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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s a powerful and well established microwave remote sensing

technique which enables high resolution measurements of the Earth surface independent of

weather conditions and sunlight illumination.

In this study, this paper first summarizes the basic SAR theory and the history of the SAR

satellites.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new technologies for future SAR

systems. New innovative concepts and technologies for SAR satellites will be digital beamforming,

High Resolution Wide Swath (HRWS), Waveform Encoding, Terrain Observation by Progressive

Scan (TOPS), and so on. These technologie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future spaceborne

SAR satellites.

초 록

영상 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는 기상 상황이나 밤낮에 관계없이 지구 표면을

고해상도로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하고 잘 정립된 마이크로웨이브 원격 탐사 기술이

다. 본 논문은 우선 기본적인 SAR 이론과 SAR 위성의 개발 동향을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미래의 SAR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SAR 위성

을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들은 디지털 빔포밍 기술, 고해상도 광역 관측 기술,

파형 부호화 기술, 단계적 스캔에 의한 지형 관측 기술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래의 우주의 SAR 위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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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 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는 광

학 카메라나 적외선 센서와는 다르게 전자파를

이용함으로써 비, 구름 등의 기상 조건이나 주야

에 관계없이 영상 획득이 가능하며 표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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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관측, 고해상도 관측과 같은 다양한 운용

모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으로써 차세대 위

성용 탑재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기술에서 더 나아가 SAR 탑재

체 기술은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다중 편파

(Multi-Polarization)를 통한 다양한 영상 정보의

획득, 고해상도 광역 관측 (High Resolution Wide

Swath) 기술의 적용으로 고해상도의 넓은 관측폭

의 영상 획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기술에서 시작되어 SAR 탑

재체 기술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빔형성

(Digital Beamforming) 기술과 이를 이용한 고해

상도 광역 관측 (High Resolution Wide Swath)

기술, 파형 부호화 (Waveform Encoding) 기술,

전통적인 스캔 모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TOPS (Terrain Observation by Progressive SAR)

기술 등의 새롭게 위성용 SAR 탑재체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살펴보았고 정리하였다.

2. SAR 개념 및 역사

2.1 SAR 기본 개념

SAR는 지구 표면의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coherent 레이더 시스템이다. 여기서

coherent 시스템이란 레이더에서 사용하는 신호

의 위상과 진폭 정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시스

템을 의미한다. SAR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전자

파 펄스를 연속적으로 지표면에 투영하여 지표면

으로부터 반사된 연속적인 echo를 신호 처리를

통하여 최종 이미지를 얻는 것이다. SAR 시스템

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 영역 (0.3 GHz ~

300 GHz)에서 운영 가능하며 광학 카메라와 달

리 전파를 이용하므로 기상 상황이나 주야에 관

계없이 전천후로 운영이 가능하다.

2.1.1 SAR 공간 분해능 (Resolution)

SAR는 영상레이더 또는 합성 개구면 레이더

라고도 불리는데 안테나와 같은 개구면을 합성하

여 고분해능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레이더이다.

레이더의 분해능은 azimuth 방향과 elevation

방향의 분해능으로 구분되는 데 합성 개구면 기

술은 azimuth 방향의 이미지 생성에 이용된다.

그림 1. SAR 영상 획득 기하 구조 [2]

그림 1-(a)의 RAR (Real Aperture Radar)의 경우

azimuth 방향의 분해능은 아래 수식과 같다 [4].

  

 (1)

여기서 λ는 wavelength를 의미하며 D는

azimuth 방향의 antenna dimension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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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은 target range를 나타낸다. 따라서 RAR에서

azimuth 방향의 분해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파

수를 높이거나 target range를 줄이거나 안테나의

사이즈를 키워야 하는 데 높은 고도에서 운영되는

위성에서 탑재하는 레이더에서 수 미터급의 분해

능을 얻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레이더 안테나의 크

기가 수 km에서 수십 km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테나의 물리적인 사이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그림 1-(b)와 같이 RAR의 한계를 보완하여

SAR (Synthetic Aperture Radar)의 개념이 도입되

었으며 기존의 작은 안테나 사이즈로 목표물의 조

사 시간을 늘려서 마치 거대한 안테나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 영상레이더

SAR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얻어진 SAR의

azimuth 방향의 분해능은 아래 수식과 같다 [4].

