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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AR ground moving target indicator (GMTI) has long been an important issue for SAR
advanced applications. As spatial resolution of space-borne SAR system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recently, the GMTI becomes a very useful tool. Various GMTI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particularly using multi-channel SAR systems. It is, however, still problematic to detect ground moving
targets within single channel SAR images while it is not practical to access high resolution multi-channel
space-borne SAR systems. Once a ground moving target is detected, it is possible to retrieve two-
dimensional velocities of the target from single channel space-borne SAR with an accuracy of about 5 %
if moving faster than 3 m/s. This paper presents a quick-and-dirty method for detecting ground moving
targets from single channel SAR single-look complex (SLC) images by differentiation. Since the signal
powers of derivatives present Doppler centroid and rate, it is very efficient and effective for detection of
non-stationary targets. The derivatives correlate well with velocities retrieved by a precise method with a
correlation coefficient R2 of 0.62, which is well enough to detect the ground moving targets. While the
approach is theoretically straightforward,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effects of residual Doppler rate
before finalizing the ground moving target candidates. The confidence level of results largely depends on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residual Doppler rate removal method. Application results using
TerraSAR-X and truck-mounted corner reflectors validated the efficiency of the method. While the
derivatives of moving targets remain easily detectable, the signal energy of stationary corner reflectors
was suppressed by about 18.5 dB. It results in an easy detection of ground targets moving faster than 8.8
km/h. The proposed method is applicable to any high resolution single channel SAR systems including
KOMPSA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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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레이더인 Synthetic Aperture Radar(SAR)의 신호

및 영상 자료에 나타나는 지상 물체의 이동에 의한 영향

은 SAR 개발 초기부터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Raney, 1971). 하

나는 지상 물체의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영상 질의

저하 및 관측 대상 산란체가 다른 위치에 영상화 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점이며, 또 다른 관점은 이와 같

은 특성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이동하는 목표물을 탐지

하고 그 이동 방향성 및 속도를 복원하고자 하는 활용의

관점이다. 전자의 경우 SAR 영상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또한 위성 궤도를 이용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Werness et al., 1990;

Raney, 1991; Rodriguez and Martin, 1992; Jao, 2001). 후

자의 경우는 위성에 탑재된 SAR의 민간 활용을 위해

해양에서의 해류 및 파도 관측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며(Goldstein and Zebker, 1987;

Graber et al., 1996; Romeiser and Tompson, 2000; Romeiser

et al., 2005), 최근에는 다양한 SAR 주파수 및 관측 모드

가 개발되면서 육상의 교통 상황 관측(Breit et al., 2003;

Suchandt et al., 2010)과 같이 육상 활용에도 적용되어 왔

다. 특히 위성에 탑재된 고해상도 SAR 시스템이 개발되

면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소형의 배나 차량의 탐지 및 속

도 복원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AR 영상으로부

터 지상에서 이동하는 목표물의 탐지 및 속도를 복원하

기 위해서는 우선 이동 산란체의 탐지과정과 탐지된 지

상 이동 산란체의 이동 방향성과 속도를 계산하는 두

단계 과정이 요구된다(Vu et al., 2008). SAR 관측에 의

한 이동 물체의 탐지 및 속도복원 방법은 크게 단일 채

널(Single channel SAR)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중

채널(Multi-channel SAR)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

다. 다중 채널 SAR를 이용하는 기술은 clutter 잡음을 줄

일 수 있으며 또한 잔여 도플러 중심주파수(Doppler

centroid)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무인항공시스템, 항공기용 및 선진화된 위성 SAR 시스

템에 적용되고 있다. 다중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clutter의잡음을최소화하기위한Displaced Phase Center

Antenna(DPCA) 및 이보다 개선된 최근 방법인 Space-
Time Adaptive Processing(STAP)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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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SAR를 이용한 지상이동물체탐지(GMTI)는 SAR의 주요 활용 기술 중 하나이다. 최근 위성 탑재

SAR 시스템의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지상이동목표물 탐지의 유용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지상이동물체탐지 기법이 개발되었으나 대부분은 다중채널 SAR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술에 집중되었다. 그

러나, 아직도 단일채널 SAR 영상으로부터 지상 이동물체를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 반

면 다중채널 위성 탑재 SAR 시스템은 아직은 그 활용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단 지상의

목표물이 탐지되고 이동속도가 3 m/s(약 10.8 km/h) 이상인 경우 그 목표물의 이동속도는 단일채널 SAR

자료라도 오차범위 약 5%의 정밀도로 복원 가능하다. 따라서 단일채널 SAR 자료로부터 지상의 이동물체 자

체를 탐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논문에서는 SAR Single-Look Complex(SLC) 영상자료에 미분을 적용

하여 쉽고 빠르게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SAR SLC 자료의 미분 값은 도플러 중심주파수

를 나타냄을 유도하고, 따라서 미분 값은 지상이동물체 탐지에 매우 효과적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

서 제시하는 미분 방법의 결과와 정밀한 속도복원 방법의 상관계수 R2 는 0.62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동물

체를 탐지하는 데는 충분함을 지시한다. 이 방법은 매우 단순한 미분으로 도플러 중심주파수 분석에 근거하

고 있으나 최종 자료처리에 앞서 도플러 경사도를 제거해야 하며, 적용결과의 효율성과 신뢰도는 이 도플러

경사도 제거 과정에 크게 좌우된다. 지상에 모서리 산란체를 탑재하고 이동속도를 조절한 실험용 차량과 이

를 관측한 TerraSAR-X SLC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지상 이동물체를 매우 쉽게 탐

지하면서도 정지된 상태의 강한 산란체는 약 18.5 dB의 신호파워를 줄여 효과적으로 제거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현재 이 방법은 지상의 이동속도 8.8 km/h 이상인 경우 매우 효과적이며, 아리랑-5호를 비롯한 모든

단일채널 SAR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clutter 잡음을 줄이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 또한 이

동 산란체의 도플러 위상(Doppler phase)을 직접 측정하

는 Along-Track Interferometry(ATI) 방법도 다중 채널을

이용하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이다. 전자의DPCA 방법

은 두 개의 안테나가 동일 산란체를 연속 관측 후 두 신

호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clutter 잡음을 줄이는 전통적

인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Yadin, 1996;

Lombardo, 1996; Ender, 1998; Sun et al., 2000; Ender and

Brenner, 2003; Gierull, 2002 & 2006; Livingstone et al.,

2002; Sikaneta and Chouinard, 2004). STAP은DPCA를더

욱 발전시킨 방법으로 clutter 잡음 제거 최적화를 위해

잡음의 공분산 매트릭스를 이용한다(Ward, 1994; Coe

and White, 1995 & 1996; Ender, 1996 & 1999; Klemm,

1998; Gierull and Sikaneta, 2003). 상기의두방법이 clutter

잡음을 줄여 이동 산란체 탐지를 쉽게 하는데 비해, ATI

는 지상 산란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도플러 위

상차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으로 도플러 중심주파수를

얻을 수 있으며(Ainsworth et al., 1995; Rosen et al., 2000;

Soumekh, 1997; Soumekh and Himed, 2002; Moccia and

Rufino, 2001; Pascazio et al., 2001; Chiu, 2003; Sikaneta

and Gierull, 2004; Budillon et al., 2008), 해 양 연 구

(Romeiser and Thompson, 2000; Romeiser et al., 2005;

Chapron et al., 2005) 및 육상의 차량 이동 관측(Breit et

al., 2003; Chen, 2004; Suchandt et al., 2010) 등에 효과적

이다. Chiu and Livingstone(2005)은 DPCA(또는 STAP)

방법과 ATI 방법의 특성 차이에 대하여 비교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TerraSAR-X 및 TanDEM-X와 같이 거의

동일한 두 위성 SAR 시스템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

서 동일 송신신호를 두 안테나가 함께 수신하는 위성

Bistatic SAR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위성 Bistatic-ATI 도
개발되고 있다(Pettersson, 2001; Gierull et al., 2008; Yang

et al., 2008, Cerutti-Moari et al., 2010).

