를 지상에 설치하여
높은 해상도의 마이크로파 상을 얻는 장비로서, 사용
자의목적과편의에따라시간과장소및장비의선택이
용이하여 다양한 파장, 편파, 해상도, 및 입사각을 구현
할수있다. 또한GB-SAR의RF 측정은시스템의이동
간정지된상태에서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매우높은
정 도로 변위의 반복측정이 가능하다 (이훈열 외,
2007a). 이러한 GB-SAR의 장점을 이용하여 사면 안
정성평가및이에의한침하량계측, 눈사태및산사태
감지, 댐및빌딩의안정성평가등다양한분야에적용
되고있으며최근들어많은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
다(Casagli et al., 2003; Leva et al., 2003; Luzi et
al., 2007; Noferini et al., 2007; Pieraccini et al.,

2002; Tarchi et al., 1999; Tarchi et al., 2003).
이논문에서는 강원대/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C-밴드 GB-SAR 시스템을 이용하여 삼각삼면반사체
(triangular trihedral corner reflector)의 인위적 변
위를 측정하고 오차를 분석하 다. 또한 마이크로파 전
파속도에 향을 끼치는 대기 중 습도에 향을 분석하
고측정값에대한습도보정을실시하여, GB-SAR를이
용한변위측정의정 도를향상시키는방법을제시하고
자하 다. 실험및분석시모든편파에대한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편파에따른결과의차이를확인하 다.

2. GB-SAR 변위탐지

1) 실험 개요

GB-SAR 시스템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의 본관 우측 옥상에 설치되었으며, 관찰지역은 지
질자원연구원의 잔디밭 일대로 설정하 다(Fig. 1(a)).
잔디밭에서 안테나까지의 수직적 높이는 21m 높이이
다. 잔디밭은 시스템으로부터 약 50m에서 200m까지
이며, 그 후방에는 나무와 도로 등이 있다. 시스템으로
부터 약 100m에서 110m 거리에는 많은 나무들이 분포
되어 있는 두 개의 언덕이 위치한다. 또한 언덕의 뒤편
으로 5개의 지자기 관측함이 있다. 습도보정식의 산출
을 위해선 안정된 산란체가 필요하 는데 이를 위해
90m 지점의나무1 그루와120m, 150m 지점에위치한
지자기 관측함 3 개를 비롯한 총 4개를 선택하 다. 관
찰지역에대한인공위성 상은Fig. 1(b)와같다.

실험은 2007년 7월 18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
지수행되었으며, 실험에사용한각종변수는Table 1에
나타내었다. 변위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삼각삼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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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for the GB-SAR experiment.

Measurement parameters

Center frequency 5.3 GHz

Range bandwidth 600 MHz

IF Bandwidth 1 kHz

Number of sampling 1601

Power 33 dBm

Azimuth Step 0.05 m

Azimuth length 5 m

Measuremen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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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s of the experimental setup. (a) GB-SAR system. (b) Aerial view of experiment location. The 4 check symbols are the
stable targets while the triangle represent the location of the triangular trihedral corner reflector. (c) Side view of the reflector
on top of a acrylic plate. (d) Top view of the reflector with the scale-bar on the plate.

(c)

(a)

(d)

(b)

Fig. 2.  GB-SAR amplitude images of (a) HH, (b) VV, (c) VH, and (d) HV polarization. The reflector signal is much stronger in co-
polarization than cross-polarization images due to the nature of a triangular trihedral corner reflector used in this experiment.

(c) VH

(a) HH

(d) HV

(b)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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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두개의 언덕 뒤편인 시스템으로부터 약 160m 지
점에 배치하 다(Fig. 1(c), (d)). 이 반사체를 리미터
단위로 정 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양 끝단에 자를 부
착한 아크릴 판에 올려놓았다. GB-SAR 측정 간에 반
사체의 위치를 일정 간격만큼 이동시켰으며, 이동간격
은 -1, -6, -10, -30, -40mm으로 하 다. 여기서 음
수는 반사체가 시스템 방향으로 이동하여 거리(range)
가짧아졌음을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원시자료는 gbsar 프로그램의
Deramp-FFT 방법으로 상화하 다(이훈열 외,
2007b). Fig. 2의 GB-SAR 상에서는 약 100m 지점
에 위치한 언덕과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뒤편에 있는 강한 신호의 지자기 관측함들의 신호도
확인할수있다. 또한약 160m 지점에위치한반사체의
신호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HH, VV 상에서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HV,
VH에서는비교적약한신호가감지되어, 동종편파(co-
polarization)에서만 강한 반사를 일으키는 삼각삼면반
사체의특징이잘나타나있음을알수있다.