  


(2)

Range 방향의 공간 분해능은 레이더가 구분해

낼 수 있는 두 개의 표적 간의 최소 거리로 정의

된다. 또한 range 방향의 분해능은 유효 펄스폭

(Effective Pulse Width: 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

은 펄스를 사용하면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

다. 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에너지의 짧은 펄스를

연속하여 방사하게 되면 전력에 한계가 있기 때

문에 펄스 압축 (Pulse Compression) 기술을 사

용하여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 펄스 압축

기술이란 그림 2와 같이 비교적 긴 방형 펄스에

선형 주파수 변조 (Linear Frequency Modulated)

Chirp 펄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2. Range 방향의 송신 펄스

선형 주파수 변조를 사용한 Chirp 펄스를 사

용하면 range 방향의 분해능은 유효 펄스폭에 비

례하는 수식과 펄스 대역폭 (Bandwidth: B)에 역

비례하는 수식을 얻을 수 있으며 다음 수식과 같

다 [4].

   

 


(3)

이상의 RAR과 SAR의 이론적인 분해능을 표

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Direction RAR SAR

Azimuth 





Range 





표 1. Spatial Resolution

2.1.2 SAR 모호성비

분해능과 함께 SAR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

한 성능 지표로는 모호성비 (Ambiguity Ratio)가

있다.

SAR 시스템 설계에서 핵심이 되는 key

element는 SAR 안테나 시스템이다. SAR 안테나

의 사이즈, 즉 azimuth dimension과 elevation

dimension에 따라서 3-dB 빔 폭이 결정되며 이

에 따라서 azimuth 방향의 분해능과 range 방향

의 swath width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SAR 안

테나의 빔 shape, 즉 부엽 레벨 (sidelobe level)

에 따라서 SAR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부엽 레벨에 따른 시스템 영향성을 판단하

는 지표가 모호성비이다 [1].

모호성비는 azimuth ambiguity와 range

ambiguity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Azimuth

Ambiguity to Signal Ratio (AASR) 그리고

Range Ambiguity to Signal Ratio (RASR)로 불

린다.

안테나 빔 패턴의 부엽 레벨로 인하여 수신된

SAR 신호는 원하는 신호와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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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guous 신호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SAR에서

이러한 ambiguity의 존재는 시스템 자체의 제한

사항이 되며 이러한 이유로 Ambiguity to Signal

Ratio (ASR)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Range ambiguity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원하는

신호 앞에서 송신한 신호 (preceding signal)와

원하는 신호 다음에 송신한 신호 (succeeding

signal)가 원하는 신호 (desired signal)와 동시에

수신됨으로써 발생한다.

RASR은 원하는 신호의 return 성분 (desired

return signal) 대비 원치 않는 ambiguous 신호

의 return 성분 (ambiguous return signal)의 비

로써 정의되며 아래 수식과 같다 [1].

 


  






  




(4)

여기서 Sai는 data record window에서 i번째

수신기에서의 range ambiguous power를 나타내

며 Si는 원하는 신호의 수신기에서의 수신

power를 나타낸다.

그림 3. Range Ambiguity의 기하 형상

Azimuth ambiguity는 chirp 펄스가 PRF

(Pulse Repetition Frequency) 간격으로 송신되므

로 주파수 domain에서 원하는 주파수 성분 외에

도 PRF 간격으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주파수 성

분이 중첩되므로 발생한다.

AASR은 주파수 domain에서 SAR azimuth

processing bandwidth (Bp) 이내의 원하는 신호

의 return 성분 대비 원치 않는 ambiguous 신호

의 return 성분의 비로써 정의되며 아래 수식과

같다 [1].