그러나, 우리나라 아리랑 5호를 비롯하여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위성 SAR 시스템은 일반 관측 모드에서

단일 채널 관측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단일 채널

SAR 시스템에서 획득된 자료로부터 지상의 이동물체를

탐지하고 속도를 복원하는 방법은 현재 그 수요가 많으

며, 특히 단일 채널 자료로부터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상

이동물체를 탐지하는 기술은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

한 상태이다. 단일 채널 SAR 시스템으로부터 지상 이동

물체를 탐지하고 그 속도를 분석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

적인 방법은 도플러 중심주파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Raney, 1971; Moreira and Keydel, 1995), 보다 최근에는

도플러 중심주파수 또는 도플러 경사도(Doppler slope or

Doppler frequency rate)를 정지 상태의 산란체에서 예상

되는 값 과의 차이로부터 구하는 방법(Linnehan et al.,

2004; Marques and Dias, 2005; Weihing et al., 2006; Meyer

et al., 2006; Baumgartner and Krieger, 2012)이개발되었다.

또 다른 방법은 영상화 과정에서 산란체의 포커싱 최적

화 정도를 분석하여 구하는 방법(Freeman and Currie,

1987; Chen and Anderw, 1980; Chapman et al., 2010)으로

주로 도플러 경사도를 이용한다(Fienup, 2001; Kirscht,

2003; Dias and Marques, 2003; Pettersson, 2004; Sparr, 2005;

Vu et al. 2007 & 2008; Sun et al., 2013). 이 밖에도 영상화

과정에서 목표물의 그림자 효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

다(Jahangir and Moate, 2006).

일반적으로 다중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정밀하

며, Kersten et al.(2010)은 유속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단일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와 ATI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에

탑재된 다중 채널 SAR 자료는 현실적으로 국내 지역에

서 획득 기회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

적으로획득가능한단일채널 SAR Single-Look Complex
(SLC) 자료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동 물체를 탐지

하고 그 속도를 복원하는 방법은 필수적이다. SAR 관측

자료로부터 지상에서 이동하는 물체가 일차적으로 탐

지되면, 그 이동물체의 속도를 복원하는 것은 도플러 중

심주파수 및 도플러 경사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도플러 중심주파수를 정밀하게 추정

하는 방법은 SAR 개발 초기부터 개발되어 왔으며

(Madsen, 1989; Bamler, 1991;Wong and Cumming, 1996),

도플러 경사도는 시간-주파수 분석(Joint time-frequency
analysis)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Cohen, 1985 & 1989;

Barbarossa, 1992; Barbarossa and Farina, 1992 & 1994;

Chen and Ling, 1999; Chen and Qian, 2002; Kersten et al.,

2007; Park and Won, 2011). Park and Won(2011)은 시간-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도플러 경사도뿐만 아니라 도플

러 중심주파수도 정밀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단일 채널 SAR 자료(특히 신호자료 포함)에서 이

동이 의심되는 산란체가 일단 선정되면 그 목표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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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도가 3 m/s(혹은 10.8 km/h) 이상인 경우 5% 이하의

오차로 속도 복원이 가능하다(Park and Won, 2011). 따

라서 현재 단일 채널 SAR 자료에서 이동물체를 분석하

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동이 의심되는 산란체를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주

로 사용되고 있는 탐지 방법들은 주로 거리방항으로만

압축된 신호(Range-compressed signals)를 이용 하거나

(Fienup, 2001; Pettersson, 2004; Dias and Marques, 2003;

Vu et al., 2008), 혹은 모든 방향으로 전혀 압축이 이뤄지

지 않은 원시신호(Raw signals)를 이용하는 방법(Gierull

and Sikaneta, 2003) 또는 진폭영상을 기반(Kreithen et al.,

1991)으로 이뤄져 있어 계산이 복잡하고 계산 시간 및

메모리 부담이 매우 높아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SLC 상태의 자료가 아닌 보다 원시신호 상태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해상도 X-밴드 SAR 시스템의 경우

자료의 양이 매우 큰 관계로 일반 사용자에게 원시신호

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SLC로 처리된 자료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 하에서

가장 신속하게 지상의 이동 산란체를 탐지할 수 있는 새

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자료

의 제약사항은 단일 채널 SAR 자료만 이용 가능하며, 자

료의 형태는 원시신호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며 SLC 형

태만 사용 가능하되 전 도플러 주파수가 보존된 상태로

자료처리 되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3 m 해상도의 위

성 SAR 시스템 기준 거리방향 1개 픽셀 이상 크기의 이

동 물체는 모두 탐지 가능한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

며,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의 최적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 장에서는 지상 이동 산란체의

SAR 신호 특성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이 논문에서 개발한

방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TerraSAR-X 시스템 계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육상에서 모서리 산란체를 탑재하고 속도를 측정한 차

량을 동시에 관측한 TerraSAR-X 자료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 방법의 제약 사항에 대한 토의

를 기술하며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요약한다.

2. 이론적 배경

1) 지상 이동물체의 SAR 신호 특성

지상의 목표물로부터 역산란 된 신호를 Monostatic

SAR 안테나를 이용하여 수신 후 거리방향의 압축(Range

compression)이 이뤄졌다면 다음과 같은 근사식으로 표

현된다.

     S(t) = A(t)·rect ( )·exp{_ i  2R(t)}       (1)

여기서 λ는 파장, t은 비행방향 시간(Azimuth time 혹

은 Slow time)이며, tc은 안테나 빔 중심부가 지상목표물

t _ tc

Ta

2π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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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Imaging geometry of an orbital SAR and (b) comparison of moving and stationary objects in image space. Although A and
B’ are imaged at the same position, B’ in the image space is a shifted and blurred point of the moving object B (i.e., t = t0) while
A is a stationary object at t1 (After Park and Won, 2011).



과 일치되는 비행방향 시각, Ta는 단일 산란체에 대한 비

행방향 관측 시간이며(즉, 안테나 합성 시간), 진폭 A(t)
는 통상 레이더 역산란반사도(Backscattering coefficient)

와 싱크(sinc function) 제곱 함수와의 곱의 형태를 갖는

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좌표계는 Fig. 1과 같다. 우선 직

각좌표계의 세 축을 (Azimuth, Range, Altitude) = (x, y, z)
로 하였으며, 지상 목표물은 t = 0 (즉, 안테나가 목표물

과 가장 근접한 거리를 지나는 시각)에 지표에서의 위치

(0, y0, 0)에 위치하며 속도 v0 = (vx, vy, 0)와 가속도로 a0 =
(ax, ay, 0)이동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안테나는

고도 H를 유지하면서 Va = (_Va, 0, 0)의 등속 이동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비행방향 시간에 따른 거리함수(Slant

range)는 다음과 같다.