2) GB-SAR 차분간섭기법

파장 l인마이크로파를중심주파수로사용하는GB-
SAR 상에서 거리 R에 위치한 산란체의 위상(phase)
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j = - R (1)

또한, 시간 차이를 두고 얻어진 각각의 GB-SAR 
상에서최초거리R0에있는산란체가시스템방향으로
r1, r2, …, rn만큼변위를일으켜거리가R1, R2, …, Rn

까지변한다면이에따른위상차는다음과같다.

jn - j0 = - (Rn - R0) = rn (2)

이때, 변위에대한위상의변화율은다음과같다.

= - (3)

본 연구에서는 중심주파수를 5.3 GHz로 설정하 으
며, 이에 따른 변위변화율은 -0.222 radian/mm로 나
타난다.

연속된 GB-SAR 상에서 얻어진 위상의 변화는
phase unwrapping 과정을거쳐거리의변화, 즉산란
체의 변위로 계산된다. 이러한 방법을 식 (2)에서와 같
이 위상을 차분한다 하여 차분간섭기법(Differential
Interferometry)라 통상적으로 지칭한다. GB-SAR를
이용한 DInSAR 기법은 레일을 통한 정확한 반복 측정
을통해산란체의변위및구조적안정성을정 하게측
정할수있다.

3) 변위측정 결과

Fig. 3은 반사체의 실제 변위와 GB-SAR 차분간섭
기법에서 측정된 변위를 비교한 것으로서, 대각선은 실
제변위와 측정변위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Fig. 3(a)의
HH편파에서 반사체의 실제 변위가 -1, -6, -10mm인
경우, 실제 변위와 측정 변위의 오차는 1mm 이내로 나
타나지만, -30, -40mm의 경우에는 약 2-3mm로 상
대적으로 큰 오차를 보인다. 기타 편파에서 측정오차는
HH 편파에서와같이-1, -6, -10mm의경우 1mm 이
내로나타났으며VH편파의경우-30mm 이동시의오
차까지 1mm 이내로 나타났다(0.62mm). 공통적으로
모든편파에서의최대오차는-40mm 이동시로, HH,
VV, VH, HV 편파 순서로 각각 2.72, 1.90, 1.36,
2.57mm로 나타났으며 각 편파별 RMS 오차는 각각
1.56, 1.12, 0.76, 1.45mm로나타났다(Table 3).

4p
l

dj
dr

4p
l

4p
l

4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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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efficients of atmospheric correction function.

Df = -4pR(ah+b), [47% ≤ h ≤ 58%]

a b

HH 3.61×10-5 -1.73×10-3

VV 3.74×10-5 -1.78×10-3

VH 3.13×10-5 -1.50×10-3

HV 3.34×10-5 -1.59×10-3

a b

Table 3.  RMS errors between the measured and actual
displacements before and after atmospheric humidity
corrections

RMS error Before Atmospheric After Atmospheric humidity
Polarization Correction(mm) Correction(mm)

HH 1.56 0.22

VV 1.12 0.62

VH 0.76 0.78

HV 1.45 0.47

Average 1.22 0.52

RMS error Before Atmospheric After Atmospheric humidity
Polarization Correction(mm) Correctio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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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습도보정

인공위성 SAR를 이용한 지표의 변위탐지 시 간섭쌍
의 궤도에 시공간적 차이(기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
구타원체, 지형고도, 대기오차를보정하여정 도를높
이고 있다. 그러나 GB-SAR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동
일 안테나 위치에서 반복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지구타
원체 및 지형고도에 대한 위상의 보정은 생략이 가능하
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의 전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에 의한 효과는 여전히 보정의 대상이 된다. GB-
SAR 시스템을 통한 변위 분석에 대한 이전 연구 중
Luzi et al.(2007)과 Noferini et al.(2005) 그리고
Pipia et al. (2008) 에서도 온도와 습도 그리고 기압이
GB-SAR 위상측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논문에서는이와같은대기요소중가장 향력이
높은 습도에 의한 마이크로파의 지연효과에 대해 분석
하여 정 도 향상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습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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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s between the actual and measured displacements in (a) HH, (b) VV, (c) VH, and (d) HV polarization.