 ≈


 



 


   
 ≠ 




 



   ·

(5)

여기서 f는 Doppler frequency이며, G2(f) 는

Doppler frequency의 함수로 표현된 2-way

azimuth 안테나 패턴을 의미하며 N은 고려되어

야 하는 azimuth ambiguities의 개수를 의미한다.

2.1.3 SAR 운용 모드

SAR의 운용 모드는 크게 표준 관측, 광역 관

측, 고해상도 관측 모드로 나눌 수 있다 [3].

l Standard (Stripmap) Mode

표준 관측 모드는 그림 4와 같이 기존의 일반

적인 SAR 관측 모드로서 Standard 또는

Stripmap 모드로서 진행 방향으로 안테나 빔의

조향 없이 영상을 획득하는 운용 모드이다.

그림 4. Standard Mode (Stripmap Mode)

l Wide Swath (ScanSAR) Mode

광역 관측 모드는 그림 5와 같이 기존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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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모드에서는 swath width가 제한되었으나

SAR 안테나 빔의 elevation 방향으로의

electronic steering에 의해 안테나의 scanning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 개의 sub-swath를 스캔

하여 넓은 swath의 영상을 획득하나 azimuth 해

상도는 감소하는 관측 모드로서 Wide Swath 또

는 ScanSAR 모드로 불린다.

그림 5. Wide Swath Mode (ScanSAR Mode)

l High Resolution (Spotlight) Mode

고해상도 모드는 그림 6과 같이 SAR 안테나

빔의 azimuth 방향으로의 electronic steering에

의해 특정 지점에 대한 azimuth 빔 조향 시간을

늘려서 azimuth 방향의 고분해능 영상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측 모드로서 High Resolution

또는 Spotlight 모드로 불린다.

그림 6. High Resolution Mode (Spotlight Mode)

2.2 SAR 역사

SAR 기술의 기본 개념은 미국에서 최초에 시

작되었다. 1951년 Goodyear Aircraft Corporation

의 Carl Wiely에 의해 SAR 이론의 기본 이론이

된 Doppler Beam-Sharpening 개념이 제안되었

다. 이후 1957년에 Michigan 대학에서 optical

correlator를 이용하여 최초의 SAR 영상이 생성

되었으며 1972년 항공 SAR 시스템이 시연되었으

며 마침내 1978년 NASA/JPL에서 최초의 SAR

위성인 SEASAT을 성공적으로 발사 및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

는 많은 SAR 위성들이 개발되었으며 주요한

Spaceborne SAR 위성의 개발 역사는 다음 표 2

와 같다 [4][5].

위성명 발사 시기 개발국 주파수

SEASAT 1978 미국 L

ERS-1/2
1991

1995

유럽

(ESA)
C

JERS-1 1992 일본 L

SIR-C/X 1994 미국, 유럽 L, C, X

RadarSat-1 1995 캐나다 C

SRTM 2000 미국, 유럽 C, X

ENVISAT 2002 유럽 C

ALOS/

PalSAR
2006 일본 L

SAR-Lupe 2006 독일 X

TerraSAR-X 2007 독일 X

RadarSat-2 2007 캐나다 C

COSMO-

SkyMed-1/4

2007-

2010
이태리 X

TECSAR 2008 이스라엘 X

TanDEM-X 2010 독일 X

RISAT-1 2012 인도 C

HJ-1C 2012 중국 S

KOMPSAT-5 2013 대한민국 X

Sentinel-1A 2014 유럽 C

PAZ 2015 예정 스페인 X

SAOCOM-1 2015 예정 아르헨티나 L

표 2. SAR 위성의 개발 역사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8월에 다목적실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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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5호 (KOMPSAT-5)를 발사하였으며 현재 안정

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5호는 고

해상도 영상 획득을 위하여 X-band 주파수를 채

택하였으며 1 ~ 20m의 분해능과 5 ~ 100 Km의

관측폭을 목표로 탑재체가 설계되었다. 다목적실

용위성5호의 영상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KOMPSAT-5 Image (France, Paris)

3. 차세대 SAR 위성 기술 동향

3.1 Digital Beamforming

기존의 SAR 위성은 T/R module을 사용한

Analog RF beamforming 기술을 기본으로 한 시

스템이다. Analog beamforming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은 분산된 전력 방사 구조, 하드웨어

redundancy, 유연한 운용 모드의 장점을 가지지

만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진다.