 R(t) =    (vxt +  t2 _ Vat)2 + (y0 + vyt +     t2)2 + H2   (2)

식(2)는 지상의 목표물이 정지 상태의 함수와 이동에

의한 효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으며,

  R(t) =   (vxt + t2 _ Vat)2 + (y0 + vyt + t2)2 + H2

            = {[y0
2 + H2 + (Vat)2] + (vxt + t2) _ 2Vat (vxt + t2)

            + 2y0 (vyt + t2) + (vyt +   t2)2}1/2                         (3)

            ≡   Rs(t)2 + Rm(t)2

이 된다. 여기서 정지상태의 목표물에 의한 거리함수

Rs(t) 와 물체의 이동에 의한 거리함수 Rm(t)는 식(2)로부

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t) = [y0
2 + H2 + (Vat)2]1/2 = [R0

2 + (Vat)2]1/2

             (4)            Rm(t) = {(vxt + t2) _ 2Vat (vxt + t2)
                           + 2y0 (vyt + t2) + (vyt + t2)2}1/2

따라서 식(2)를 와 에 의한 근사식으로 표현하면,

                         R(t) = Rs(t)2 + Rm(t)2                          (5)

                        = Rs(t)·[1 + ]1/2

                   ≈ Rs(t) + _

이 된다. 식(3)을 Taylor 급수를 이용하여 비행방향 시간

t의 2차 항까지 구하면 식(2)의 거리함수 의 근사식은 다

음과 같다.

   R(t) = R0 + t + [(vx
_ Va)2 + vy

2 (1 _ )+ y0ay] t2 + …

    ≈ [R0 + Va
2t2] + { t + [ vx

2 _ 2vxVa + vy
2 (1 _ )+ y0ay] t2}

이며, 여기서 R0 =  y0
2 + H 2 는 t = 0 일 때 안테나와 목표

물의 거리이다. 단, 만일 안테나의 빔 중심이 목표물을

관측하는 시간 tc가 영이 아닌 경우에는 t→ (t _ tc)로 치

환하면 된다.

위의 식(6)에서 첫 번째 사각형 괄호 안의 함수는 지

상의 목표물이 정지상태인 경우의 근사식으로 SAR 영

상화 과정에서 비행방향 압축(Azimuth compression) 과

정을 거치면서 제거된다. 따라서 지상물체 이동에 의한

효과는 식(6)의 대괄호 안의 근사식 함수로 나타낼 수 있

으며, 이는 다시 비행방향 시간 t의 1차 함수와 2차 함수

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t의 1차 함수는 도플러 중심주

파수 fc로 나타나며, 2차 함수는 도플러 경사도(Doppler

slope 혹은Doppler frequency rate)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지상 목표물이 SAR 안테나 관측 시간 동안 정지되어 있

었다면 최종 SAR 영상화 후 t0에 위치한 목표물로부터

온 영상 신호는

                        S0(t) = a0(t _ t0)eiφ0(t
_ t0)

≈ σ0(t)·sinc[KaTa(t _ t0)]           
(7)

형태로 여기서 SLC (Single-look complex) 영상에서의 도

플러위상은 φ0(t) = 0이되며, KaTa는도플러밴드폭을나

타낸다. 이 경우 주파수스펙트럼은

      S0(t) ⇔ S0( f ) ≈ rect [ ]·σ exp{_i2πt0f}       (8)

로 여기서 ⇔ 은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나타낸

다. 그러나 만일 지상 목표물이 상기에서 가정한 바와 같

이 안테나의 이동과는 독립적으로 이동을 하였다면

SLC 영상은 식(7)의 위상이 0이 아니며, 다음과 같다.

   S0(t) = a0(t _ t0)eiφ0(t
_ t0)                                                                                   

(9)
       ≈ a0(t _ t0)·exp{ + iπ [ Ka,residu·(t _ t0

_ ) + 2fc·(t _ t0
_ )]}

여기서

    φ0(t) = π [ Ka,residu·(t _ t0
_ ) + 2fc·(t _ t0

_ )]
              

= ,     K’a = Ka + Δ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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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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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



이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의 잔여 도플러 경사도는 매우

큰 값을 가지나, 그 영향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exp{ + iπ Ka,residu·t2},  |t| ≤ Ta = Ta

상기의 범위 내에서만 영향력이 존재한다. 식(9)의 주파

수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S0(t) ⇔ S0( f ) ≈ σ0·rect [ ]
                   ·exp { _iπ  } f 2{ _iπ ( + t0) f }          (11)

여기서 도플러 중심주파수 fc와 잔여 도플러 경사도

(Residual Doppler rate) ΔK0는 각각 식(6)의 대괄호 내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함수와 같으며 따라서 식(1)

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c ≈ _ vy = _ sinθ·vy                   (12)

      ΔK0 = _ [vx
2 _ 2vxVa + vy

2 1 _ + y0ay ]
              ≈ (2vxVa

_ y0ay)                                     
(13)

여기서 θ는 안테나의 고도각(Elevation angle)을 나타낸

다. 따라서 만일 지상에 단일 목표물(즉, 레이더 산란체)

만 존재한다면 그 산란체의 움직임 여부에 따라 SLC 영

상의최종신호는식(7) 또는식(9)의형태의근사식을갖

는다. 잔여 도플러 중심주파수와 도플러 경사도의 영향

은 Fig. 1(b)에 요약되어 있다. 즉, 식(12) 잔여 도플러 중

심주파수는 영상공간에서 산란체의 위치를 비행방향으

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유발시키며 또한 주파수 영역에

서 스펙트럼의 중심을 이동시킨다. 식(13)의 잔여 도플

러 경사도는 Fig. 1(b)와 같이 산란체의 압축율을 낮춰 영

상의 blurring을 발생시킨다.

실제식(12)와 (13)로정리된지상이동물체의도플러

주파수 및 경사도의 변화 폭을 TerraSAR-X 계수를 이용

하여 대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Table 1은 이 연구에

서 실제 사용된 TerraSAR-X 자료 및 시뮬레이션에 이용

된 계수다. 식(12)와 (13)에서 기술한 지상 물체의 이동

에 의한 도플러 위상에 대한 영향 범위는 Table 1의

TerraSAR-X의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Table 2와 같

다. Table 2 계산값의범위는이동물체의속도범위를 10-
100 km/h로 가정한 경우이다. 따라서 식(12)와 (13)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항은 식(12)의 y-축 방향(즉, 거리

방향)의 등속 이동에 의해 발생되는 도플러 중심주파수

의 변화임을 알 수있다. 또한 도플러 경사도를 변형시키

는 것은 식(13)에서 x-축 방향(즉, 비행방향) 등속이동에

의한 첫 번째 항의 영향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값을 나타

내지만 y-축 방향의 가속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두 번째

항도 무시하기 어렵다. Table 2에서와 같이 비록 매우 짧

은 순간(0.5-2 초) 내에 거리방향으로 매우 큰 가속도가

존재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정지 상태에서 10초에 100

km/h로 가속되는 경우 혹은 급제동의 경우 -그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성 SAR 안테나

가 특정 지상물체에 대한 최대 관측 시간은 0.5-2초 내

외이므로 이 시간내의 가속도는 대부분 경우 무시할 수

있다.

지상 이동물체의 정밀한 속도 복원을 위해 가속도의

정밀한 복원이 요구되는 경우 다중채널 관측자료를 이

용한 방법이 개발된 바 있다(Sharma and Collins, 2004;

Sharma et al., 2006). 또한 이와 같은 매우 큰 가속도가 존

재하는 경우 영상의 blurring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여 쉽

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제 경우는 관측

대상의 지상 목표물이 수 초 내외의 시구간 내에서 등

속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앞에서 설명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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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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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rraSAR-X system parameters used for simulation
Parameter Values

Pulse repetition frequency (Hz) 3815.49
Doppler rate (Hz/s) 4973
Doppler bandwidth (Hz) 2945
Effective sensor velocity (m/s) 7068.50
Azimuth antenna dimension (m) 4.8
Max. az. integration time (sec) 0.592
Nominal altitude (km) 500
Elevation angle (deg) 39.25

Table 2.  Ranges of Doppler centroid and residual Doppler rate
induced by normal ground moving targets
Parameter Order of values

| fc| ≈ | sin θ·vy|2
λ 102 ~ 103 [hz]

| vyVa|4
λR0

100 ~ 101 [hz/s]

| sin θ·ay|2
λ 0~ 102 [hz/s]

(vx2 + vy2)
4

λR0
≤ 100 [hz/s]



한 바와 같이 가속도에 의한 영향은 속도 복원 시 종종

무시된다.

