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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레이다 시스템의 제작 및 실험
지영훈
강원대학교 대학원 지구물리학과
원격탐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레이다 시스템에는 인공위성, 항공기 및 지
상용 SAR 시스템을 비롯하여 산란계와 도플러 속도계 등이 있다. 이러한 시
스템들은 고가의 장비들로 구성되며, 운용하는 데에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장비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경험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레이다 및 SAR를 이용한 새로운 적용 분야를
이해하고 개척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하드웨어적 원리를 배우고 실습하기
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미국 MIT에서 제
공하는 Cantenna 시스템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한 레이다 시스템을 저가로
제작하고 실험한 내용을 소개한다. 제작된 레이다는 총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첫째, 도플러 속도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차량의 속도를 측
정하였고 둘째, 거리해상도를 가지는 레이다 방식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두
물체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상용 SAR 방식으로 각해상도를
높여 이차원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추가적으로 영상화에 사용되는
Deramp-FFT Algorithm(DFA)과 Range Migration Algorithm(RMA)의 비교
및 안테나의 위치 측정 오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향후 샘플링 주파수의 증가, I/Q 샘플링 및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을 구현하면 차량이나 무인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가벼운 SAR 시스템으
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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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원격탐사에서 사용되는 레이다(Radar)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합성구경레
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나 마이크로파 산란계(microwave
scatterometer), 전파고도계 및 도플러 레이다의 형태로 응용되고 있다. 인공
위성이나 항공기에 탑재된 SAR는 전 지구에서 넓은 범위를 태양고도와 대
기조건에 관계없이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 할 수 있어 다양한 과학분야 및
군사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한향선과 이훈열, 2011). 지상용
SAR(GB-SAR)는 안테나의 반복적 위치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록 제한
된 영역일지라도 시공간적으로 고해상도의 이차원 영상의 획득이 가능하다
(이훈열 외, 2007a). 마이크로파 산란계나 전파 고도계는 거리해상도를 가지
는 레이다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으며 도플러 속도계는 움직이는 대상체의
속도를 원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어 속도측정기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레이다 시스템들은 매우 고가의 비용과 전문적인 지식
이 요구되기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실습용으로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하드웨어적인 경험이
없이 기존의 위성 자료를 후처리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새로
운 활용 기법을 이해하거나 창출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최초로
영상 레이다가 탑재된 위성인 아리랑 5호가 발사된 현 시점에서 향후 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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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드웨어와 활용 양면에서 두루 능한 전문 인력 양성의 요구가 절실하다.
이 논문에서는 MIT에서 교육용으로 제공하는 Cantenna 시스템(MIT
OpenCourseWare Website, 2011)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중심주파수 2.4 GHz,
최대대역폭 334 MHz, 샘플링 주파수 44.1 KHz, 펄스시간 0.02 초, 편파 VV
인 교육용 레이다를 수십 만원대의 가격에 제작하고 실험하였다. 먼저, 제작
된 레이다의 개요와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서술하였으며 자료해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설명하였다. 이 레이다는 총 세 가지의 모드로 운용되었
는데, 도플러 속도계 모드로 움직이는 대상체의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거리
해상도를 가지는 레이다 모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대상체의 시계열
적인 위치변화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SAR 모드로 건물에 대한 이차원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위성영상과 비교하였다. 또한, SAR 원시자료를
생성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SAR 영상화에 널리 사용되는
Deramp-FFT 알고리즘과 Range Migration 알고리즘의 비교 및 안테나 측
정 위치 오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레이다 제작을 위한 제품들
의 목록과 상세한 회로도 및 MATLAB으로 제작된 시뮬레이션 코드를 별지
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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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레이다 시스템의 구조
제작한 레이다는 크게 안테나, RF 부분, 전기회로 부분으로 나뉜다(Fig.
1). 안테나는 A-INFO사의 2-18 GHz Broadband Horn Antenna 한 쌍을 사
용하였고 각각 신호의 송신과 수신을 담당한다. RF 부분은
Frequency-Modulated Continuous-Wave(FM-CW) 신호를 생성 및 증폭하
고 변조하며 수신된 신호를 송신된 신호와 합성하여 복조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전기회로 부분은 linear-chirp의 생성을 담당하는 부분과 수신된 자료
를 증폭하여 오디오카드로 보내주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뉜다.
Fig. 2는 시스템의 계통도를 보여준다. 먼저 함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 FG)에서 발생한 linear-chirp 신호가 전압제어발진기(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VCO)로 공급되어 FM-CW 신호를 생성한다. 그 후
감쇄기(Attenuator)와 저소음증폭기(Low Noise Amplifier; LNA)를 통해서
신호가 증폭된다. 이렇게 증폭된 신호는 분배기(Splitter)를 통해 복사(copy)
되어 하나는 안테나를 통해 방사되고 다른 하나는 수신파의 복조를 위해 혼
합기(Mixer)로 유입된다. 수신된 신호는 LNA를 통해 증폭된 후 혼합기를
통해서 복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기회로 부분으로 들어와 증폭된 후
사운드 카드를 통해 샘플링 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까지 실수영역의 자료와
linear-chirp이 시작되는 부분을 감지하기 위한 Sync 신호만을 샘플링하며
허수영역에서는 샘플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허수영역의 자료를 구하기 위
해 자료처리 과정에서 힐버트 변환(Hilbert transform)을 수행한다. 전기회로
부분과 RF 부분의 가변저항 및 배선을 약간 변경함으로써 시스템의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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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심주파수의 변경이 가능하며 도플러 속도계, 레이다, SAR 총 세 가지
의 모드로 사용 가능하다. Table 1은 이 논문에서 제작된 레이다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회로도 및 부품목록은 부록 A에
서 설명하였다.