Ÿ High Weight

Ÿ Low Efficiency

Ÿ High Power Consumption

Ÿ Limited Coverage versus Resolution

Ÿ Difficult Calibration

Ÿ High Cost

기존의 SAR 기술은 넓은 영역과 고 분해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제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고 분해능과 넓은 영역의 관

측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Digital beamforming (DBF) 기술이 제안되었다.

Analog beamforming이란 그림 8-(a)와 같이

위상 배열 안테나 (Phased Array Antenna)의 각

element로부터 수신된 echo 신호를 RF carrier

frequency 레벨에서 결합하여 Analog to Digital

(A/D) 변환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반해 Digital beamforming 방식은 그림

8-(b)와 같이 각 element 단위 또는 sub-aperture

또는 sub-array 단위로 Digital receiver를 구현하

여 각 단위로 A/D 변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Digital beamforming 방식의 장

점은 dynamic range를 개선할 수 있으며, 다양

한 빔들을 제어할 수 있고, 빔 제어에 있어 빠르

고 더 나은 amplitude와 phase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a) Analog Beamforming

(b) Digital Beamforming

그림 8. Analog vs. Digital Beamforming [12]

따라서 기존의 T/R module을 근간으로 한

Analog RF beamforming SAR 시스템 대비

Digital beamforming (DBF) SAR 시스템의 장점

은 다음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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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ystem이 Digital H/W로 구성됨

Ÿ System이 Software에 의해 Reconfigurable

Ÿ High Efficiency, Low Power Consumption

Ÿ Azimuth Resolution과 Coverage가 동시 개선

Ÿ Digital Calibration이 가능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시스템보다 data

rate이 증가하고 processing requirement가 높아진다

는 단점도 가진다. 기본적인 Digital beamforming

SAR 시스템의 개념은 그림 9와 같다 [6].

그림 9. Basic Concept of Digital Beamforming SAR

제안된 Digital beamforming SAR 시스템은

송신단과 수신단이 분리된 Bi-static SAR 시스템

으로 수신단에 Digital beamforming을 적용하는

개념 (Digital Beamforming on Receive)이다. 즉

수신 안테나를 개별 수신 채널을 가지는 여러 개

의 sub-aperture로 나누어 Digital beamforming

을 구현하는 개념이다. 개별 채널은 별개로 증폭

및 하향 변환되며 A/D 변환이 수행된다. 이렇게

개별로 수신된 신호들은 signal processor에 결합

되어 여러 임의의 빔 패턴을 가지는 multiple 안

테나 빔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수신단에 Digital beamforming을 수행

하게 되면 각 수신단이 개별적으로 신호를 수신

하므로 부가적으로 목표물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며 azimuth 방향으로 multiple 빔을

형성하므로 PRF를 늘리지 않고도 azimuth 분해

능을 개선하고 안테나 빔 패턴을 최적화 하여 모

호성비 (Ambiguity Ratio)를 개선할 수 있으며

넓은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Signal-to-

Noise Ratio (SNR)와 SAR 영상의 radiometric

분해능 역시 개선할 수 있다.

3.2 High Resolution Wide Swath (HRWS)

넓은 unambiguous swath coverage와 고 분해

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우주용 SAR 시스템

에서 모순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이러한 모순점

이 High Resolution Wide Swath (HRWS) SAR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기존의 넓은 관측폭을 가능하게 한 운영 모드

는 ScanSAR 모드였으나 azimuth 분해능을 저하

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즉 resolution과

ambiguity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고 분해능과

넓은 관측폭 (HRWS)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신

안테나를 azimuth와 elevation 방향으로 여러 개

의 sub-aperture로 분리하는 다양한 SAR 기술들

이 연구되었으며 그림 10과 같다 [9].