위의 경우는 지상에 단일 산란체만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SAR 신호는 주변에 수 많은 레이더

산란체로부터 역산란 된 각각의 신호의 총 합이다. 따라

서 SLC 영상 내 (t0, R0) 위치에서의 신호는 다음과 같다.

   S(t _ t0) = an(t _ t0
_ nΔt)eiφn(t _ t0

_ nΔt)

                                ≈ … + an_1(t _ t0 + Δt)eiφn_1(t_ t0
_Δt) + an(t _ t0)e+iφn(t_ t0)

                 + an + 1(t _ t0
_ Δt)eiφn+1(t _ t0

_Δt) + …                
(14)

                   ≡ A(t _ t0)·exp{+iΦ(t _ t0)}

만일영상좌표계 (t0, R0)에위치한지상물체가식(12) 및

(13) 형태의 이동 물체라면 식(14)에서 도플러 위상을 구

하면 되지만, 이 경우 동일 거리에 위치한 모든 산란체로

부터 온 신호가 복합되어 있어 대상 산란체로부터 온 신

호만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시간영역 미분법

식(12)의 도플러 중심주파수 fc를 구하기 위해 가장 많

이 적용되는 방법은 도플러 위상의 미분을 구하기 위하

여 연속되는 신호의 복소공액(complex conjugate)를 곱하

여 s(t)·[s(t _ Δt)]*를 계산 후 위상으로부터 도플러 중

심주파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식(14)에

서 알 수 있듯이 주변의 수 많은 산란체로부터 온 신호와

의 간섭이 발생하며 이들은 새로운 잡음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방법은 잡음 효과를 줄이기 위해 통상 수 십

개의 거리방향 데이터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실

제 육상에서 관측되는 차량은 3 m 이하의 해상도를 갖

는 X-밴드 고해상도 영상에서 거리방향으로 최대 3 픽

셀을 넘지 못하며, 따라서 거리방향 평균 방법은 작은 이

동물체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인

간섭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로 다른 산란체로부터 온 신호 간

의 간섭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1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단일 함수를 곱하거나 혹은 위상의 미분이 아닌

신호 자체에 대한 미분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의 값이 아닌 잔여 도플러 중심주파

수를 탐지하여 지상 이동물체 존재 여부를 쉽게 탐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비행방향의

시간영역 미분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식(14)

에서 t0 = 0로 생각하더라도 식의 일반성에는 문제가 없

으며이식을비행방향으로의시간영역미분을적용하면

      {s(t)} = ·exp[+iΦ(t)] + A(t)· exp[+iΦ(t)]

                  ={ + iΦ’(t)}·Δt·s(t)                              
(15)

이 되며, 식(15)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경우 각각의 산란체

에서 온 신호 간의 간섭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식(15)

에서 원래의 SLC 영상의 신호 s(t)를 제외하면 실수 항은

진폭의 함수이며, 허수 항은 도플러 위상의 미분값인 도

플러 주파수를 나타낸다. SLC 영상의 신호 s(t)는 복소수

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고 도플러 중심주파수

에 의한 영향인 허수 항을 구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시

간영역 미분 후 원래 신호의 복소공액을 곱한 후 허수 항

만 취할 수 있다.

   Im = { · } = Im {[ + iΦ’(t)·Δt·s(t)]· }
                              = [Φ(t)]·|s(t)|                            (16)

                              = Δt φ’n(t _ nΔt)·|an(t _ nΔt)|

이 계산의 결과는 식(16)과 같이 산란체 역산란 계수의

함수인 진폭과 도플러 중심주파수의 곱으로 나타난다.

만일 주변의 모든 산란체는 정지 상태였으며 (t0, R0)의
지상 물체만 이동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식

(16)의 마지막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정지된 산란체에 의

한 도플러 주파수에 의한 값은 모두 0이며 이동 산란체

에 의한 도풀러 주파수는 식(10)의 미분값인

    φ0(t) = 2π·Δt {Ka,residu·(t _ t0
_ + fc)},    

(17)
                     |t _ t0

_ | ≤ Ta

만 산란체의 영상화 위치인 t _ t0
_ 주변에 남게 된다. 

비록 잔여 도플러 경사도 Ka,residu가 매우 큰 값을 가질 수

있으나, 산란체의 중심부에서는 0이며 또한 그 영향의

시간적 범위가 매우 작아 실제 식(17)의 값은 잔여 도플

러중심주파수 fc에좌우된다. 다만, 식(17)의경우는 SAR

영상화 과정에서 모든 도플러 위상이 완전히 제거된 이

상적인 경우이나 실제의 모든 SAR 신호처리 과정에서

완벽한 도플러 위상제거는 불가능하며 잡음 및 신호처

리에 따른 잔여 위상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식

∞

Σ
n =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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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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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을 이용하기 보다는 식(16)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

과적이다. 그이유는진폭 |an(t _ nΔt)|는 n-번째산란체의

역산란 계수 σn과 싱크 제곱함수 sinc(KaTanΔt)2 와의 곱

의 함수이다. 따라서 안테나의 빔의 중심이 산란체와 일

치하는 위치에서의 진폭함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며,

이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을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식(16)의 결과는 안테나 빔 중심부가 목표물

과 일치할 때 산란체가 정지된 상태였다면 식(7)에서와

같이 그 산란체의 도플러 중심주파수는 0 또는 매우 작

은 잔여 값을 가지며, 나머지 산란체로부터 온 신호들의

도풀러 주파수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며 모두 합했을

때 서로 상쇄되어 0에 근접한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정

지된산란체주변의 SLC 영상에서식(16)의계산은원래

의 진폭 |an(t _ nΔt)|n = 0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거의 0에 가

까운 값을 갖게 된다. 반대로 만일 안테나 빔의 중심부가

산란체와 일치할 때 지상의 산란체가 이동 중인 경우는

나머지 산란체 들로부터 온 신호들의 도플러 중심주파

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로 상쇄되어 0에 가까

운 값을 갖게 되나, 중심 산란체의 진폭 |an(t _ nΔt)|n = 0은

식(17)의 값에 따라 도풀러 주파수에 비례하는 이동 방

향에 따라 양 또는 음의 값으로 유지 된다. 따라서 식(16)

의 과정을 SAR SLC 영상에 적용하면 정지된 상태의 지

상 산란체에서는 모두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이

동 중인 산란체 주변에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갖는 진폭이

존재하게 되므로 지상 이동물체를 쉽게 탐지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의 제약사항으로서는 이동물체의 역산란

계수 즉 레이더단면적(Radar cross section)이 매우 작은

목표물이 저속으로 이동한다면 그 값이 clutter와 유사하

여 탐지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식(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 물체의 탐지 기준이 이동 속도와 방향에 따른

잔여 도플러 주파수와 레이더단면적의 복합적인 결과

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레이더단면적이 매우 작은 산

란체의 경우에는 주변의 잡음과의 구분이 어려우며, 따

라서 주변과 구분 가능한 레이더단면적을 갖는 이동 산

란체의 경우에 한하여 효과적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은 잔여 도플러 주파수

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 아니며, 이보다는 지상 이동

산란체를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일단 이동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선정되면 실제 각 산란체의 잔여 도플러 중심주파수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나, 거의 모든

방법들이 매우 계산 소모적이므로 후보군을 빠르게 찾

아내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식(16)은 SLC 영상 신호의

비행방향 미분 (앞뒤 신호간의 빼기 계산) 후 신호의 복

수공액을 곱하는 과정으로 매우 단순하고 빠르다는 장

점을 가진다.

