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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n atmospheric effect of repetitive measurements of X-band (9.65 GHz)
arc-rail type GB-SAR (ArcSAR) system was quantitatively analyzed. Four artificial triangular trihedral
corner reflectors as stationary targets for getting stable back scattered signal during 43 hours
continual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hase of those stationary targets had changed
maximum of 5 radian (12.4 mm) and total RMS error had was 1.62 radian (4 mm) during 65 repeated
measuring time. The refractive index of air which was calculated using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pressure of atmosphere showed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hase difference. We could check the
atmospheric correction was fulfilled by the correction of an atmospheric effect using refractive index
during the selected 16 hours period showed that RMS error was dropped from 1.74 radian (4.3 mm) to
0.10 radian (0.2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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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에서는 중심주파수 9.65 GHz의 X-밴드 안테나를 이용한 원형레일 기반의 지상

SAR(Arc-SAR) 시스템의반복실험을통해대기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 다. 안정된신호획득을위해

고정된 삼각삼면반사체 4개를 사용하 는데 이에 의한 신호는 약 43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획득되었다.

분석 결과 반사체는 고정된 상태 지만 약 5 radian(12.4 mm)의 최대 오차를, 총 65회의 실험에 대한

RMSE는 1.62 radian(4 mm)을보 다. 이러한위상변화양상은온도, 습도, 그리고기압을통해산출되는

대기굴절률의 변화 양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대기굴절률을 이용한 보정을 선택된 16시간에 대해 적

용하 고 보정 결과 RMSE는 1.74 radian(4.3 mm)에서 0.10 radian(0.24 mm)으로 감소하여 보정이 효

과적으로이루어졌음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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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Synthetic Aperture

Radar(SAR) 시스템은 개발 초기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에 탑재되어 운용되었다. 동일한 지역에 대해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획득한 SAR 상은 간섭기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변위를 높은 정 도로 분석할 수

있다는장점을 지닌다. 최근에는 이러한 SAR의원리를

지상에서 적용한 지상 SAR(Ground-Based SAR) 시

스템이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연구 및 개발되었

다. 지상 SAR 시스템은 인공위성 SAR와는 다르게 정

지된상태에서마이크로파의송수신이이루어지기때문

에인공위성SAR 시스템에비해변위탐지정 도가향

상된다. 이러한장점을바탕으로지상SAR 시스템은산

사태(Tarchi et al., 2003; Leva et al., 2003), 눈사태

(Luzi et al., 2007) 건물의 안정성 평가(Pieraccini et
al., 2002) 등에 적용된 바 있다.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의 전통적인 SAR 시스템과 최근 개발된 지상 SAR

시스템을이용한변위탐지연구는결과도출시대기의

향을 배제 혹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하지만일부인공위성SAR 연구에서는대기의

향에 대해 보정을 시도한 바 있으며(Zebker et al.,
1997), 지상 SAR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Noferini et al.(2005)과 Pipia et al.(2008)에서는 각

각 대기 중 습도와 대기굴절률을 이용한 보정을 실시하

여 정 도 향상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와 동일

한RF 장비를이용해변위탐지연구를수행했던이재희

외(2010)에서도 대기 중 습도의 향을 보정하여 정

도가향상됨을확인하 다. 이에본연구에서는새로개

발된 원형레일 기반의 지상 SAR(Arc-SAR)시스템의

연속적인스팟모드(spot-mode) 실험을통해대기변화

가 위상 변화에 끼치는 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 시에는 Noferini et al.(2005)과 이재희

외(2010)와는다르게습도보정이나온도보정과같은개

별적 대기요소가 아닌 Pipia et al.(2008)에서 언급한

대기굴절률을 이용하고자 하 다. Noferini et
al.(2005)에서는 습도와 위상변화의 상관관계가 0.7이

상, 이재희 외(2010)에서는 습도 및 온도가 위상변화와

의 상관관계가 0.7 이상의 높은 값을 보여 개별적 요소

를 이용한 위상변화 보정이 잘 이루어졌다. 하지만

Pipia et al.(2008)에서 이용한 대기굴절률은 대기 중

온도, 습도, 그리고 기압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되는 값

으로 상관관계와는 무관하게 보다 향상된 보정 결과를

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기굴절률을 이용한 위상

변화 보정을 실시한 후 보정 전·후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변위탐지 정 도 향상을 위한 대기굴절률 보정의 필

요성에대해확인하고자하 다.