그림 10. Solutions for High Resolution Wide Swath

SAR Imaging

반사된 신호들은 여러 개의 sub-aperture에 의

해 수신되며 개별 저장 채널로 연결되는 구조인

Digial Beamforming on Receive 기술을 이용한

개별 sub-aperture 신호들의 결합은 digital 신호

의 저장 이후의 여러 개의 수신 빔들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0에서 붉은 점선으로 표

시된 영역들이 수신 빔을 보여 준다.

l 다중 빔 (Multi-Beam) 기법

다중 빔 기법은 기존의 side-looking SAR와

다르게 squint 영상 획득 기하구조를 적용하였으

며 좁은 면적에 대하여 azimuth 방향과

elevation 방향으로 좁은 수신 빔을 형성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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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획득하는 기법으로 높은 squint angle에 때

문에 공간 분해능과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l Displaced Phase Center Antenna (DPCA)

DPCA기법은 Along track 방향으로 phase

center를 여러 개로 분산 배치한 multiple

aperture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azimuth 수신 빔

을 형성하여 azimuth 방향으로 넓은 swath를 확

보하는 기법이다. 또한 azimuth ambiguity

suppression을 위해서는 전체 안테나의 길이를

이용하고 azimuth 분해능을 위해서는 개별

sub-aperture를 이용하게 되므로 고 분해능을 얻

을 수 있는 기법이다.

l Quad Array

Quad Array 기법은 DPCA 기법을 확장하여

azimuth 방향과 더불어 range ambiguity를 줄이

기 위하여 elevation 방향으로도 multiple

aperture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elevation

방향으로 송신 구간 동안 수신을 못하기 때문에

획득된 영상에서 range 방향으로 불연속 구간인

gap이 나타난다.

l High Resolution Wide Swath

이상의 기법들은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를 하나로 구현한 mono-static SAR 시스템이므

로 ambiguity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

나를 분리한 bi-static 구조의 High Resolution

Wide Swath 기법이 제안되었다. 별도의 작은 송

신 (Tx) 안테나가 넓은 영역을 조사하고

elevation방향으로 여러 개의 sub-aperture를 구

현하여 좁은 빔 폭을 가지는 azimuth 방향의 여

러 개의 수신 빔 안테나가 실시간 Digital

beamforming 기법을 적용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빔을 형성하여 수신함으로써 SCcanning On

REceive (SCORE) 라고 불린다. 즉 HRWS 기법

은 넓은 영역을 비추는 하나의 송신 안테나와 좁

은 빔 폭을 가지는 여러 개의 multi-aperture 수

신 안테나 구조를 결합한 것이다.

3.3 Multidimensional Waveform Encoding

앞에서 기술한 HRWS 기법은 넓은 영역을 조

사하는 작은 송신 안테나와 azimuth 방향으로는

DPCA 기법을 적용하고 elevation 방향으로는

multi sub-aperture를 이용한 elevation 빔 조향

을 가능하게 하는 수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azimuth ambiguity를 감소하고 관측폭의 감소

없이 SNR (Signal-to-Noise Ratio)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

테나를 별도로 구현해야 하며 이 때문에 다양한

운용 모드의 flexibility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SAR 시스템과 동일하게 송신 안

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하나로 구현한 HRWS 기

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앞에서 제시된

HRWS 기법의 경우 안테나의 수신단에 Digital

beamforming 기법을 적용하는 Digital Beam

-forming on Receive 방식을 적용하였지만 multi

-dimensional waveform encoding 방식은 안테나

의 송신단에 multidimensional encoding 방식을

적용한 Multidimensional Encoding on Transmit

방식이 제시되었다 [9].

l Non-Separable Azimuth Waveforms

본 기법은 안테나의 송신부에 azimuth 방향으

로 sub-aperture 별로 별도의 waveform

generator를 사용하여 서로 orthogonal

waveform을 송신하도록 하여 multidimensional

waveform 방식을 구현하는 것으로 그림 11과 같

다. 이러한 방식은 azimuth 방향의 ambiguities

를 감소하고 고분해능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즉 레이더 송신단에 공간적으로

다른 waveform을 사용하는 spatial modulation

diversity를 적용한 HRWS 방식이다.