Fig. 1. Picture of the educational rad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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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radar system (modified after
Charvat et al., 2012).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Educational Radar System
Specification
Values
Frequency Band
2.4 GHz (S-Band)
Maximum Bandwidth
334 MHz
Sampling Frequency
44100 Hz
Pulse Time
0.02 s
Antenna Polarization
VV
Antenna Beam Width
63 °
Tx Power
24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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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배경 이론 및 연구 결과
3.1 도플러 속도계(Doppler Velocimeter)
도플러 속도계는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반사파의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하여 대상체의 상대속도를 관측한다. 도플러 효과란 파원과 관
측자 사이의 상대속도에 따라서 송신파(Source)와 수신파(Received signal)
사이의 주파수(frequency)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표
현된다(Fig. 3).

     


여기서

 는

도플러 주파수(Doppler frequency),

(1)
는

송신주파수,

는

대상체와 파원 간의 상대속도,  는 빛의 속도(약    )이다. 식 (1)
에서 파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대속도  는 대상체의 속도를 나타낸다. 따
라서 식 (1)에서 대상체의 속도  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2)

여기서 는 송신파의 파장이며, 속도해상도는  로 주어진다. Table 1
의 샘플링 조건으로 측정 할 때 속도해상도는 0.4 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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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ptional image of doppler effect. Red line is a
transmitted signal and blue dot line is a received signal.
도플러 속도계의 실험은 강원대학교 주변의 도로 옆 인도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Fig. 4는 도플러 속도계의
실험결과로 가로축은 속도이고 세로축은 시간이다. 측정된 자동차의 속도는
최대 45 km/h로 시내에서의 일반적인 자동차의 속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차
량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뀌는 것처럼 관측되었는데, 이는 차
량의 속력은 일정하였으나 레이다 방향과 차량의 진행방향이 평행하지 않아
레이다에서 멀어지는 차량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레이다에 접근하는 차량의 속력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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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the Doppler radar experiment. Vertical axis is time,
and horizontal axis is velocity.

Fig. 5. Explain image how the speed of the car wrong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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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레이다(RADAR)
거리해상도를 가지는 레이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함수발생기를 통해
linear-chirp을 만들고 이를 VCO에 보내면 Frequency-Modulated
Continuous-Wave(FM-CW)를 생성하게 된다. 송신된 신호가 대상체에 산란
되어 수신되면 시스템 내부에서는 stepped frequency sweep 방식으로 샘플
링이 된다. 이 신호를 식으로 표현하면,
        
(3)
여기서    는 중심주파수를 중심으로 하고 밴드폭(bandwidth)이 인
상자함수이고    는 목표물의 주파수에 따른 반사계수이다. 위 식을 역 푸
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하면 아래와 같이 수신된 값이 시간영역으로
표현된다.
       ∗   
(4)
만약 목표물이 시간     에 있으면서 반사계수가        
인한

점이라면 레이다에서 얻어진 값은 다음과 같이 된다.

     sin      exp    

(5)

즉, 신호의 최댓값은   에서 나타나며, 위상은 안테나와 목표물간
의 거리의 함수가 된다. 여기서  은 안테나와 대상체 사이의 거리이며,  는
빛의 속도이다. 식 (5)에서 sinc 함수의 크기가 최댓값에서 3 dB 떨어지는
시간을 레이다의 시간해상도


   로



(range resolutio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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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면, 이에 따라 거리해상도



     



이 된다. 거리방향 샘플링 개수가
대 거리는

max      로

일

(6)

때 레이더가 측정 할 수 있는

주어진다. 여기서

최

최대거리 및 거리해상도는

레이다 시스템의 특성(specification)에 따라 결정된다(이훈열 외, 2007b). 교
육용 레이다 시스템에서는 수신 후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복조화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거리방향의 영상화 과정을 위처럼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
레이다 실험은 공터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시스템의 특성은 중심주파수 2.4 GHz, 대역폭
110 MHz이며, 따라서 식 (6)에서 계산되는 거리해상도는 1.4 m이다. 약 50
m 거리를 한 사람은 달리고 한 사람은 걸어서 왕복하는 방식으로 실험하였
다. Fig. 6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로축은 거리이고 세로축은 시
간이다. 두 대상체의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목
표물이 40 m보다 멀리 있으면 시스템의 출력한계로 인하여 감지가 어려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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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the Radar experiment. Two targets ran different
velocity. So one target arrived faster than other target.

- 11 -

3.3 합성구경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3.3.1 영상화 알고리즘
3.2 장에서 설명한 레이다의 안테나 위치를 선형으로 변화시켜 합성하면
안테나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지상용 합성구경레이다(GB-SAR)모드로 운
용 할 수 있다. Fig. 7과 같이 점    에 위치한 대상체에서 반사된 신호
를 안테나 위치 에서 수신하면 다음과 같다(이훈열 외, 2007b).

    


     


경계조건       and ≤ 

여기서
거리는

 는

안테나의 수평

길이

       
      과

(7)



이다. 이 때, 대상체와 안테나 사이의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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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B-SAR geometry for a point target

    .

