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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884] 과제 및 기상청 기상기술개발사업인 해양기상 변동특성 분석 및 항공기를 이용한 관측 [CATER 2012-2081] 과제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Ⅰ. 서  론

1978년에 처음으로 SAR가 탑재된 Seasat 인공위성
이미국에서 발사된 이후, 약 30년이상동안 SAR 인
공위성은 밤낮 및 기상에 관계없이 수많은 지구 관

측 자료들을생성해오고 있다. 인공위성 SAR 시스템
중 가장 성공적인 예는 ERS-1/2(유럽우주국 : ESA), 
JERS-1(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RADA- 
RSAT-1(캐나다우주국; CSA) 등이며, 2002년 유럽우
주국에서 ENVISAT을 발사한 이후로 전통적인 SAR 
시스템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
한 전통적인 SAR 시스템은 단일 편파(ENVISAT의
경우, 이중 편파가 제한적으로 가능)의 영상만이 획
득 가능하였고, 지표 지형 정보를 획득하거나 미세
한 변화 탐지를 위해 반복 패스 간섭기법(repeat-pass 
interferometry)만이 적용 가능하였다. 그러다보니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간섭기법

의 적용이 가능한유효 영상이 획득되었다. 2006년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ALOS PAL- 
SAR가 발사된 이후로 진정한 의미의 다중 편파(fully 
polarimetry) SAR 자료획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
리고 ALOS PALSAR는 L-밴드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식생이 많은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반복 패스 간섭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효 영상이

획득되기도 하였다.
2007년 독일항공우주연구소(DLR)에서 TerraSAR- 

X를 발사한 이후, 고성능․고기능의 SAR 영상 획득
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이탈리아 우주항공국(ASI)
에서 COSMO-SkyMed와 캐나다 우주국(CSA)에서
RADARSAT-2를발사함으로써지금현재와같은 SAR 
시스템의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SAR 시
스템들은 모두 다중 편파 자료 획득이 가능하고, 약
1 m급의 고해상도 SAR 영상 획득도 가능하다. 2010
년 독일항공우주연구소에서 TerraSAR-X의 쌍둥이

위성인 TanDEM-X를 발사함으로써 차세대 SAR 시
스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열렸다(Krieger 
et al., 2007). TanDEM-X는 TerraSAR-X와 약 250 m에
서 500 m 사이의 거리를두고, 지근거리에서편대비
행을 하면서 다양한 모드 및 분야의 활용이 개척되

었고, 특히 전 세계를 모두 커버하는(기존의 SRTM
은 남/북위 60도 이상의 지역에서는 DEM 자료가 없
었음) WorldDEM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다(Krieger et 
al., 2013). 앞으로 발사될 TerraSAR-X2(Janoth et al., 
2012), TanDEM-L(Moreira et al., 2011), RADARSAT 
RCM(Gierull and Sikaneta, 2012) 등도 모두 여러 개
의 SAR 인공위성이 동시에운영되면서, 짧은 방문주
기및고해상도영상획득이가능한시스템으로개발

이 이루어질 계획이라서 진정한 의미의 차세대 SAR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간섭기법활용은 반복 패스 간

섭기법(repeat-pass interferometry)을 적용해왔다. 반복
패스간섭기법은두시기동안다른대기조건으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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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로 인해 측정되는 정밀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차세대 SAR 시스템에서는동시에두 개의안
테나에서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로 인
한 오차 요인은 서로 상쇄되어 발생되지 않는다. 이
렇듯차세대 SAR 시스템은 안테나 분리(split-antenna) 
모드나 편대 비행을 통해 단일 패스 간섭기법을 적

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획득될 예정이며, 이런 자
료들을활용한분야가많이개척될것으로보인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패스 간섭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SAR 자료 생성이 가능하도록 이중
채널항공기 SAR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적용
가능한 간섭기법 활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중 채널 SAR 간섭기법

SAR 간섭기법(SAR interferometry: InSAR)은 복소
수 값으로 이루어진 두 개 이상의 SAR 자료를 이용
하여위상차(phase difference)를 구해 좀더 많은지표
면정보를추출하는기술이다. 이러한추가정보를추
출하기 위해서 두 영상은 다음중 최소한 한 가지 점