2. Arc-SAR 시스템및실험

1) Arc-SAR 시스템 및 측정모드

본연구에서이용된Arc-SAR 시스템은선형레일기

반의 지상 SAR(GB-linear SAR) 시스템의 일부 한계

점을 극복하고자 차량에 탑재한 원형레일 기반의 지상

SAR 시스템이다. 선형레일기반의SAR 시스템의한계

점이란 고정 레일 설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투자,

그리고제한된합성구간을의미한다. 정 한레일설치

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곳에는적합하지않을수있다. 하지만시스템이

차량에탑재되어있는경우, 신속한이동이가능하고즉

각적인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레일의 길이가 차

량의길이로제한되고, 안테나가한방향만을지향할때

azimuth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선형이 아닌 원형을 채

택함으로써 합성구간을 만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

한 차량 탑재형 원형레일 기반의 지상 SAR 시스템은

Garmatyuk and Narayanan(2002)과 Cho et

al.(2006)에서시도가되었으나, 본연구에서와같은모

션과원리를채택하지는않았다.

RF 장비 중 마이크로파의 송신과 수신을 담당하는

VNA는10 MHz에서20 GHz까지사용가능한agilent

사의 E8362B 모델을 사용하 다. 신호의 증폭을 위해

마이크로파 앰프(6 W)를 사용하 고, 안테나는 중심주

파수가9.65 GHz인X-밴드안테나를주문제작하여사

용하 다. 결과 해석 시 편파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스위치를 사용하여 동일지점에서 둘

이상의 편파 측정이 가능하게 설정하 다. 스위치와 앰

프 사용 시 비가역성에 의해 안테나는 송신용과 수신용

을 각각 따로 사용해야 했고 이러한 2개의 안테나는 안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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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 붐의 끝단에 위치한 안테나 지지대에 수직적으로

연결하 다. 안테나붐의경우차량의길이로제한된합

성 길이를 연장하기 위해 길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

계·사용하 다. 평소안테나붐은2.19 m의길이를보

이지만, 최대 4.13 m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실

제시스템의모습은Fig. 1에나타냈다.

원형레일을 이용한 원형적 모션을 통해 전통적인

SAR와 같이 range 방향을 한 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은2 개의모터를필요로한다. 시스템전체를움

직이게 하는 중앙의 모터와 안테나 하부에 위치하는 모

터가그것이다. 중앙의모터가일정방향으로회전을하

게 되면, 안테나 하부에 장착된 모터가 안테나를 반대

방향으로같은회전각만큼회전시켜안테나를지속적으

로한방향을지향하게끔유지한다. 본시스템에서이러

한 측정 방법을 스팟모드라고 명명하 고, 본 연구에서

는이방법을이용하 다(이재희외, 2012).

2) 실험지역 및 실험변수

실험은 2011년 10월 25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후 1

시까지 약 43시간에 걸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에서

수행되었다.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은 연구원의 도로에

위치하 고, 지향방향은 연구원의 잔디밭 일대로 Fig.

2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Fig. 2에서 빨간색 부채꼴로

표현한 역이 상화 지역이며 약 30 ~ 50 m 지점에

는언덕과나무가위치한다. 약 130 ~ 160 m 지점에표

시된 삼각형은 안정된 신호 획득을 위해 설치한 삼각삼

면반사체이다. 노란색은 빗변이 50 cm, 파란색은 10

cm이며 각 반사체는 서로 약 10 m의 간격을 두고 고

정·위치시켰으며, 변위분석은이반사체들의위상변화

를 통해 계산하게 된다. Table 1에는 본 연구에서의 실

험변수들을나타내었다.