3. 적용결과 분석 및 예

1) 시뮬레이션 결과

SAR SLC 영상으로부터 지상의 이동물체 후보를 쉽

고 빠르게 탐지하는 제안된 방법을 실제 SAR 영상에 적

용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용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시뮬레이션은우리나라아리랑 5호와재원이유

사하면서도 영상 획득이 쉬운 TerraSAR-X를 기준 하였

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시스템 계수는 Table 1과 같다.

시뮬레이션은 Fig. 2(a)와 같이 서로 인접한 세 개의 산

란체를 가정하였다. Fig. 2(a)와 (c)는 거리와 비행방향의

압축이 모두 끝난 상태의 SLC 영상자료의 진폭 및 파워

를 나타낸 것이며, Fig. 2 (b)와 (d)는 각각 이 논문에서 제

안한 미분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의 진폭 및 파워이

다. 시뮬레이션에서 세 산란체의 레이더단면적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비행방향과 거리방향의

이동속도는 (vx, vy) 왼쪽 산란체부터 각각 (0, -35), (0, 0)
및 (-24, -35) (km/h)이며가속도는없는것으로가정하였

다. 즉, 가운데 산란체는 정지 상태이며, 왼쪽 산란체는

안테나에 수직의 거리방향으로 접근하므로 잔여 도플

러 중심주파수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반면 오른쪽의 산

란체는 거리방향과 비행방향 모두 이동속도를 가지며,

안테나 수직방향의 접근 속도 35 km/h이며 안테나와 평

행한 방향의 이동속도는 -24 km/h로 도플러 중심주파수

와 잔여 도플러 경사도 모두 존재하는 경우이다. 우선 거

리와비행방향모두압축된 SLC 영상값을나타내는 Fig.

2(a)와 (c)에서 세 산란체의 레이더단면적이 동일하므로

거의 같은 진폭을 보이나, 오른쪽 산란체의 경우 비행방

향 압축과정에서 잔여 도플러 경사도의 영향으로 인하

여 완전히 압축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신호의 최대값

이 작아지고 또한 3 dB 폭이 넓어져 해상도가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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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식(13)에서와 같이 비행방향의

이동속도의 영향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미분법의 자

료처리 과정을 거친 후 Fig. 2(b)와 (d)의 결과를 얻었으

며,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지상태인 가운데 산란체는 예

상한 바와 같이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방

법을 통하여 정지 상태의 산란체의 신호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 상태인 두 산란체의

경우도 결과의 특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거리방

향으로의 속도만 갖는 왼쪽의 이상적인 산란체 경우는

도플러 경사도는 0이며 잔여 도플러 중심주파수는 약

400 hz로 미분값은 약 0.66을 갖는다. 따라서 Fig. 2(a)와

(b)에서 왼쪽 산란체의 진폭을 비교하면 예상한 바와 같

이 약 66%로 줄어들며, 산란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분포를 보이는 특징이 Fig. 2(d)에 잘 나타나 있다. 반면

오른쪽 산란체는 위성 SAR 관측시 실제 가장 일반적으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잔여 도플러 중심주파수는 약

400 hz로 동일하나 잔여 도플러 경사도가 원래 도플러

경사도인 -4973 (hz/s)에 비해 약 0.2% (-9.76 hz/s) 증가된

상태이다. 이 경우 식(17)에서와 같이 원래 신호의 진폭

보다 미분값의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Fig. 2(b) 참조)

또한 산란체를 중심으로 좌우 비대칭의 분포를 갖는다

(Fig. 2(d) 참조).

Fig. 2에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지상태의 산란체 신호는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면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료처리 결과에서 의미 있는 값을 갖는 신호는 이동 상

태의 산란체 후보로 고려될 수 있다. 둘째, 만일 이동물

체가 안테나의 수직방향인 거리방향 속도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과 신호는 이동속도 및 음과 양의 이동 방향

성에 따라 비례하여 증감을 한다. 셋째,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SAR 관측 시간 동안 안테나

의 관측방향과 일정한 각도를 갖고 등속 이동하는 산란

체의 경우는 도플러 중심주파수뿐만 아니라 잔여 도플

러 경사도에 의해 더 뚜렷한 신호를 나타내며 산란체를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형태의 신호를 나타낸다. 시뮬레

이션에서는 정확한 도플러 경사도를 사용하여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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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ulation results: (a) and (c) present SLC signals in amplitude and power, respectively. (b) and (d) present the results in
amplitude and power, respectively, after the processing proposed in this paper. Unit radar cross section was assumed for all
three targets. Azimuth and range velocities (vx, vy) were assumed (0,-35), (0,0) and (-24,-35) in km/h for the left, center and
right target, respectively. Note that the stationary target (the center one) disappears after the proposed processing in (b) and
(d).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right target having both range and azimuth speed components shows a reduced and
broadened peak in (a) and (c) due to residual Doppler slope and produces larger but asymmetric derivatives in (b) and (d).



신호의 압축이 이뤄진 관계로 이와 같이 잔여 도플러 경

사도는 이동하는 산란체를 보다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

도록신호를강화시키는역할을한다. 그러나, 실제자료

의 경우는 도플러 경사도 추정오차, 프로세서 알고리즘

의 한계성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잔여 도플러 경사도의

효과가 항상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실제 위성 SAR SLC 자

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 효과가 존재하며, 따라서 잔

여 도플러 경사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추가로 고려할 점은 관측 대상 산란체의 레이더

단면적이 작으며 또한 이동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에는

주변의 잡음과 구분에 어려울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사

항은 다음절의 TerraSAR-X 자료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2) TerrSAR-X SLC 영상 적용 결과

이 연구에서 사용된 TerraSAR-X 자료는 2009년 7월 3

일에 Stripmap 11 모드로 획득되었으며, 위성이 관측할

당시 영종도 지역 해안도로에서 차량에 모서리반사체

(Corner reflector)를 탑재하여 등속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동시에 TerraSAR-X가 관측하는 실험으로 얻어진 것이

다. 이 자료는 독일 항공우주연구소DLR에서 신호처리

후 SLC 영상자료로 제공되었다 . 그러나 이 자료는

TerraSAR-X를이용한지상에서이동하는차량의속도를

정확히 복원하는 실험으로 획득된 관계로 연구팀의 요

청에 따라 영상화 자료처리 과정은 일반 자료와 달리 전

체 도플러 스펙트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자료처리 되었

다. 자료 획득 당시 실험차량은 약 55 km/h의 속도로 이

동하였으며, 이동방향과 위성의 궤도 및 안테나 관측 각

을 고려할 때 거리방향 및 비행방향의 속도 성분은 각각

49.6 및 23.8 km/h 였다. 이는잔여도플러중심주파수약

540 hz 및 잔여 도플러 경사도 9.5 hz/s의 효과를 갖는다.