에서 달라야 한다. 예를 들면, 다른 궤도(across-track 
interferometry)에서 관측이 되거나, 다른 시각(along- 
track interferometry, differential interferometry) 또는 다
른 파장(∆ interferometry)에서 관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2-1 Cross-Track InSAR(XTI)

일반적으로 DEM을 생성하기 위한 구성으로써 이
동하는 방향의 수직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SAR 안테나를 배치시켜 간섭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
이다(그림 1). 두 개의 SAR 안테나가 이상적으로 평
행하게 날아가면서 지표면을 약간 다른 방향에서 관

측하게되는데, 이때비행경로의차이는 기선거리(ba- 
seline, )이며, 기선거리의 시선 방향(line-of-sight)에
수직된 성분을 수직기선거리(perpendicular baseline,

(a)

(b)

[그림 1] Cross-Track InSAR(XTI) 간섭기법의 원리.
(a) 두 개의 SAR 센서에서 기록된 위상(거
리)과 두 센서 간의 거리(기선거리: B)를 나
타낸 기하, (b) 지구타원체에 대한 위상차를
제거하고 지표고도 만을 포함하는 위상차에
대한 기하

⊥ )라고 한다. 주어진 SAR 안테나의 위치에서 지표
상의 각 지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과 (  ∆)
라고 할 때, 삼각 측량기법(triangulation)을 통해 고도
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스테레오 기법
과의 차이점은 서로 동일한 지점(homologous)을 인
식할 때 충분한 영상의 대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

라, 모든 화소(pixel)의 시차(parallaxes)인 ∆   

를 측정하기 위해 위상(phase)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SAR 시스템이수신된신호의위상을기
록하는 coherent 영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송․수신하는 하나의 SAR 시스템에 기록되는 한

화소의 위상은 왕복 거리에 대한 위상과 더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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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식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1)

여기서 는 레이다 파장(X-band의 경우, 약 3.1 cm, 
C-band의 경우 약 5.6 cm), 는 지표면 물체에서

산란할 때 발생하는 위상 편이(phase shift) 양을 나타
낸다. 그리고 는 대기나 이온층을 투과할 때 발

생하는 위상지연효과, 그리고 는열이나 quan- 
tization 등에의한노이즈성분을각각나타낸다. Cross- 
Track InSAR는 이상적으로 두 개의 SAR 안테나가
동시에 운영되어야 하는데(single-pass interferometry), 
이경우두개의 SAR 안테나중하나(primary antenna)
에서만 송신을 하고, 두 개의 SAR 안테나가 동시에
수신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각각의 SAR 
시스템에기록되는위상은아래식과같이나타낼수 
있다.

 


   (2)

 





∆  

(3)

여기서 은 첫 번째 안테나에서 기록된 위상, 는

두 번째 안테나에서 기록된 동일 산란체(scatterer)에
대한 위상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첫 번째 안테나
의 경우, 송신과 수신이 같은 위치에서 이루어짐으
로   의 이동거리에 해당하는 위상 정보를 가

지고 있고, 두 번째 안테나에서는 첫 번째 안테나에
서 송신한 신호를 두 번째 안테나에서 수신하기 때

문에 ∆  ∆의 거리를 이동한 위상 신

호를 가지게 된다(그림 1a). 일반적으로 기선 거리
(baseline)로 인한, 즉 두 안테나로부터 다른 look 

angle을 가지게 되는 효과는 아주 작기 때문에, 단일
패스 간섭기법을 통해 획득되는 두 SAR 영상의 위
상에서 대기 위상 지연 효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즉,     또한 동시에 측정된 물체에
대한 산란 특성도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따라서 모든 화소에 대한 위상차는
결국 거리 시차와 같아진다(노이즈에 대한 효과는
무시). 이로부터 단일 패스 간섭기법의 위상차는 다
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    

∆ (4)

여기서, 두 안테나 사이의 기선 거리()가 지표면까
지의 거리보다 훨씬 짧다고 가정하면,

∆ 

∆≅


sin  


sin 

(5)

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
한편, 지형 변화가 전혀 없는, 즉 지구 타원체에