3. Arc-SAR 상과위상변화

획득된데이터는이훈열(2012)을통해개발된극좌표

기반의 Time-Domai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화하

다. 이훈열 외(2007)에서는 선형기반의 Deramp-

Atmospheric Correction of Arc-Rail Type GB-SAR Using Refractive Index of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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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A side photo of overall system and (b) An extendable
antenna boom and antenna mount including 2 X-band
antennas.

(b)

(a)
Fig. 2.  A photo of measurement area from google earth.

Table 1.  Parameters of measurements

parameter value

center frequency 9.65 GHz

bandwidth 0.3 GHz

range sampling 801

power 6 W

maximum of range 200 m

boom length(radius) 3000 mm

spacing 0.54°
total degree 139.86°
polarization VV, HH

parameter value



FFT 알고리즘 개발을, Lee et al.(2010)에서는 극좌표

기반의Deramp-FFT 알고리즘을개발을발표한바있

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알고리즘과는 차이를 보인다.

획득된 상중실험차수1의VV 편파Amplitude 상

을 Fig. 3에 나타냈다. Fig. 3을 통해 시스템으로부터

30 ~ 50 m 지점에 위치한 언덕과 나무, 130 ~ 160 m

지점에위치한4 개의반사체의신호를확인할수있다.

4 개의 반사체 중 2 번째 반사체의 신호는 다른 것들에

비해 약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다른 것들에 비해 작은

크기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반사체에는 시

스템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r1에서 r4의 이름을 붙 다.

Arc-SAR 상에서위상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f = _ nR (1)

식에서 l는진공상태에서의마이크로파의파장, R은

시스템과 대상체간의 거리, n은 대기굴절률(refractive

index of air)을의미한다. 식 (1)은식(2)와같이변환할

수있다.

Df = _ DnR (2)

특정 물체가 완전히 고정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Arc-SAR 상에서 위상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기상변화에의한것이라고판단할수있다. 만약위상변

화와 대기굴절률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보정

상수를 산출할 수 있다면, 미세한 변위 탐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보다 정 한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Fig. 4(a)는 총 65회에 걸쳐 획득된 VV 편파 상에

서의4 개의반사체위상변화를나타낸다. 모든반사체

에서의변화양상은동일하게약24시간을주기로일정

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n2의 경우 전체적인

변화 양상은 다른 반사체와 유사하지만, 일부 지점에서

의 값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반사체의 크기 때문에 일

정치 않은 수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하 다. 원

활한 해석을 위해서 시스템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

웠던 r1과 가장 멀었던 r4의 위상변화만을 추출하여

Fig. 4(b)에 나타냈다. Fig. 4(b)를 통해 r4의 변화폭은

r1에 비해 약 0.04 radian, 거리로 환산 시 약 0.1 mm

더 크게 나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험차수

1(n1)을 기준으로 가장 작은 위상은 실험 시작 후 약 12

시간이 지난 n20에서, 반대로 가장 큰 값은 약 43시간

이 지난 n65 지점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HH편

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보정을 위해서 연속된 실

험 중 규칙적이고도 가장 급격한 위상 변화를 보인 n7

에서 n30의 약 16시간의 데이터를 사용하 는데, 이는

Fig. 4(b)에 표시하 다. 이 구간에서의 최대 위상 차이

4p
l

4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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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Arc-SAR VV polarization image by Time-domain
algorithm in polar coordinates.

Fig. 4.  Phase difference at VV polarization. (a) results of 4-reflectors and (b) results of r1 and r4 especially.

(a) (b)



는 4.24 radian, 거리로 환산 시 10.5 mm이며 RMSE
는1.74 radian(4.3 mm)으로나타났다.