(c)

(a)

(d)

(b)

Fig. 4.  Atmospheric relative humidity during the two days
including the measure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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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해 실험 장소에서 약 1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전지방기상청의분단위상대습도자료를획득하 다
(기상청). 하루 동안의 습도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실
험이 수행된 약 2시간 30분을 포함한 7월 17일과 18일
의48시간상대습도변화를Fig. 4에나타내었다.

Fig. 5는 상대습도에 따른 위상/거리를 비교한 그래
프이다. 안정된 산란체로 선정된 4 개의 물체들은 시스
템으로부터의 거리가 각각 다르므로, 이 효과를 상쇄시
키기 위해 위상을 거리로 나눈 값과 대기 중 습도의 상
관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그 결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형적인 회귀분석 통해 아
래의습도보정식을얻었다.

= -4p(ah + b) (4)

여기서, a와 b는 습도보정 상수이며 습도(h)는 백분
율로 나타낸다. 각 편파에서 획득한 24개의 위상값(4
targets × 6회 측정)을 이용하여 편파별로 습도보정식
을 각각 산출하 다(Table 2). 이 때, 각 식에서 적용된
습도(h)의범위는47-58%이다.

Fig. 6은습도보정후실제변위와측정변위를비교한
결과이며, 각각의 RMS 오차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제변위와측정변위의RMS 오차는, 습도보정전평균
적으로 1.22mm이었으나 보정 후에는 0.52mm로 줄어
들어, GB-SAR를이용한산란체변위측정의정 도가
습도보정을통해향상되었음을알수있었다.

이를 각 편파별로 살펴보면, 보정 후 HH 편파의
RMS 측정오차가 0.22mm로 가장 작았으며, VV, HV
편파에서도 측정 정 도의 향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VH 편파의 경우 습도보정 후 측정오차가 오히려 커진
것을볼수있다. 이러한원인으로는 크게두가지를들
수 있다. 먼저 이론적으로 교차편파 (cross-
polarization) 후방산란을 하지 않는 삼각삼면반사체의
특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차편파의 신호가 약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안정된 산란체로 선정되어
습도보정식 유도에 사용된 물질의 재질과 모양이 각기
달라 편파별 특성을 정확하게 반 하지 못했을 가능성
도있다. 차후실험에서는동일한재질과모양의산란체
를 각각 고정과 변위 산란체로 설정하여 오차를 줄여야

Dj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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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humidity and phase/range values extracted from the stable targets (4 targets × 6
measurement = 24 data points) at each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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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일한 교차편파인 HV에서
는 보정이 잘 이루어졌으므로 알 수 없는 또 다른 원인
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수행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습도뿐만이아니라온도및기압과안정된산
란체의 위상변화의 상관성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온도
는 습도와 서로 독립적이지 않았고, 기압과의 상관성은
그리크지않았다. 습도, 온도, 기압을모두고려한대기
보정식을 실험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조건
하에서 얻어진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4. 결론

이논문에서는C-밴드GB-SAR 시스템을이용하여
시스템으로부터 약 160m 지점에 위치한 삼각삼면반사
체의 인위적 변위를 측정하 다. 측정변위를 실제변위
와 비교한 결과 RMS 오차는 모든 편파를 평균했을 때
1.22mm 으며, 40mm 최대변위일 때의 최대 측정오
차는2.72mm 로나타났다. 대기중습도와의상관성을
고려하여 습도보정을 실시한 결과 RMS 오차는 평균적
으로0.52mm로줄어들었다. 이를통해GB-SAR 시스
템의 변위 측정 능력을 확인하 으며, 습도보정이 이루
어질경우 리미터이하의측정정확도를확보할수있
는것을알수있었다.

이실험을통해GB-SAR 시스템은 리미터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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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s between the actual and the atmospherically corrected displacement in (a) HH, (b) VV,
(c) VH, and (d) HV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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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도가 요구되는 자연산란체나 인공구조물의 변위측

정및안정성평가분야에적용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

다. 이를 위해서는 GB-SAR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개

별 산란체의 산란 특성 및 거동 특성에 따른 측정의 오

차에대한많은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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