해당하는 위상차(∆)는

∆ 


sin  (6)

가 되고, 식 (5)로부터 식 (6)을 뺀 지형 자체에 대한
위상차(∆ )는

∆ ∆∆ ≅


cos  




⊥ 


sin
⊥

(7)

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 1b). 여기서 ⊥는 지구타원

체에 대한 수직 기선 거리로써 항공기의 경우, 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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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 사이의 거리 및 orientation 각도()를 고려하여
계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orientation은 비행 자세의
요동에 의해 발생되는, 특히 roll 각도의 변화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2-2 Along-Track InSAR (ATI)

시간적 차이를 둔 간섭기법 중 가장 전형적인 경

우는 Along-Track Interferometry(ATI)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두 개의 SAR 안테나가 짧은 거리를 두고 동
일한 궤도(또는 동일한 플랫폼에 앞뒤로 탑재)를 이
동하면서 신호를 송․수신하는 경우이다. 항공기의
경우, 두 개의 안테나를 항공기가 날아가는 방향의
앞뒤에 배치하여 각각의 SAR 자료를 획득한 후, 두
자료의 간섭 영상을 생성하게 되면, 지표상에 이동
하는 물체의 이동 속도를 탐지할 수 있다(그림 2).
즉,   의 시각에 거리 만큼 떨어진 거리에 물

체가 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첫
번째 안테나에서 기록되는 위상()은

 





 (8)

이고(그림 2a),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의 시각

에 두 번째 안테나의 위치가 이전 첫 번째 안테나의

위치로 이동하였을 때 두 번째 안테나에서 기록되는

위상()은

 





     (9)

가 된다(그림 2b). 동일한 물체에 대한 산란 특성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안테나에서 기록된 위
상의 차이(∆)는

∆   


     




 (10)

(a)

(b)

[그림 2] Along-Track InSAR(ATI) 간섭기법의 원리.
(a) t=t1일때첫번째안테나에서기록되는거
리(위상), (b) t=t2일 때 두 번째 안테나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기록되는 거리(위상)

로표현할수있다(Kim et al., 2003). 여기서 는항공

기의 이동 속도, 는 두 안테나 사이의 기선 거리이
다. 지표면상에서이동하는물체는대부분수평방향
으로 이동하기때문에, 식 (10)에서구해진 시선방향
으로 이동 속도( )에 sin(는 입사각)를 곱해 수평
방향의 이동 속도(  sin)로도 전환할 수 있다.

Ⅲ. 이중 채널 항공기 SAR 자료 처리 및 결과

3-1 이중 채널 항공기 SAR 시스템 구축

차세대 SAR 시스템을 위한 처리 알고리즘을 구현하
고, 새로운활용분야에적용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
단일 패스 간섭기법이 가능하도록 이중 채널 항공기

SAR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김덕진 등, 2013a & b). 본
연구에 사용된 SAR 시스템은 미국 ImSAR사로부터
도입된 소형 SAR 시스템으로써 중심주파수가 10.25 
GHz(X-band)를 사용하며, 최대 500 MHz의 밴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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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chirp 신호를 사용하여 패치형 안테나로부터
방사되어 나간다. 최대 방사 전력은 40 dBm이며, 비
행 고도 및 지표면의 산란 강도에 따라 수신되는 신

호를 3 dB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다. 지상 해상도는
0.3 m에서 5 m까지선택할수있으며, 거리방향으로
고정된 샘플 수로 인해 관측 폭은 600 m(0.3 m 해상
도)에서 10 km(5 m 해상도)까지 해상도에 따라 달라
진다. 지표면의 고도 산출과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
탐지를위해동일한성능을갖는패치형안테나를 추
가적으로 연결하여, 이중 채널 SAR 시스템이 되도록
구축하였다. 첫번째안테나는 전파의 송수신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안테나는 첫 번째 안
테나에서 송신한 전파를 수신만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지형의 경사도 및 이동하는 물체의 탐지 속
도 범위에 따라 최적의 자료 획득이 가능하도록 두 
안테나 사이의 거리(기선거리: baseline)가 10 cm에서
60 cm 사이로 조절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그림 3). 
항공기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으로 배열된 두 개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지표면을 관측할 경우, 지형의고
도 정보(DEM) 추출이 가능하고(XTI), 항공기가 이동
하는 방향의 앞뒤로 배열된 두 안테나로부터 이동하

