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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빔형성  기술을  이용한

위성  탑재  MIMO  SAR  기술 김세영․남창호․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

Ⅰ. 서  론

위성 탑재 합성 개구면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는 지형, 기후, 환경변화 등 지구 관측에 유용한 장비이
며, 최근에는 TerraSAR-X 및 TanDEM-X에 적용된 바이스태
틱 SAR와 위성군(COSMO-SkyMed constellation)의 다양한 운
용이이루어지고있으나, 지형정보를이용한광역지도제작
과 같은 활용 측면에서는 데이터 획득에 많은 제약사항이 존

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광역 고해상
영상 형성 기술(High Resolution Wide Swath; HRWS)이 제안
되었으며, 현재 SAR 기술 선진 기관에서 기술적 제안과 더
불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1]∼[3].
광역고해상영상획득을위한핵심기술로디지털빔형성

(Digital beamforming; DBF)과 다중 개구면을 이용한 데이터
획득 및 다중 입출력(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아키텍쳐 및 영상획득 운용 모드들이

새롭게 제안되고 있다[1],[2]. [그림 1]은 90년대 획득한 영상과
오늘날 획득한 영상의 질을 비교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광역 고해상 영상 획득을 위한 기반 기술로써 디지털

빔형성 기술과 MIMO SAR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동향
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서술한다.

[그림 2]는 바이스태틱 SAR 장비를 이용하여 획득한 SAR 
영상의 예를 나타내고 있으며, 획득 영상으로부터 활용을 위

(a) C-대역 해상도 20 m       (b) X-대역 해상도 1 m

[그림 1] 이집트 기자 지역 피라미드에 대한 SAR 영상 비교

(a) SAR 영상

(b) Phase interferogram

(c) Digital elevation model

[그림 2] TanDEM-X를 이용한 영상획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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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hase interferogram과 DEM(Digital elevation model) 정보를
추출한 영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은 현재와 미래의 위

성 탑재 SAR 시스템의 영상획득 능력에 대한 해상도, 영상
폭 및 궤도에서의 획득 주기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해상도 향상과 영상폭의 증가를 주요 특징으로 살펴
볼 수 있다.

Ⅱ. MIMO SAR 운용 개념

N개의서브개구면을가진수신기는 N개의위상 중심면으
로 도착하는 파형을 동시에 샘플링할 수 있다. 위상면의 개
수는 부가적인 송신기를 사용하여 증가시킬 수 있으며, 다중
송신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획득 영역이 증가하게 되며, 거
리 및 방위 방향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다. 다중 송신기로부
터 되돌아오는 반사 신호를 분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서로

직교 특성을 갖는 파형을 동시에 송신하는 구조를 많은 문헌

에서 제안하고 있다.
[그림 4]는 두 개의 직교 송신 파형을 갖는 MIMO SAR 운

[그림 3] 위성 탑재 SAR 시스템의 영상획득 능력

[그림 4] 직교성 파형을 갖는 MIMO SAR 시스템

용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3],[4]. 송신 파형들은 작은 시간 오프
셋에 대해서 상호간의 직교 특성을 이용하여 정합특성이 최

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예, i와 j 반사신호). 반면에 큰
시간 오프셋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좁은 수신 빔을 이용하여
패턴을 상호 분리하여야 한다(예, i와 k 반사신호). 

2-1 고각 방향 디지털 빔형성

오늘날디지털빔형성기술의발달로시간에따른고각방

향으로의빔스캔이가능하게되었다. 넓은수신영역을얻기 
위하여 아날로그 빔 조향 개념이 도입되어 수신 빔 스캔이

Swath 영역을 따라 고각 방향으로 요구된다. 빔 스캔을 이용
한 수신(SCan-On-Receive; SCORE) 동작 모드는 넓은 영역으
로 송신 빔을 조사하고, 빔 폭이 좁으면서 높은 이득을 갖는
수신 빔으로 지상의 반사 신호를 획득하는 개념이다. 특히, 
장점으로는 Swath 가장자리에서 송신 빔의 낮은 이득을 보
상함으로써 신호대 반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거리 방

향 모호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디지털 빔형성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지상으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신호 방향으로 안테나 패턴을 조향함으로써 서브 개구

면 (Sub aperture)에 따라 수신 신호를 합성할 수 있다. 빔형성
기술에 대한 구현은 평면형 혹은 반사형 안테나 시스템에 따

[그림 5] 다중 SCORE 운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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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르게 구현된다.