레이다에서 획득된 데이터는 Fig. 8을 따라서 처리된다. 획득된 원시자료
는 일반적인 레이다와 달리 실수영역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AR 영상화를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수신된 데이터를 중
첩(stack)하여 시스템과 환경적인 잡음(noise)를 제거하고 허수영역의 데이터
를 획득하기 위해서 힐버트 변환을 수행한다. 힐버트 변환은 모든 주파수 성
분에 대하여 위상을  만큼 지연시켜 실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허수영역
을 계산하는 방법이다(Fig. 9; Salih, 2012). 그러나 힐버트 변환은 수학적으
로 허수부분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부분의 값에 큰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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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진폭이 일정하여야 하며 파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오류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자료처리에서는 잡음의 감소를 위해 Hanning
필터를 적용한 후 Azimuth 방향으로의 영상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 논
문에서는 MIT에서 코딩한 Range Migration Algorithm(RMA)과 GB-SAR
영상화에 사용되는 Deramp-FFT Algorithm(DFA)을 시뮬레이션 자료에 각
각 적용하여 영상화하고 비교하였다(Charvat, 2007; Walter, 1995; 이훈열 외,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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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low chart of SAR focusing algorithms using
Range Migration algorithm (a) and Deramp-FFT
algorith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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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ceptional image of Hilbert transform (AGIWEB,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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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뮬레이션

먼저, 야외 실험 전에 시스템의 특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시자
료를 생성하고 영상화를 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은 MATLAB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부록 C에 공개되어있다. Table 2
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레이다 시스템의 특성이며, 이는 야외 실험에서의
교육용 레이다 시스템의 특성과도 일치한다. 레이다의 최대 관측거리는
RMA와 DFA에서 각각 150 m, 205 m 이다. Fig. 10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대상체들의 기하학적 위치이다. 대상체들은 Range와 Azimuth 방향으로 각
각 20 m 간격으로 4 x 4 개로 배열하였으며 레이다에서 대상체들의 중심까
지의 거리는 100 m이다. 시뮬레이션은 총 두 가지로 먼저 RMA와 DFA, 두
알고리즘으로 제작된 SAR 영상을 비교하여 교육용 레이다 시스템에 더 알
맞은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다른 하나는 SAR 데이터를 획득하는 도중 시스
템에 흔들림이 생겼을 경우를 가정하여 시스템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제작
되어야 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SAR simulation and the SAR
experiment
Specification
Values
Center Frequency ( )
2.4 GHz
12.5 cm
Wavelength ( )
Bandwidth ( )
320 MHz
2.48 m
Scan Length (  )
4 cm
Scan Step ( )
0.5 m
Range Resolution  
1.5 °
Azimuth Resolu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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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stribution of point targets used in the simulation.
Fig. 11은 두 알고리즘의 비교 사진이다. Fig. 11(a)는 RMA를 적용한 결
과이며, Fig. 11(b)는 DFA를 적용한 결과이다. 두 알고리즘 모두 16 개의 대
상체를 모두 깨끗하게 구분 할 수 있었다. RMA는 영상화 알고리즘상의 한
계로 인하여 영상의 폭도 좁고 영상의 최대 관측거리가 이론값보다 작지만,
안테나와의 거리에 큰 상관없이 깨끗하게 영상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
다. 반면 DFA는 상대적으로 대상체가 넓게 퍼져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Deramp 함수의 근사에 의해서 근거리의 대상체들에 대해서
완벽한 영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용 레이다 시스템의 경우
출력 한계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관측거리는 약 100~150 m 정도이
다. 따라서 교육용 레이다 시스템의 영상화에는 RMA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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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imulated SAR images by using RMA (a) and DF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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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안테나 시스템의 위치 에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영상
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RMA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각 위치에러가 없을
때, 1 cm, 3 cm 그리고 5 cm 일 때 16 개의 대상체에 대한 영상화 결과이
다. 위치에러가 1 cm의 경우는 약간의 잡음은 있으나 대상체를 육안으로 구
분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치에러가 3 cm 이상일 때는 영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체를 파악 할 수 없었다. 또한 RMA의 특성으로 인해 영상의 가장
자리에서 접힘(folding)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레이다 시스
템의 위치에러가 파장(12.5 cm)의 1/4에 해당할 때에만 영상화가 된다는 것
을 지시하며, 따라서 레이다 시스템을 구성할 때 3 cm 이상의 흔들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20 -

Fig. 12. Simulated SAR images with various antenna
positional errors: (a) no position error, (b) 1 cm,
(c) 3 cm, and (d)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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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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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야외 실험
SAR 야외 실험은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3호관 옥상에서 5호관 방향
을 보며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레이다 시스템의 특성은 Table 2와 같
다. 실험은 총 2 회 실행되었으며 첫 번째는 레일(rail)이 없는 상태에서 손
으로 레이다를 이동시키면서 획득한 자료를 영상화 하였고, 두 번째는 레일
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안정화 시킨 후에 자료를 획득했다. Fig. 13은 레일
없이 수동으로 안테나를 이동시키면서 획득한 SAR 영상이다. 50 m 이하 지
역에서는 잡음이 심하지만 구조물을 개략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80 m 지점에서 Fig. 12(c, d)와 같은 위치오차에 의한 접힘이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안테나의 위치제어가 완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 SAR experiment image without accurate antenna posi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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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는 레일을 이용하여 획득된 SAR 영상이다. Fig. 13에 비하여 잡
음과 접힘이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80 m 지점에서의 담
벼락 부분이 영상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상용 SAR
시스템의 경우는 레일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설계 할 수 있지
만, 항공기나 인공위성 SAR 시스템은 공중에서 이동 중에 자료가 획득되기
때문에 안테나의 위치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Fig. 14. SAR experiment image with accurate antenna posi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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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토의
이 연구에서는 MIT Cantenna를 기반으로 교육용 레이다 시스템의 제작
에 성공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도플러 속도계, 레이다, SAR 세 모드의 실험
에 성공하였다. 도플러 속도계를 이용하여 시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속도
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속도는 약 45 km/h로 시내에서 운행하는 일반적인
차량의 속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레이다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대상체
의 시계열적인 위치변화를 측정하였다. 두 대상체는 약 50 m의 거리를 다른
속도로 왕복하였고, 시계열적인 위치를 측정하였으며 두 대상체의 위치를 매
우 정확히 측정하였다. SAR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영
상화 알고리즘 비교 및 위치오차에 따른 영상화 오차를 파악하여 최적화 하
였다. 교육용 레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물을 대상체로 하여 2차원 SAR
영상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실험은 교육용 레이다 시스템을 제작하고 교육용으로 사용 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며, 제작비용이 수십 만원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부족한
레이다 분야의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
나 이 논문에서 제작된 레이다는 오디오 리코더 시스템을 이용한 낮은 샘플
링 주파수(44.1 KHz)의 한계, 허수영역에서의 샘플링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기계적인 출력문제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적 한계를 보
완한다면 자동차나 무인 항공기용 경량 SAR 시스템으로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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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부품 목록 및 회로도