는 물체의 속도 탐지가 가능하다(ATI).
획득한 SAR 자료의기하보정에필요한위치및자

세 정보 획득을 위해 이중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GPS 
안테나 및 IMU 장치에 연결하였으며, 설치된 비행기 
동체에서 IMU 장치의 원점을 기준으로 GPS 안테나
까지의 위치 벡터, 두 SAR 안테나까지의 위치 벡터
등도광파기(total station) 및레이저거리측정기를이
용하여 측정되었다.

3-2 간섭기법을 위한 Motion Compensation 처리

단일 패스 간섭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자세로 인한 위상 변화를 보상하여야 한다. 항공기
SAR 자료의 자세 보정(motion compensation)은 대표
적으로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보상이 수행될 수 있

(a)

(b)

[그림 3] 이중 채널 항공기 SAR 시스템 내부 모습(a)
과 항공기에 탑재된 모습(b)

다. 각각의채널에대한 reference track을정의하여보
상하는 방법(dual reference track motion compensation)
과 하나의 track을 정의한 후 각각의 채널 자료를 이
track으로 보상하는 기법(single reference track motion 
compensation)이다. 본연구에서는 single reference track
을 정의한 후, SAR 센서의 자세 정보와 위치 정보를
보정하여 간섭기법을 제작하고자 하였다(그림 4).

[그림 4] 단일 기준 트랙에 대한 움직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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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행경로와 보정하고자 하는 기준경로에 대

한 위상 값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cos (11)

여기에서 는 움직임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상 오

차이며,  는 기준 경로와 실제 경로의 벡터이며, 
 는 시야 방향의 단위 벡터이다. 와 는 각각

수직 방향으로부터  와
 의 각도이다. 위 식은

look angle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미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in (12)

실제 산란체의 고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

문에 움직임 보정에 의한 위상 오차는  에 의하

여 비례하게 나타난다. 또한위상 보정은 에의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에 대하여 표현한다.




 

 cos
   tan (13)

 

 sin 
  tan



(14)

위와 같이 보정된 각영상을 이용하여 간섭기법처

리는 zero-Doppler 영상으로가정하여다음과같은정
보를이용하여지형정보를추출하였다. 기준고도를 
기준으로 처리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각각

 와  라고 표현할 때 다음과 같

은 위상 값을 갖는다(그림 5).

   


   (15)

[그림 5] 간섭기법을 위한 SAR motion compensation 
기하

   


      (16)

그러나 SAR에 의하여 관측된 위상 값은 실제 지
형의 고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각안테나에 기록된 
위상 값을  과  로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17)

   


     (18)

그러므로 두 영상의 차분된 위상 값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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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항공기 XTI SAR 간섭 영상

만약영상에포함되어있는지형이 motion compen- 
sation에 사용된 기준 고도와 같다면, 위의 차분 위상
은 0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는 다른 지
형을 가지기 때문에 지형 고도를 추출할 수 있다. 여
기서 와 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삼각 함수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cos  (20)


   

 cos  (21)

따라서 지형에 대한 고도 정보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cos (22)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os 














 







 (23)

3-3 Cross-Track InSAR(XTI) 처리 결과

단일 패스 간섭기법을 이용하여지형 정보를 추출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에 대한 자료를 취득하였다. GPS와 IMU에서 취득된

위치 정보와 자세 정보를 두 장의 항공기 SAR 자료
에 대하여 각각 위상 보정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획
득된 정보는 식 (20)과 같이 고도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그림 6).
이 위상 값은 식 (20)∼(23)을 이용하여 높이로 변

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3-4 Along-Track InSAR(ATI) 처리 결과