또한 당시 실험 트럭의 이동속도를 최대한 등속을 유지

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AR 자료 최종 분석결

과 비록 작지만 약 -0.272 km/h2의 가속도가 존재했던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자세한 실험 조건 및 자료 특성은

Park and Won (2011)을 참조할 수 있다. 당시의 연구에서

는 이 자료로부터 거리방향 및 비행방향의 이동속도 오

차 2.8% 및 1.8%로 매우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었으며,

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의 복원속도 오차 한계는 약

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동물체로 의심되는

산란체를 쉽게 탐지할 수 있다면 실제 이동속도는 매우

정밀하게 복원될 수 있다. 그러나 위성 SAR 영상에서 이

동 가능성이 있는 수m 크기의 산란체를 찾아내는 것은

특히 육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정지된 산란체의 효과적인 제거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영상 내 대표적인 모서리 산란체를 선택하여

알고리즘 적용 결과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두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진폭

은 상대진폭으로 도시하였다. 정지된 상태의 모서리 산

란체는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결과 약 18.5 dB 감소 (진

폭기준 88% 감소) 되었으며 이는 위성 SAR에 의해 관측

된 정지 상태의 산란체 신호를 주변의 clutter 레벨로 매

우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정지된 산란체의 경우 이상적인 신호압축이 이뤄졌다

면 산란체 중심부에서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Fig. 3에

서와 같이 약 12%의 잔여 신호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잔여 신호가 남는 이유는 정지상태의 산란체에도 잔여

도플러 중심주파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잔여 도플러

중심주파수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에 기인한다. 첫째 위

성 SAR의 경우는 지구 자전에 의해 도플러 중심주파수

가 존재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TerraSAR-X의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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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result of a stationary corner reflector when applied to
the TerraSAR-X SLC image data. The amplitude is
normalized to compare the obtained derivatives to the
original signals. The power of stationary point was
reduced by about 18.5 dB.



구 자전효과를 고려한 Zero Doppler 프로세싱을 적용하

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몇 십 헤르

츠 정도의 잔여 도플러 중심주파수가 존재한다. 두 번째

원인은 잔여 도플로 경사도에 의한 효과이다. TerraSAR-
X의 경우 Extended chirp scal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신

호로부터 영상을 제작하나, 이 경우 영상이 중심부의 거

리만을 사용하므로 중심부는 정밀한 압축이 이뤄지나

영상의 중심부에서 멀어지면서 잔여 도플러 경사도 효

과가 증가한다(Moreira et al., 1996). 세 번째 원인은 식

(14)에서와 같이 주변에 수 많은 산란체가 존재하며, 이

들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정지된 산란

체에서 이와 같이 잔여 도플러 위상에 의해 신호가 비록

완전히제거되지않더라도신호의크기가주변 clutter 신

호 정도로 줄어들면 이를 기준으로 이동물체 가능성에

서 충분히 배제시킬 수 있다.

다음은 TerraSAR-X 관측과 동시에 이동 속도를 측정

한 차량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Fig. 4는 실험에 사

용된 트럭의 SLC 영상 신호와 이를 미분 방법을 적용하

였을 때 얻어진 결과이다. Fig. 3의 정지된 산란체의 경우

신호 최대값의 약 88%가 줄어드는 반면 이 경우는 미분

값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신호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목

표 산란체(자동차)가 이동 상태였음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다. 당시측정된차량의이동속도및방향과TerraSAR-
X의 궤도 및 시스템 계수를 이용하여 식(17)을 계산하면

0.924 (즉 약 92%)가 나온다. 따라서 Fig. 4(a)에서 볼 수

있듯이 미분 값이 예상한 데로 원래 신호와 거의 동일한

진폭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4(a)는 잔여 도

플러 경사도를 제거하기 전의 결과로, 미분값 분포가 대

칭이 아니며 산란체의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

서 음의 값을 보인다. 또한 최대값은 중심부에서 약간 벗

어난 위치에서 신호의 최대 진폭보다 큰 값을 가지며 매

우 심하게 진동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미분 결

과가 심한 진동의 형태는 갖는 것은 식(17)에서와 같이

잔여 도플러 경사도에 의한 영향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이동 물체 탐지를 위해서는 1차 미분 적용 후 원래 신호

의 진폭보다 큰 값을 가지며 또한 주변에서 음과 양의 변

화를갖는진폭양상이나타나는경우 2차자료처리를통

하여 잔여 도플러 경사도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Fig. 4(b)는 2차 자료처리를 통하여 잔여 도플러 경사도

를 제거 후 얻어진 신호 및 이에 대한 미분 결과이며, Fig.

4(c)는 도플러 경사도 제거 전과 후의 신호 진폭을 비교

한 것이다. Fig. 1(b)에서 알 수 있듯이 잔여 도플러 경사

도는 압축률을 낮추며 또한 압축의 중심점을 약간 이동

시킨다. 이에 따라 잔여 chirp 압축 후에는 Fig. 4(c)와 같

이 신호의 최대 진폭은 커지고 해상도인 3dB 폭은 좁아

져 에너지가 중심부에 더 집중되며 이때 중심부의 위치

는 약간 이동한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자료처리를 통하여 잔여 도플러

경사도를 제거 후 미분을 적용하면 Fig. 4(b)와 같이 원래

의 도플러 중심주파수에 비례하는 진폭만 남게되며 진

동하는 신호는 감소한다. 잔여 도플러 제거 전과 후를 비

교하면 제거 후에 훨씬 손쉽게 이동 물체 여부를 탐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4(d)는 실제 이 연구에서 제안

한 방법의 최종 결과이다. 실제 SLC 자료에 단순한 미분

을 적용하면 식(14)에서와 같이 주변에 수 많은 산란체

의 영향에 의해 Fig. 4(a) 및 (b)에서와 같이 주변에 의미

없는 많은 진동 신호가 남게 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SLC 영상자료에 기초적인 잡음 제거 과

정을 먼저 적용 후 미분을 수행하며, 얻어진 미분 값에

다시 싱크함수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 Fig. 4(d)와 같이 잡음이 없는 매우 선명한

최종 신호를 얻을 수 있다. Fig. 4(d)의 결과는 잔여 도플

러 경사도의 제거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최대 값

을 100으로 하여 상대적인 진폭을 나타낸 것으로, 잔여

도플러 경사도를 제거하면 미분 값은 도플러 중심주파

수에만 비례하며 따라서 최대 진폭의 크기는 작아진다.

Fig. 4(d)의 결과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이동 산란체를

탐지하고 또한 이동 방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잔여 도플러 경사도를 SAR 신호로부터 구하는 방법

은 매우 다양하다. 정밀한 속도복원이 요구되면 일반적

으로 2차원의 시간-주파수 분석을 실시하며, 앞선 연구

에서 이 자료의 경우 시간-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1.8%

의 오차로 잔여 도플러 경사도를 구할 수 있었다(Park

and Won, 2011). 현재 다양한 시간-주파수 분석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며 특히 Wigner-Ville Distribution을 사용

하는 방법(Barbarossa 1992; Barbarossa and Farina, 1992 &

1994) 및 Fractional Fourier transform을 사용하는 방법

(Chiu, 2005) 등이 효과적이며, 보다 최근에는 Fan-Chirp
transform을 사용하는 방법 (Kepesi and Weruaga, 2006;

Dun et al., 2009)도 개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밀한 속

A Quick-and-dirty Method for Detection of Ground Moving Targets in Single-Channel SAR Single-Look Complex (SLC) Images by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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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복원이 목적이 아니며, 이보다는 가장 쉽고 빠르게

이동 물체를 탐지하고 판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잔여

도플러 경사도 추정 및 제거 방법은 정밀도 보다는 빠른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Fractional Fourier transform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Fig. 4(b)에서와 같이 미분 값이

완전한 대칭을 이루지 않으며 이는 아직도 미세하게 잔

여 도플러 경사도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4(d)에서와 같이 기초적인 잡음제거 전처리 및 싱크

함수를 이용한 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없는 신호

를 제거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실선)에서와 같이 잔여

도플러 경사도를 제거하면 이동 산란체의 특성을 쉽게

탐지할 수 있다. 반면 Fig. 4(d)에서 잔여 도플러 경사도

를 제거하기 전 결과(점선)에서는 마치 두 개의 이동 산

란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잘 못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잔여 도플러 경사도의 제거는 필수적

이다.