Table A1. Parts list of the educational radar system.
Name

quantity

Part#

Description

Supplier

RF Part
Voltage Controlled

1

ZX95-2536C+

2315-2536 MC VCO, +6dBm Out

Mini-Circuits

Attenuator

1

VAT-3+

3dB SMA M-F attenuator

Mini-Circuits

Low Noise Aplifier

2

ZX60-272LN-S+

Gain 14 dB, NF=1.2 dB, IP1=18.5 dBm

Mini-Circuits

Splitter

1

ZX10-2-42+

1900-4200Mc, 0.1 dB insertion loss

Mini-Circuits

Frequency Mixer

1

ZX05-43MH-S+

13dBm LO, RF to LO loss 6.1 dB, IP1 9 dBm

Mini-Circuits

SMAM-MBarrels

4

SM-SM50+

SMA-SMA M-M barrel

Mini-Circuits

SMA Straight Plug

5

1S-110-00

SMA Straight Plug

11st

RF Cable

1

NA

RF Cable

In Lab

Wood plate

1

NA

-

In Lab

Function Generator

1

XR-2206

Function Generator Chip

ELE PARTS

Ocilator

Electronic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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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 Continued.
Name

quantity

Part#

Description
LOW NOISE, JFET INPUT OPERATIONAL

Supplier

Amplifier chip

1

TL074CN

Breadboard

1

BL-200

5.5x16.5cm solderless breadboard

11st

1000 pf 5% capacitor

4

M/T 102

1000pf 5% capacitor

DONGSHIN PARTS

8450 ohm 1% resistor

1

MR1/4WTB-8.45K

8450 ohm 1% resistor 100 EA

DONGSHIN PARTS

102K ohm 1% resistor

1

MR1/4WTB-102K

102K ohm 1% resistor 100 EA

DONGSHIN PARTS

7150 ohm 1% resistor

1

MR1/4WTB-7.15K

7150 ohm 1% resistor 100 EA

DONGSHIN PARTS

1K ohm 1% resistor

3

MR1/4WTB-1K

1K ohm 1% resistor 100 EA

DONGSHIN PARTS

12.1K ohm 1% resistor

1

MR1/4WTB-12.1K

12.1K ohm 1% resistor 100 EA

DONGSHIN PARTS

17.4K ohm 1% resistor

1

MR1/4WTB-17.4K

17.4K ohm 1% resistor 100 EA

DONGSHIN PARTS

28K ohm 1% resistor

1

MR1/4WTB-28K

28K ohm 1% resistor 100 EA

DONGSHIN PARTS

4120 ohm 1% resistor

1

MR1/4WTB-4.1K

4120 ohm 1% resistor 100 EA

DONGSHIN PARTS

1620 ohm 1% resistor

1

MR1/4WTB-1.6K

1620 ohm 1% resistor 100 EA

DONGSHIN PARTS

0.1 uf capacitor

2

T/T 35V0R1

0.1 uf capacitor

DONGSHIN PARTS

100 uf capacitor

2

22961

100uf capacitor

DEVICE MART

10k trimmer potentiometer

1

20326

10k trimmer potentiometer

DEVICE MART

200 ohm, 5% resistor

1

CR1/4TB-200

200ohm, 5%

DONGSHIN PARTS

Batterypack

2

COMF-4AAC

4xAA battery pack with power switch

DONGSHIN PARTS

AMPL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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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HIN PARTS

Table A1. Continued.
Name

quantity

Part#

Description

5V Voltage Regulator chip

1

KA/LM7805(TO-220)

5V low dropout Positive Voltage Regulator

DONGSHIN PARTS

Audio line

1

NDS-STC-MF-3M

3.5 mm plug to stripped wires

DONGSHIN PARTS

0.47 uf capacitor

1

T/T 35V0R47

0.47 uf capacitor

DONGSHIN PARTS

2M trimmer potentiometer

1

20335

2M trimmer potentiometer

DEVICE MART

50K trimmer potentiometer

1

20329

50K trimmer potentiometer

DEVICE MART

1 uF capacitor

1

1315

1 uF electrolytic cap

DEVICE MART

10 uF capacitor

2

1318

10 uF electrolytic cap

DEVICE MART

5.1 K resistor

2

MR1/4WTB-5.1K

5.1 K resistor

DONGSHIN PARTS

10 K resistor

2

CR1/4TB-10K

10 K resistor

DONGSHIN PARTS

LED

1

B5134

Red LED

DONGSHIN PARTS

1 K resistor

1

CR1/4TB-1K

1 K resistor

DONGSHIN PARTS

100 K resistor

2

CR1/4TB-100K

100 K resistor

DONGSHIN PARTS

47 K 5% Resistor

12

CR1/4TB-47K

47 K 5% resistor

DONGSHIN PARTS

1uF capacitor unpolarized

1

11296

1 uf film capacitor

DEVICE 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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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ier

Fig. A1. Circuit of power supply (modified after Charvat et
al., 2012).