본 연구에서는 ATI SAR 자료 처리 및 분석을 위
해미국 NASA/JPL의 AIRSAR에탑재된 앞뒤로 배열
된 두 개의 SAR 안테나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이용
하였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안을 관측한 AIRSAR
의앞뒤두 SAR 시스템으로부터생성된 SLC SAR 자
료를 결합하여 간섭 영상을 생성하였다(그림 8). 이
때 lever arm의 벡터 성분 중 cross-track 성분이 존재
하는경우, 해양표면은고도가일정하다고가정할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나, 육상의 경우, 속도
가 아닌 지형 고도로 인한 잔여 위상이 포함되게 된
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이 지역의 DEM과 cross-track 
기선 거리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Kim et al., 2003).
이렇게 제거된 ATI 간섭 영상으로부터 식 (21)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선박의 속도를 추

출하였다(그림 9).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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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지역의 Google Earth 영상 (b) Geo-coding 된 SAR의 진폭 영상

(c) XTI 기법으로 계산된 DEM (d) 두 SAR 영상간의 긴밀도(coherence)

[그림 7]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연구지역에 대한 항공기 SAR XTI 결과 DEM.

                     (a) 진폭 영상 (b) ATI 간섭 기법에 의한 속도 영상

[그림 8] 항공기 ATI SAR 자료(NASA/JPL의 AIRSAR). A, B, C 지역은 ATI SAR 자료로부터 해상 파랑 스펙트럼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지역으로써 본 논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앞으로 발사된 대부분의 인공위성 SAR 시스템은
고해상도 관측과 더불어, 다중 편파 관측과 단일 패
스 간섭기법이 가능한 관측 모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측면에서새로운 SAR 시스템의자료 처리기
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활용 분야를 모색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차세대 SAR 시스템의
기능을구현할수있도록항공기기반이중채널 SAR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채널에서
송신한 신호를 두 개의 SAR 안테나에서 수신하여, 
단일 패스 간섭기법의 자료 획득이 가능한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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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TI SAR 자료로부터 계산된 부산 기장군 해안의 선박 이동 속도

로 구축되었다. 항공기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수직
된 방향으로두 개의 SAR 안테나를배열할때 Cross- 
Track InSAR 자료를획득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두 
개의 SAR 안테나를 배열하면 Along-Track InSAR 자
료를 획득 가능하도록 하였다.
항공기 SAR는 인공위성과달리 대기 외란으로 인

해 자세가 불안정하여, 수신되는 SAR 신호를 심각하
게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신호를 SAR 영상으로
복원이가능하고, 나아가 간섭기법에적용할수 있는
위상의 복원을 위해 항공기 위치 오차 및 자세에 대

한 motion compensation을 수행하여야 한다. 항공기
이중채널 SAR 시스템은이러한불리한 점에도불구
하고, 단일 패스 간섭기법 자료의 생성이 가능하여, 
반복 패스 간섭기법으로는 자료 획득이 불가능한 지

역들(예를 들어, 조간대 지역이나 식생이 많은 지역)
에 대해 고해상도 DEM 제작이 가능하고, 또한 상대
적으로 움직임의 속도가 빠른 물체(예를 들어, 해류
의 흐름이나 자동차/선박 등의 이동)에 대한 속도를
탐지할 수 있다.
차세대 인공위성 SAR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항공

기 SAR 시스템의특징은긴급한재해재난이 발생시 
적시적지(適時適地)의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
공위성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정해진 시각에만 촬영

할수 있지만, 항공기는이러한 제약이 크지 않다. 따
라서 항공기 SAR 시스템은 재해재난을 탐지하고 관
리하는데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Ⅴ. 요  약

지금까지대부분의 인공위성 또는 항공기 SAR 시
스템은 하나의 위상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며, 단 영
상을 생성하고 판독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지만, 차세
대 SAR 시스템은 다중편파관측이가능하거나 이중 
채널 또는 위상 배열 안테나의 분리 모드(split-ante- 
nna mode)를 통해 간섭기법의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
으로발전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이논
문은차세대 SAR 인공위성의새로운분석기법 연구
와활용증진을위해, 유사한기능을보일수있는이
중 채널 항공기 SAR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단일 패스 간섭기법(single-pass interferometry)을 연구
한 논문이다.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SAR 채널에서동시에수신된레이다신호를간
섭적으로 처리하여, 지형의 고도 정보를 추출하거나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을 구현하였고, 새로운 활용 분야를 모색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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