2-2 방위 방향 디지털 빔형성

방위 방향으로 다중 위상 중심점(Multi-Phase Center)을 통
해방위해상도를증가시킬수있는반면에, 지상처리를위해
서는각각의방위채널들로부터입력되는신호들을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고각 방향 동작 원리와 대조적으로, 다중
채널은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데이터 량이 발생한다.

[그림 6]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서브 개구면들은 같은

도플러 스펙트럼을 경험한다. 단일 서브 개구면을 고려하면, 
샘플들 간의 공간적 분리는 도플러 스펙트럼 상에서 엘리어

싱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서브 개구면들의 공간적 샘플
들의 조합을 통하여 도플러 스펙트럼은 모호하지 않게 획득

되어야 한다.

2-3 MIMO SAR 파형 다양성

MIMO SAR 기술을기반으로광역영상을획득하기위하여 
필수적으로요구되는기술은파형에대한다양성이다. MIMO 
SAR에서 각 채널은 인접 채널에서 발생하는 송신파형과 직
교 특성을 갖는 파형을 송신하여야 한다.

MIMO SAR 송신 파형은 넓은 대역폭과 높은 평균전력이
요구되며, SAR 영상에 영향을 주는 거리방향 모호성 성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거리방향 모호성은 안테나 패턴의 부엽
레벨과 펄스반복주파수(Pulse Repetition Frequency; PRF)에
의해 제어할 수 있지만, 채널별 송신 파형에 개별 코드를 부
여하여 상호간에 정합특성을 조절함으로써 모호 성분을 최

[그림 6] 평면형과 반사형 안테나를 이용한 도플러 대역 다중

방위채널

소화시킬 수 있다[5]. 결론적으로 MIMO SAR 송신파형은 거
리 분해능, 방위 분해능, 인접대역 간섭특성 및 낮은 부엽을
가지는 정합특성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시
킬 수 있는 파형은 선형 주파수 변조(Linear Frequency Modu- 
lation; LFM) 기반의 파형이다. 채널별로 사용되는 파형은 상
호간에 chirp rate가 동일하여야 하며, 최소  ≥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 및 은 각각 채널

별 송신파형과 대역폭을 나타낸다. [그림 7]은 MIMO SAR를
위한 파형 다양성의 한 예로, 파형간의 상호 정합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8]은 MIMO SAR 시스템의 chirp 다양성파형을나타
내고 있다.

Ⅲ. SAR 성능 변수에 대한 최적화

SAR 설계에 적절한 시스템과 성능 변수들을 [그림 9]에

[그림 7] MIMO 파형 다양성과 정합필터의 직교 특성

[그림 8] MIMO SAR chirp 파형 다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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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양한 기술로 최적화된 SAR 시스템 및 성능 변수

나타내었다. 여기서 시스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안테나의
물리적 치수, PRF, 송수신 채널 수 및 평균전력과 같은 레이
다 동작변수들로 구성된다.
성능변수는일반적으로임무요구조건으로부터유도되며, 

대표적으로 영상폭, 감도특성, 방위 및 고각 방향 해상도, 모
호성비 및 전송데이터률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성능 변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MIMO 기술로는 ATI/XTI, Sub- 
pulse, 방위방향 위상 코딩, Staggered PRF, Phase Spoiling 등
이 요구된다. Trade-Space 변수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상도
와 관측폭(Swath)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a)]와 같이 단일 채널 SAR 시스템의 방위 해상도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길이를 줄이고 PRF를 키워야지만, 시

(a) 단일 채널 SAR 시스템

(b) 방위 방향 다채널 수신 SAR 시스템

[그림 10] 다양한 Trade-Space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 (변수 형
태에 따라 색깔 구분, 위아래 화살표 방향은 값의
증가 및 감소 표시)

스템 변수와 성능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에 따라 Swath 폭의
감소가 초래된다. 반대로 감소된 Swath 폭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방위 방향 해상도가 나빠지게 된다.