Fig. A2 Circuit of amplifier and function generator (modified after
Charva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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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AR 영상화 알고리즘
B.1) Range Migration Algorithm
Range migration algorithm(RMA)는 탄성파 신호해석에 사용되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탄성파 신호의 획득에 사용되는 지오폰(geophone)들의 배열이
SAR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신호처리에 사용 할 수
있다(Rahman, 2010).
RMA는 2차원 주파수 영역에서 수행된다. 제작된 교육용 레이다 시스템
의 경우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range 방향으로의 푸리
에 변환은 필요 없으며, azimuth 방향으로의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2차원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다. 교육용 레이다 시스템에서 획득된 신호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Charvat, 2007).

   
    


(8)

      

빛의 속도이며, 대상체의 위치는    이다(Fig. 7). 식 (8)
을 azimuth 방향으로 푸리에 변환을 하면      인 2차원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다. 여기서    로 표현된다.    에 matched filter를 곱한
여기서 c는















후, stolt interpolation을 수행한다.
 
  

      

              

여기서

는 영상

중심까지의

(9)
(10)

거리다. stolt interpolation은 레이다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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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의 거리에 따라서 도시된
 의

 을

관계는 아래와 같다(Fig. B1).

공간영역인

  
  

로

변환한다.

그 후, 2차원 역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면 영상화 끝난다.

 

그리고
(11)

Fig. B1 SAR signal energy in 2-dimensional frequency domain and Stolt
interpolation’s effect on it(Rahm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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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Deramp-FFT Algorithm
식 (7)을
적용하면,

중심)을 중심으로

   (레일의

급수(Taylor

테일러

″  
         ′       ⋯


series)를
(12)

로 주어지며, 이를 계산하면

 

        
  ⋯




(13)

     

신호를 range
migration으로 정렬한 후 deramp 함수(   )를 수신 신호에 곱한다. 그 후
hanning filter를 거친 후 에 대한 파수 영역인  공간으로 푸리에 변환하
가 된다. Deramp-FFT algorithm(DFA)은 산란체에 의한


여 영상화 한다.


  
    exp     
 

(14)



   



∞

∞

식 (15)의 적분구간은

(15)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심 위치,  는 합성구경의 길이를
의미하며, 이는 산란체가 위치한 영역과 안테나의 빔 폭에 따라 다를 수 있
는 레일에서 산란체를 비추는 안테나의
다.



식 (15)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영상화가 이루어진다(이훈열 외, 2007b).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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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의 sinc
    로

함수는

     에서

정의된다. 따라서 azimuth 해상도

그 후 기하보정을 통하여 영상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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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댓값을

가지며 해상도는

      로

계산된다.

C. SAR 시뮬레이션 코드
C.1) SAR Raw data generation
Filename

= SAR_raw_simul.m

clear all
close all
c = 2.997925e8;
FS = 44100; % sampling frequency
Tp = 0.02; % pulse time
N = FS * Tp; % range sampling number
fstart = 2240e6; %(Hz) LFM start frequency
fend = 2560e6; %(Hz) LFM stop frequency
Rs = 0;
Lx = 2.48; % scan length
delta_x = 0.04; % scan step
L_ax = 0.1; % antenna langth
nnum = 4; % target number
t_cen = [0, 100]; % target center
d_xy = [20, 20]; % target steps
std = 0; % noise std
rerr = 0.00; % position error direction range
aerr = 0.00; % position error direction azimuth
Xa = linspace(-Lx/2,Lx/2,Lx/delta_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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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 zeros(size(Xa,2),nnum.^2);
if nnum ~= 0
[xt, yt] = ctars(t_cen,d_xy,nnum);
save SARtargets xt yt
nnum = nnum^2;
for ii = 1:size(Xa,2)
Rt(ii,:) = sqrt((Xa(ii)-xt(:) - aerr * (2*rand-1)).^2 + (yt(:)
- rerr * (2*rand-1)).^2);
end
figure;scatter(yt,xt,'o');
axis equal
xlabel('Range');
ylabel('Azimuth');
end
Kr = linspace(4*pi*fstart/c,4*pi*fend/c,N);
phi_if = zeros(size(Xa,2),N);
sif = zeros(size(Xa,2),N);
count = 0;
for ll = 1:nnum
for ii = 1:size(Xa,2)
phi_if(ii,:) = Kr*(Rt(ii,ll) - Rs);
end
sif = sif + exp(-1j*phi_if);
count = coun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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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clear Rt phi_if
nois = std * (rand(size(sif)) - 1i * rand(size(sif)));
s = sif/count + nois;
save GBSARpara s fend fstart delta_x L_ax Kr Xa Rs;
figure;
imagesc(Kr*c/(4*pi*1e9),Xa,abs(s));
colormap(gray);
ylabel('x position(m)');
xlabel('recieved chirp frequency (GHz)');
title('amplitute value of the single point scatter SAR data matrix');
colorbar;
cbar = colorbar;
set(get(cbar, 'Title'), 'String', 'dB', 'fontsize', 13);
figure;
imagesc(Kr*c/(4*pi*1e9),Xa,angle(s));
colormap(gray);
ylabel('x position(m)');
xlabel('recieved chirp frequency (GHz)');
title('phase value of the single point scatter SAR data matrix');
colorbar;
cbar = colorbar;
set(get(cbar, 'Title'), 'String', 'radian', 'fontsiz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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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SAR focusing program
Filename