4. 대기굴절률

1) 대기굴절률 산출

고정된 산란체에서 위상변화가 발생하고, 그 주기가
약 24시간이라는 점을 근거로 기상변화가 위상변화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이에 따른 향을 보정하고자 하
다. 실험시간에 대한 대기 자료는 실험지역과 직선거

리로 약 1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제공하는분단위AWS(Automatic Weather System)
를 이용하 다. 1회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평균하여 그 실험차수에 대한 자료라 가정하
고 이를 통해 계산된 온도와 습도를 Fig. 5(a)에, 최

소·최대·평균값을 요약하여 Table 2에 나타냈다. 한
편, Pipia et al.(2008)에서는 대기굴절률을 이용한 지
상SAR 시스템의위상보정을실시한바있다. 대기굴절
률의산출식으로는다음의식(3)을사용하 다.

n= 1 + 10
_6×(77.6 + 600 h·1012.22_log10(P)_ ) (3)

P는 기압(millibar), T는 온도(kelvin), h는 습도

(percent per hundred)이다. Fig. 5(a)에 나타낸 온도,

습도와기압을이용한대기굴절률을산출하여Fig. 5(b)

에 나타냈다. 산출된 대기굴절률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기굴절률 값인 1.000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 Fig. 4와 5의 비교를 통해 위상변화 양상은 온도

변화와 비례, 습도와 대기굴절률과는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할수있다.

2) 보정 결과

선택된16시간에대한대기굴절률과이구간에서VV

편파 r1의 위상변화와의 관계를 Fig. 6(a)에 나타냈다.

x축을대기굴절률, y축을위상변화로설정하 으며 1차

식의관계로가정할경우결정계수는 0.99 이상의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때의 기울기와 절편은 보정상수로 활

용할수있다. 산출된보정상수를이용하여각지점에서

의 위상을 보정하 으며, 대표적으로 선택된 구간에서

의VV 편파 r1의결과를Fig. 6(b)에나타냈다. 보정전

1.74 radian(4.31 mm)이었던 RMSE는 보정 후 0.10

radian(0.24 mm)으로 크게 감소하며, 모든 구간에서

위상변화가 0에 근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적으로 r3와 r4, 그리고HH편파의 r1, r3, r4의결과를

정리하여 Table 3에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모든 편파

및 반사체에서 보정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360
T

P
T2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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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nimum, maximum and mean value of atmospheric
data in measurement time

temperature(°C) humidity(%) air pressure(hPa)

min 0.89 23.17 1020.4

max 17.84 91.13 1020.9

mean 7.50 63.97 1020.6

temperature(°C) humidity(%) air pressure(hPa)

Fig. 5.  (a) Change of humidity and temperature in measurement time. (b) Change of calculated refractive index of air using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pressure.

(a) (b)



5. 결론

X-밴드 Arc-SAR 시스템의 스팟모드를 통해 VV,

HH 편파에서고정된4 개의산란체에대한위상변화를

모니터링하 다. 연속 43시간동안진행된실험의분석

결과, 2 편파에서 서로 동일한 양상의 위상변화 현상이

나타났다. 최대 위상변화는 VV 편파에서 약 5 radian

으로, RMSE는 VV와 HH편파에서 각각 1.62. 1.60

radiadn으로나타났다. 위상변화와기상변화양상을통

해 서로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기상변화를 이용한 위

상변화 보정을 실시하고자 하 다. 보정은 대기 중 온

도, 습도, 그리고기압을이용해산출되는대기굴절률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총 43시간의 측정 시간 중 가장

급격한변화를보인연속16시간에대해적용하 다. 보

정 결과, 선택된 구간에서의 RMSE는 VV, HH편파에

서 각각 0.10, 0.13 radian으로 감소하 으며 2편파, 4

개의 반사체에서 모두 동일하게 감소하 다. 이를 통해

지상 SAR 시스템을 이용한 변위탐지 시 대기굴절률을

이용한보정이반드시필요함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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