정지된 모서리 산란체 신호의 진폭은 약 88% 정도가

축소되는 반면, 이동 중인 산란체는 실험에 사용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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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from a controlled moving vehicle. (a) Signal and derivatives before removing residual Doppler rate. (b) Comparison
between signal and derivatives after residual Doppler rate removal. (c) Signals before and after residual Doppler rate removal.
(d) Refined derivatives before and after residual Doppler rate removal. Note that asymmetry wa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residual Doppler rate removal.



에서와 같이 그 속도의 크기와 방향성을 지시하는 신호

가 잘 보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방법을

TerraSAR-X SLC 영상 내 선택된 지역 전체에 적용하였

다. Fig. 5는 현장 실험 차량이 포함된 지역에 적용하여

얻어진결과로, 육상에서총 54개의이동물체가최종탐

지되었다. Fig. 5에서 영상 중앙부 하단 청색으로 표시된

점이 현장 실험에 사용된 차량을 나타내며, 그 이동 속도

와 방향성이 Fig. 4에서와 같이 예상된 계산 결과와 잘 일

치하고 있어 쉽게 자동 탐지 되었다. Fig. 5에서 탐지된

이동 물체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여 TerraSAR-X 안테

나에 접근 중인 물체(청색 사각형)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중인 물체(적색 사각형)로 구분하여 도시하였다. 탐

지된 이동 물체들은 대부분 육상에 존재하는 관계로 영

상을 최대한 확대 후 육안으로 관찰하더라도 주변의

clutter 들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소형 차량의 경우

거리방향 크기가 대부분 2-3 픽셀 (3dB 폭 기준) 이하의

작은 물체들로 거의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이

는비록TerraSAR-X와같이 3 m 이하고해상도의 SAR 영

상에서도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는 소형 차량을 육안으

로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지시한다. 그러나 제

안된 방법을 적용하면 육상에서도 손쉽고 빠르게 이동

산란체를 탐지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최종 탐지된 각 산란체의 실제 이동 여부를 비교 검증

하기 위하여 보다 정밀한 속도 복원 방법을 이용하여 탐

지된 산란체 각각의 이동 속도를 계산하였으며, 그 비교

결과는 Fig. 6과 같다. 제안된 방법으로 탐지된 이동 산란

체의 경우 이동 속도 계산은 원래 신호의 에너지와 미분

값의 에너지 비율을 이용하여 식(17)과 식(12)에 의해 거

리방향의 속도를 구하였다. 단, 1차적으로 탐지된 이동

산란체 각각의 잔여 도플러 경사도를 제거한 후 계산하

였다. Fig. 6에서와 같이 두 결과의 상관계수 R2는 0.62였

으며, 선형회기분석을 통해 얻어진 1차 함수의 경사도

는 0.755 이다. Fig. 6에서와 같이 미분 방법에 의해 복원

된 거리방향의 이동속도가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계산

된 결과에 비해 좀 더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

라 1차 선형회기함수의 경사도가 1.0보다 작은 0.76의

값을 보인다.

이는 잔여 도플러 경사도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음

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완

벽한 보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그 영향이 완전

히 제거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더 큰 속도로 계산되

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은 정밀한 속도를 복원하는

방법의 개발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은

산란체를 쉽게 탐지한 후 실제 이동속도의 복원은 필요

에 따라 보다 정밀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계산

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두 결과의 상관계수 0.62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로 SLC 영상 내에 이동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산란체를 자동 추출하는데 이 방법이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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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ound moving targets detected by the proposed
method. A total of 54 moving objects are observed within
the TerraSAR-X sub-scene in which the speed
controlled vehicle for this experiment is well detected
and denoted by a blue square at the low center. The
blue squares present targets moving toward the
TerraSAR-X antenna, while the targets in red move on
opposite direction.



적용될수있음을뒷받침한다. 또한 Fig. 6에서총 54개의

탐지된 산란체 중 2배의 분산 값 기준으로 할 때 한 개의

산란체 만이 실제 지상의 이동 물체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나, 이는 다음 절에 논의 할 유령영상(Ghost image)

효과로 추정된다.

제안된 방법으로 Fig. 5의 TerraSAR-X 내에 탐지된 총

54개의이동물체의이동속도와방향성을복원하여 Fig.

7에 도시하였다. 위성 관측 당시 이 지역에서 다수의 차

량은 동-서 방향의 도로를 따라 50 km/h 이하의 속도로

이동 중이었으나 일부 차량을 약 100 km/h의 속도로 이

동 중인 것이 확인 되었다. 참고로 이 지역의 제한 속도

는 80 km/h이나, 과속 차량이 일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비록 그 수는 적으나 남-북 방향으로의 이동 중 차량이

존재하였으며, 그 중에는 과속 운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

며 최대 시속은 약 110 km/h 정도였다. 그러나, 이는 비

행방향의 복원 속도 임을 고려할 때 식(13)에서 암시하

는 바와 같이 순간 가속도가 매우 큰 경우(급가속 또는

급감속)에는 실제 속도에 비해 매우 높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다. Fig. 7의 복원 속도 중 적색으로 표시한 차량은

이 실험에 사용된 차량으로 당시 55 km/h의 속도로 안테

나 관측방향과 25.6˚의 각도로접근 중인 상황이 매우 정

확하게 복원 되었다. 다만, 두 개의 산란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도시하였으나, 이는 비록 약 0.6초의 매우 짧은

관측 시간이나 차량의 거리방향 이동에 의해 SAR 영상

에서 하나의 차량이 두 픽셀에 걸쳐 영상화 되었으며 이

때 두 픽셀에서의 복원 속도가 약간 차이가 있었음을 예

시적으로 보여주고자 모두 도시한 것이다.

4. 토의 사항

이 논문에서 제안한 SLC 영상자료의 미분을 통한 지

상 이동 물체의 탐지 방법은 앞 절의 결과에서와 같이 매

우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육상 또는

해상에서 이동이 의심되는 산란체가 선정되면 대상 산

란체 및 그 주변의 SAR 신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

여 보다 정밀한 속도 복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방법은

육상에서 이동 중인 물체를 탐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방법은 적용 시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이 방법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서는 우선 SAR SLC 영상화 단계에서 도플러 주

파수 전체 영역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

반 SAR 영상화 프로그램은 영상이 겹쳐 나타나는 “유령

영상(Ghost image)”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도플러 주파

수의 폭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TerraSAR-X SLC 영상은 육상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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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locities and directions of the 54 moving targets
detected by the proposed method.

Fig. 6. Comparison of Doppler frequencies measured by the
proposed method and a high precision velocity retrieval
method. Correlation coefficient R2 between the two
results is 0.62 with a slope of 0.755. The measured
velocities by the derivative method are generally higher
than actual velocities because of residual Doppler rate
effects.