= SAR_simul_focusing.m

clear all
close all
tic
load GBSARpara
c = 2.997925e8;
fheadout = 'GBsimul';
nrange = size(s,2);
nazimuth = size(s,1);
ystart = -(delta_x*(size(s,1)-1))/2; % m
yend = (delta_x*(size(s,1)-1))/2; % m
ystep = delta_x; % m
mfft_range = 4; % over sampling factor
mfft_azimuth = 4; % over sampling factor
mazimuth_TD = 1; % Time domain over sampling factor
mazimuth_RMA = 8; % RMA over sampling factor
R_center = 0;
se_cri = inf; % Deramp-FFT algorithm range limit
% algorithm selector
% 1 : Deramp-FFT
% 2 : Range migration
ifocus = 2;
approx = 1; % approximation deramp function; 1 : on, 2 : off
fnamespec = '%s_approx %d_%d_%s';
set(0,'defaultaxesfontsiz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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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파라미터 입력
fc=(fstart+fend)/2; % center frequency
lambda=c/fc; % wavelength
bandw_r=fend-fstart; % bandwidth
delt=1./bandw_r; % delta t
delr=c*delt/2.; % range resolution
delf=bandw_r/(nrange-1); % frequency step, chirp rate
t_max=1./(2.*delf); % maximum sampling time
R_max= c*t_max/2.; % maximum range
nrange_fft = nf(nrange);
nrange_fft = nrange_fft * mfft_range; % range number after over
sampling fft
delt_fft=1./((nrange_fft-1)*delf); % delta t after over sampling
delr_fft=c*delt_fft/2.; % range resolution after over sampling
nrange_ffth=nrange_fft/2; % range number at result images

%% Azimuth 파라미터 입력
X = abs(yend-ystart); % scan length
delu=1./X; % Azimuth wavenumber resolution
R_full=L_ax/lambda*X;
delx = abs(ystep); % scan step
nazimuth_fft = nf(nazimuth);
nazimuth_fft = nazimuth_fft * mfft_azimuth; % azimuth number after
over sampling
X_fft =(nazimuth_fft-1)*delx; % image length after over sampling
delu_fft=1./X_fft; % azimuth resolution after over sampling
deltheta_fft=lambda/2.*delu_fft; % angular resolution
if R_center==0.
R_center=R_max;
end
delx_fft = deltheta_fft*R_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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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0,'defaultaxesfontsize',13);

%% range compression
vv = s;
clear s
if ifocus ~= 2
vv = cnshift(vv,nrange_fft,2);
vv = han(vv, nazimuth, nrange_fft, nrange, 2);
vv = ifft(vv,[],2);
vv(:,(end/2+1):end) = 0;
R = delr_fft * linspace(0,nrange_ffth,nrange_ffth);
A = delu * linspace(-nazimuth/2,nazimuth/2,nazimuth);
vv_out(:,:,1) = abs(vv(:,1:nrange_ffth));
vv_out(:,:,2) = angle(vv(:,1:nrange_ffth));
fname = sprintf(fnamespec,fheadout,approx,0,'RangeComp');
gcf = figure;imagesc(R,A,abs(vv(:,1:nrange_ffth)));
title('RangeCompression Image');
colormap(gray)
axis equal;
xlabel('Range');
ylabel('Azimuth wavenumber');
multibandwrite(vv_out,fname,'bil');
gen_ers(fname, nazimuth, nrange_ffth, delx, delr_fft, 2,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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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vv_out fname pname gcf
end
%%

/*

Deramp-FFT Algorithm for Far Range

*/

if ifocus == 1
vvr = vv(:,1:nrange_ffth);
clear vv
%

/* Deramp */

x = delx*linspace(-nazimuth/2,nazimuth/2,nazimuth);
phase1 = 2.*pi/lambda*x.^2;
yc = delr_fft*(1:nrange_ffth);
X_hcut = abs(yc)/R_full*X/2.;
phase = zeros(nazimuth,nrange_ffth);
if approx == 0
maxtheta = deltheta_fft * nazimuth_fft/2;
theta = 2 * tan(maxtheta) * yc;
rxc = zeros(nazimuth,nrange_ffth);
for jj = 1:nrange_ffth;
rxc(:,jj) = linspace(-theta(jj)/2,theta(jj)/2,nazimuth);
end
end
for ii = 1:nazimuth
logi = abs(x(ii)) < X_hcut;
if approx == 1
phase(ii,:) = logi.* phase1(ii) / yc;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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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 = sqrt(yc.^2 + rxc(ii,:).^2);
phase(ii,:) = logi .* yc.^2 .* phase1(ii) ./ tRc.^3;
end
end
expp = exp(1j*phase);
vvr = vvr .* expp;
%

clear cosp sinp tmp1 tmp2

clear phase phase1 x expp logi X_hcut maxtheta rxc Rc
%

/* Azimuth rail baseband */

vvr = cnshift(vvr,nazimuth_fft,1);
%

/* Azimuth Hamming filter */

vvr = han(vvr, nazimuth_fft, nrange_ffth, nazimuth, 1);
%

/* Azimuth FFT */

vvr = fftshift(fft(vvr,[],1),1);
% range limitation cut
R_limit

=

pi

*

X^2

/

(2

*

lambda

*

se_cri)

*

abs((1/sqrt(1+(lambda/(2 * L_ax))^2))^3-1);
nR_limit = fix(R_limit/delr_fft);
vvr(:,1:nR_limit) = 0;
%