[그림 10] (b)는 DBF 시스템에서변수간의상호관계를나타
낸다. 방위 방향 해상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송신 안테나의 
길이를 감소시킴으로써 더 큰 도플러 스펙트럼을 생성하며, 
수신안테나를다중의방위방향위상중심점(Multiple Azimuth 
Phase Centers; MAPS)으로분할함으로써더좋은해상도를얻
을 수 있으나, 신호처리 측면에서 부담을 가지게 된다.

Ⅳ. 디지털 빔형성 : 위성 탑재 SAR 패러다임 변화

SAR 시스템 발전 추세는 영상 정보의 요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응용분야로는
편파 정보, 다중 주파수 레이다 시스템, 향상된 해상도 및 다
양한 관측각을 이용한 Interferometry 및 Tomography 등의 분
야가 있다. 기존 SAR 시스템은 높은 방위 해상도와 넓은 관
측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본질적인 제약사항을 가지

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사항은 도플러 대역폭과 펄스 동작
에 의한 샘플링 요구조건 때문이다. 매우 높은 해상도를 가
진 레이다 시스템은 높은 도플러 대역폭을 필요로 하며, 높
은 PRF 운용이 요구된다. PRF가 높아짐으로 최대 허용되는
관측폭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관측폭의 증가에 따라 방
위 방향 해상도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위성 탑재 SAR 시스템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

어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빔형성 개념이 미래 SAR 시스
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분명한 예로써, 독일 항공우주 
센터(DLR)와 EADS사가 개발 중인 고해상 초광대역 SAR 
(HRWS) 시스템을 들 수 있다[6]∼[9].
이 시스템은 해상도 1 m와 관측폭 70 km 영역을 영상화

시킬 수 있도록 고안됨으로써 기존의 해상도 3 m와 Swath 
30 km인 TerraSAR-X 와 비교하면 21배 개선된 효과를 보인
다. 또한, 부가적으로 ScanSAR 모드를 포함[그림 11](상단 왼
쪽)하고 있으며, 위상 테이퍼링, 스펙트럴 송신 다이버시티
혹은 연속적인 서브 펄스 조사 기법을 적용하여 넓은 송신

빔을 조사한 뒤, 동시에 다중 수신 빔을 운용[그림 11](상단
오른쪽)하는 구조, 또한 파형 다양성과 대형 반사안테나를



특집…디지털 빔형성 기술을 이용한 위성 탑재 MIMO SAR 기술

10

[그림 11] 고해상도 초광대역 영상 획득 기법

디지털 빔형성 기술과 조합함으로써 기존 시스템보다 2배
이상의 영상 획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11](하단).

TanDEM-X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상당
히혁신적인시스템으로써다중편파 SAR Interferometry, 다중-
패스 코히어런스 토모그라피, 관측폭 증가 및 해상도 개선을
수행할수있는시스템으로써향후 Biosphere, Geosphere, Cryo- 
sphere 와 Hydrosphere 분야에서 과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
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Ⅴ. 맺음말

디지털 빔형성 기술을 기반으로 MIMO SAR 기술이 현재
영상 수요에 대한 기반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선진
국에서는 위성 개발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성 탑
재 원격 탐사 레이다에 대한 전망은 향후 상당히 도전적이

고, 많은 활용 분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위성
탑재 레이다 기술은 지표면에 대한 신뢰성 있고 체계적인 감

시를 위한 위성 레이다군(Constellation)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개념들은 센서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하
여 능동적인 지구 탐사를 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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