물체에 대한 실험을 목적으로 획득되고 또한 영상화된

관계로 연구팀의 요청에 따라 독일DLR에서 전체 도플

러 주파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자료처리를 통하

여 제공되었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아리랑 5호 등 국

내 위성 자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SAR 신호로부터

SLC 영상화 알고리즘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한계점은 잔여 도플러 경사도 추정 및 제거의

문제이다. 이는 식(13)에서와 같이 지상 이동 물체가 거

리방향의 가속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

해 진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여 도플러 경사도

가 존재하는 경우 미분값을 더 크게 하여 이동 물체의 탐

지를 쉽게 하지만, 신호의 진동현상으로 인하여 마치 다

른 방향으로 이동 중인 여러 개의 산란체가 존재하는 것

처럼 잘 못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잔여 도플러 경사도

를 효과적으로 추정하고 제거하는 과정이 요구되나, 이

과정이 전체 자료처리에서 가장 계산 소모적이다. 이 연

구에서는 Fractional Fourier 변환 방법 적용 시 잔여 도플

러 경사도의 추정 한계를 0.0055 hz/s (비행방향 속도

0.0005 km/h) 정하였으나, 실제 일반 활용의 경우 이보

다 낮은 정밀도를 적용해도 무방하다. 실제 가장 긴 계산

시간은 잔여 도플러 경사도 추정과정에서 소모되나, 오

차는 잔여 도풀러 경사도 추정 오차에 의한 문제점 보다

는 오히려 계산된 잔여 도플러 경사도를 이용하여 원래

의 SLC 자료에서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더 큰 오차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플러 영역에서의 제거 방법

을 적용하였으나, Fig. 4(b)에서와 같이 실제 완벽한 제거

가 이뤄지지는 못한다. 이는 제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신

호의 크기, 윈도우 함수의 종류, 주변 산란체의 영향 등

매우 복잡한 원인에 의해 좌우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향후 Fan-Chirp 변환,

시간 영역에서의 제거 방법, 입력 신호의 길이에 따른 최

적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세 번째 한계점은 이동 물체의 거리방향 가속도가 매

우 큰 경우이다. Sharma et al.(2006)은 다중 채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속도가 큰 이동 물체에서의 영향 및 추정 방

법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리랑 5호와 같이 단일 채널

SAR 시스템인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비록 일반적

인 경우에 가속도의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향후 단일 채

널 SAR 자료로부터 이에 대한 보완 방법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넷째, 육상의 이동물체 탐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주변 clutter에 의한잡음 문제이다. 식(14)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SAR 신호 특성상 주변 clutter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에 따라

SAR 활용 초기부터 단일 채널 자료의 활용보다는 다중

채널을 이용하여DPCA, STAP 또는 ATI 방법을 활용하

는 방안이 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아리랑 5호와 같

이단일채널 SAR 시스템으로얻어지는경우주변 clutter

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실제 분석 결과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

는 탐지하고자 하는 이동 물체의 최소 속도를 8.8 km/h

(잔여 도플러 중심주파수 약 100 hz)로 제한 하였다. 그

러나 Park and Won (201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 육

상에서 복원 가능한 최저 속도는 5 km/h 정도이며 이 경

우 3%의 오차 한계로 속도 복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

후 보다 저속도의 이동 물체에 대한 시험적용 및 분석과

이를 위한 잡음제거 방법이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성 SAR의 경우는 지구의 자전효

과에 의해 도플러 중심 주파수가 0인 완벽한 SLC 영상

의 제작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영의 도플러 자료

처리를 적용한 경우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대부분

의 SCL 영상에서 20-50 hz 정도의 도플러 중심주파수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저속의 이동 물체 탐지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결과분석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 적용의 한계점은 탐지 대상 산란체의 레이

더 단면적이 매우 작은 경우이다. 이는 특히 인공 이동

물체가 아닌 자연 상태의 이동 물체를 연구하는 경우에

종종 어려움이 발생한다. 앞서 Fig. 5의 적용 결과에서와

같이 소형 자동차와 같이 비록 산란체의 크기가 매우 작

고 또한 clutter의 영향이 매우 심하여 육안으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레이더 단면적이 충분

히 크고 또한 이동속도가 약 8.8 km/h 이상이면 이 방법

은 TerraSAR-X 자료에 적용했을 때 효과적인 탐지가 가

능하다. 그러나 강이나 빙하의 표면과 같이 자연 상태의

산란체 경우에는 특정 목표물 보다는 clutter 전체의 움

직임이 중요하며, 이 경우에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은 매

우 제한적이다.

상기에서 논의된 적용의 제한 사항 외에도 적용결과

에 대한 해석 시 유령영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유령영

상은 안테나 빔의 중심부Half-power beamwidth(3dB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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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의해 영상화 되

므로 그 신호가 통상 매우 고주파의 도플러 주파수 영역

에 존재한다. 특히 배경 역산란이 작은 지역에서는 유령

영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 경우 유령 신호는 마

치 거리방향으로 고속 이동 중인 물체로 잘 못 해석될 수

있다. 유령영상은 각각의 SAR 시스템 및 관측 모드에 따

라 그 특성이 다르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각 SAR 시스템 및 관측 모드에 대하여 SLC 자료의 유령

신호 특성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TerraSAR-X Stripmode 11 자료를분석한결과약±1380-
1500 hz(약 ±121-132 km/h 거리방향 속도에 해당)의 범

위를 갖는다. 이론적으로는 유령영상은 매우 큰 도플러

중심주파수만 존재하며 도플러 경사도는 0이 되어야 하

나, 실제의 경우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0이 아닌 도

플러 경사도를 갖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구별하

기는 어렵다. 유령영상은 SAR 안테나 빔 분포가 대칭에

가까운 경우에는 통상 매우 높은 음(-)과 양(+)의 두 도플

러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나므로, 두 종류의 유령 신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유령영상의 경우는 계산된 속도뿐

만 아니라 산란체의 영상화 형태를 분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분은 자료 분석가의 경험이 요구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단일 채널 SAR SLC 영상에 미분 방법

을 적용하여 쉽고 빠르게 이동 물체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그 이론적 원리 및 실제 적용 타당성을 분

석하였다. SAR에 관측된 이동 목표물의 속도를 정밀하

게 복원하는 다양한 방법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특히 육상에서 단일 채널 SAR를 이용하여

이동 물체의 실시간 탐지는 현재 도전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X-band 고해상도 단일채널 SAR 시스템이 증가하

고 또한 자료의 양이 매우 커지면서 과거와 같이 SAR 신

호자료의 제공은 제한되고 단지 SLC 자료만 제공되는

경우 기 개발된 방법들을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육상에

서 빠르게 이동하는 산란체를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것

은 매우 중요하며, 일단 이동 산란체를 찾아내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관측 당시의 이동속도를 정밀하게 복

원할수있다. 이연구에서제안된원리는단일채널 SAR

SLC 영상의 단순 미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동 산란체를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제안

된 방법으로 복원된 속도와 정밀한 방법으로 계산된 속

도와의 상관계수 R2 은 0.62이며 계산된 속도는 실제 속

도보다 일반적으로 약간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방법

은 지상 이동 산란체의 속도를 복원하는 목적으로는 충

분하지 못하나, 이동 산란체를 쉽게 탐지하는 데는 충분

함을 지시한다. 현장에서 모서리 산란체를 탑재한 실험

용 차량을 TerraSAR-X 고해상도 X-밴드 SAR를 이용하

여 관측하였으며, 이 자료에 적용한 결과 지상 이동 산란

체를 성공적으로 탐지하였다. 동일 자료에서 정지된 상

태의 모서리 산란체는 미분 결과 신호의 파워는 약 18.5

dB (진폭기준 88%) 감소 되었으며, 따라서 이동 산란체

와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이동이 의심되는 산란체를

SLC 영상 내에서 일단 선정하면 현재의 기술로 3 m/s 이

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 약 5% 이하의 오차

로 정밀하게 이동속도를 복원할 수 있다(Park and Won,

2011). 따라서 이 방법은 SLC 영상으로부터 육안으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육상의 이동 산란체를 매우 빠르

게 탐지하는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며, 탐지 가능한

최저 속도는 현재 8.8 km/h 이나 이는 개선이 가능하다.

비록 제안된 방법이 고해상도 SAR SLC 영상으로부

터 지상의 이동 물체를 탐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나, 몇

가지 제약사항이 따른다. 제약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은 잔여 도플러 경사도를 추정하고 제거하는 방안이며

향후 이에 대해 Fan-chirp 방법 등을 이용한 보다 개선된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고해상도 SAR

영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령영상에 대한 효과도 최종

결과 해석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한 후 적용 한다면 향후 아

리랑 5호와 같이 단일 채널 SAR를 이용하여 지상의 이

동 물체를 탐지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적

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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