/* Output Deramp-FFT SAR Data */

fname = sprintf(fnamespec,fheadout,approx,2,'DF');
R = delr_fft * linspace(0,nrange_ffth,nrange_ffth);
A

=

deltheta_fft

linspace(-nazimuth_fft/2,nazimuth_fft/2,nazimuth_fft) * 180 /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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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imagesc(R,A,abs(vvr));
title('un-Geocoded Deramp-FFT Image');
colormap(gray)
axis equal;
xlabel('Range');
ylabel('Azimuth');
vv_out(:,:,1) = abs(vvr);
vv_out(:,:,2) = angle(vvr);
multibandwrite(vv_out,fname,'bil');
gen_ers(fname, nazimuth_fft, nrange_ffth, delx_fft, delr_fft, 2,
'181');
clear vv_out R A pname gcf
%

/* Geocoding by Azimuth Resampling */

xc

=

delx_fft*linspace(-nazimuth_fft/2,nazimuth_fft/2,nazimuth_fft);
Rc = zeros(nazimuth_fft,nrange_ffth);
for ii = 1:nazimuth_fft;
Rc(ii,:) = sqrt(yc.^2+xc(ii).^2);
u(ii,:) = 2.*xc(ii)./(lambda*Rc(ii,:));
end
iRc = round(Rc/delr_fft);
jx= round((u/delu_fft + nazimuth_fft/2+0.5));
clear u Rc
azvv = zeros(nazimuth_fft,nrange_ffth);
for ii = 1:nazimuth_fft;
for jj = 1:nrange_ffth;

- 44 -

if jx(ii,jj) > 0 && jx(ii,jj) <= nazimuth_fft && iRc(ii,jj)
<= nrange_ffth
azvv(ii,jj)=vvr(jx(ii,jj),iRc(ii,jj));
end
end
end
vvr = azvv;
clear azvv jx iRc u Rc
%

/* Output Deramp-FFT Geocoded SAR Data */

fname = sprintf(fnamespec,fheadout,approx,3,'DF_Geo');
R = delr_fft * linspace(0,nrange_ffth,nrange_ffth);
A

=

delx_fft

*

linspace(-nazimuth_fft/2,nazimuth_fft/2,nazimuth_fft);
gcf = figure;imagesc(R,A,abs(vvr));
title('Geocoded Deramp-FFT Image');
colormap(gray);
axis equal;
xlabel('Range (m)');
ylabel('Azimuth (m)');
vv_out(:,:,1) = abs(vvr);
vv_out(:,:,2) = angle(vvr);
multibandwrite(vv_out,fname,'bil');
gen_ers(fname, nazimuth_fft, nrange_ffth, delx_fft, delr_fft, 2,
'181');
clear vv_out
%

} /* end of Deramp-F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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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Range Migration Algorithm
if ifocus == 2
nazimuth_fft_RMA = nazimuth_fft * mazimuth_RMA;
vv = vv .* repmat(hann(size(vv,2))',size(vv,1),1);
vv = fftshift(cnshift(vv,nazimuth_fft_RMA,1),1);
vvr = fftshift(fft(vv, [], 1), 1);
clear vv Kr
Kx = linspace(-pi/delta_x, pi/delta_x, size(vvr,1));
Ky = zeros(size(vvr));
Kr = linspace(4*pi*fstart/c,4*pi*fend/c,size(vvr,2));
for ii = 1:size(vvr,1)
Ky(ii,:) = sqrt(Kr.^2 - Kx(ii)^2);
end
if Rs ~= 0
vmf = exp(1j * Rs * Ky);
vvr_mf = vvr .* vmf;
clear vvr vmf
else
vvr_mf = vvr;
clear vvr
end
kstart = min(Kr);
kstop = max(Kr);
Ky_even = linspace(kstart, kstop, size(vvr_m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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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r_st = zeros(size(vvr_mf));
for ii = 1:size(vvr_st,1)
vvr_st(ii,:) = interp1(Ky(ii,:), vvr_mf(ii,:), Ky_even);
end
vvr_st(isnan(vvr_st)) = 0;
v = ifft2(vvr_st, nazimuth_fft_RMA, nrange_fft);
clear vvr_st vvr_mf Ky Kr Kx Ky_even Xa
fname = sprintf(fnamespec,fheadout,approx,2,'RMA');
R = delr_fft * linspace(0,nrange_ffth,nrange_ffth);
A

=

delx

*

linspace(-nazimuth_fft_RMA/2,nazimuth_fft_RMA/2,nazimuth_fft_RMA);
gcf = figure;imagesc(R,A,abs(v(:,1:nrange_ffth)));
title('Range Migration Algorithm Image');
colormap(gray);
axis equal;
xlabel('Range (m)');
ylabel('Azimuth (m)');
vv_out(:,:,1) = abs(v);
vv_out(:,:,2) = angle(v);
multibandwrite(vv_out,fname,'bil');
gen_ers(fname, nazimuth_fft_RMA, nrange_ffth, delx, delr_fft, 2,
'181');
clear vv_out
end
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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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Utility code
Filename

= cndhift.m

function dout = cnshift(data, nrowcol, dir)
if dir == 2
dout

=

[data(:,(fix(size(data,2)/2)+1):size(data,2))

z e r o s ( s i z e ( d a t a , 1 ) , n r o w c o l - s i z e ( d a t a , 2 ) )
data(:,1:fix(size(data,2)/2))];
elseif dir == 1
dout

=

[data((fix(size(data,1)/2)+1):size(data,1),:);

z e r o s ( n r o w c o l - s i z e ( d a t a , 1 ) , s i z e ( d a t a , 2 ) ) ;
data(1:fix(size(data,1)/2),:)];
else
disp('error')
end

end

Filename

= ctars.m

function [xt, yt] = ctars(t_cen, d_xy, nnum)
x_cen = t_cen(1);
y_cen = t_cen(2);
d_x = abs(d_x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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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y = abs(d_xy(2));
lx = d_x*(nnum-1);
ly = d_y*(nnum-1);
xstart = x_cen - lx/2;
xend = x_cen + lx/2;
ystart = y_cen - ly/2;
yend = y_cen + ly/2;
x = linspace(xstart,xend,nnum);
y = linspace(ystart,yend,nnum);
xt = zeros(1,nnum^2);
yt = zeros(1,nnum^2);
ccount = 1;
for ii = 1:nnum
for jj = 1:nnum
xt(ccount) = x(ii);
yt(ccount) = y(jj);
ccount = ccount + 1;
end
end
end

Filename

= han.m

function dout = han(data, nrow, ncol, nnum, dir)
h = hann(nnum);
h =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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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t = zeros(nrow,ncol);
if dir == 1;
h = cnshift(h,nrow,1);
for ii = 1:ncol;
dout(:,ii) = data(:,ii) .* h;
end
elseif dir == 2;
h = h';
h = cnshift(h,ncol,2);
for ii = 1:nrow;
dout(ii,:) = data(ii,:) .* h;
end
else
disp('error');
end
end

Filename

= gen_ers.m

function gen_ers (fname, nrow, ncol, drow, dcol, nband, bflag)
str = sprintf('%s.ers',fname);
fid = fopen(str,'w');
fprintf(fid,'DatasetHeader Begin\n');
fprintf(fid,'

Version

= \"6.0\"\n');

fprintf(fid,'

Name

fprintf(fid,'

Description

= \"%s\"\n', fname);
= \"Generated by Hoonyol

Lee and Younghun JI\"\n');
fprintf(fid,'

LastUpdated

= Thu Dec 04 00:00:00 GMT

2013\n');
fprintf(fid,'

SensorName

fprintf(fid,'

SenseDate

201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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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known\"\n');
= Thu Dec 04 00:00:00 GMT

fprintf(fid,'

DataSetType

= ERStorage\n');

fprintf(fid,'

DataType

= Raster\n');

fprintf(fid,'

ByteOrder

= LSBFirst\n');

fprintf(fid,'

CoordinateSpace Begin\n');

fprintf(fid,'

Datum

= \"RAW\"\n');

fprintf(fid,'

Projection

= \"RAW\"\n');

fprintf(fid,'

Projection

= \"RAW\"\n');

fprintf(fid,'

CoordinateType

fprintf(fid,'

Rotation

= RAW\n');
= 0:0:0.0\n');

fprintf(fid,'

CoordinateSpace End\n');

fprintf(fid,'

RasterInfo Begin\n');

switch bflag
case '181'
fprintf(fid,'

CellType

=

CellType

=

CellType

=

CellType

=

CellType

=

CellType

=

IEEE8ByteReal\n');
case '141'
fprintf(fid,'
IEEE4ByteReal\n');
case '140'
fprintf(fid,'
Signed32BitInteger\n');
case '040'
fprintf(fid,'
Unsigned32BitInteger\n');
case '110'
fprintf(fid,'
Signed8BitInteger\n');
case '010'
fprintf(fid,'
Unsigned8BitInteger\n');
end
fprintf(fid,'

NullCellValue=0\n');

fprintf(fid,'

CellInfo Beg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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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intf(fid,'

Xdimension

= %f \n',

fprintf(fid,'

Ydimension

= %f \n',

dcol);
drow);
fprintf(fid,'

CellInfo End\n');

fprintf(fid,'

NrOfLines

= %d\n', nrow);

fprintf(fid,'

RegistrationCellX = 0\n');

fprintf(fid,'

RegistrationCellY = %d\n', nrow/2);

fprintf(fid,'

NrOfCellsPerLine

= %d\n',

ncol);
fprintf(fid,'

NrOfBands

= %d\n', nband);

for i=1:nband;
fprintf(fid,'

BandId Begin\n');

fprintf(fid,'

Value

\"Band%d\"\n', i);
fprintf(fid,'

BandId End\n');

end
fprintf(fid,'

RasterInfo End\n');

fprintf(fid,'DatasetHeader End\n');
fclose(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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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ion and Experiment of an Educational Radar
System

Younghun Ji
Department of Geophysics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adar systems are used in remote sensing mainly as space-borne,
airborne and ground-based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scatterometer and doppler velocimeter. Those systems are composed of
expensive equipments and require expertise and professional skills for
operation. Because of the limitation in getting experiences of the radar
and SAR systems and its operations in ordinary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it is difficult to learn and exercise essential principles of
radar hardware which are essential to understand and develop new
application fields.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in this paper, w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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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and experiment of a low-cost educational radar system
based on the blueprints of the MIT Cantenna system. The radar system
was operated in three modes. Firstly, the velocity of moving cars was
measured in doppler velocimeter mode. Secondly, the range of two
moving targets were measured in radar mode with range resolution.
Lastly, 2D images were constructed in GB-SAR mode to enhance the
azimuth resolution. Additionally, we simulated the SAR raw data to
compare Deramp-FFT algorithm (DFA) and Range Migration algorithm
(RMA)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antenna positional error for SAR
focusing. We expect the system can be further developed into a
light-weight SAR system onboard a unmanned aerial vehicle by
improving the system with higher sampling frequency, I/Q acquisition,
and more stable circuit design like a PCB (Printed Circui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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