그림 11 Transmitter for Multidimensional Waveform

En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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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ntra-Pulse Beamsteering in Elevation

본 기법은 안테나의 송신 신호를 elevation 방

향으로 elevation sub-swath 별로 서로 다른 시

간차를 주어 송신하는 multidimensional

encoding 방식으로 그림 12와 같다. 이 방식은

기존의 ScanSAR방식과 유사하나 모든

sub-swath의 반사된 수신 신호가 거의 동시에

수신되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receiving

window를 짧게 설정할 수 있으며 저장되는

data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수신부에서는 각

sub-swath 별로 Digital Beamforming on

Receive 기법을 적용하여 각 신호를 구분해 낼

수 있다.

그림 12 Intra-Pulse Beamsteering in Elevation

그림 13은 Multidimensional Encoding on

Transmit 기법과 Digital Beamforming on

Receive 기법을 적용하여 impulse response 특성

을 통한 ambiguity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는 지

보여주는 예이다.

가장 왼쪽 그림은 하나의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된 기존의 SAR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를 보여준다. Azimuth 방향으로 ambiguity가

크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DPCA 기법을 사용하여 수신기를 4개의

sub-aperture로 나눌 경우 azimuth ambiguity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그림은 앞에서

언급한 intra-pulse beamsteering 기법을 azimuth

방향으로 적용한 Multidimensional Encoding on

Transmit 기법을 사용하여 azimuth ambiguity

특성이 좋아지고 range ambiguity로 변환됨을 보

여준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elevation 방향으

로 Digital Beamforming on Receive를 적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azimuth와 elevation 방향 모두

ambiguity 특성이 현저히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3 Ambiguity Suppression by Multidimensional

Waveform Encoding

3.4 Terrain Observation by Progressive

Scans (TOPS)

단계적 스캔에 의한 지형 관측 모드라고 명명

된 TOPS (Terrain Observation by Progressive

Scans) SAR 모드는 기존의 ScanSAR 모드의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새로운 SAR 기법

이다. ScanSAR 모드는 안테나를 elevation 방향

으로 빔 steering하여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

지만 표적의 관측 시간이 짧아짐으로 인하여

azimuth 분해능이 낮아지며 영상의 amplitude

변조 특성인 scalloping 효과가 나타나며

azimuth에 따라 변하는 ambiguity ratio 특성이

좋지 않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법으로

제안된 것이 TOPS 기법이다.

TOPS 기법은 ScanSAR의 scalloping 현상과

azimuth-varying SNR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광역 관측 기법으로서 그림 14에

서와 같이 기존의 SPOT 모드와 반대로 (TOPS

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가 됨) 안테나 빔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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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속도로 backward 방향에서 forward 방향

으로 steering하면서 관측하는 기법이다 [10].

그림 14 TOPSAR Image Acquistion Geometry

TOPS SAR 기법의 경우 azimuth 방향으로 빠

른 안테나 빔 steering으로 인하여 관측 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aizmuth 분해능이 ScanSAR와 유

사하지만 모든 관측 영역에 대하여 동일한

azimuth 안테나 패턴으로 관측함으로써,

scalloping 현상을 제거하고 일정한 SNR을 유지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TerraSAR-X에서 시험

모드로 운영되었으며 최근에 발사된 Sentinel-1

위성의 경우 TOPS 모드가 IW (Interferometric

Wide Swath) 모드라는 이름으로 기본으로 적용

되었다. 독일의 SAR 위성인 TerraSAR-X는

azimuth 방향으로 충분한 빔 steering capability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OPS SAR 모드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영상은 그림 15와

같다. ScanSAR 영상 대비 TOPS SAR 모드로 수

행 시 scalloping 현상이 현저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11].

그림 15 TerraSAR-X (a) TOPS vs. (b) ScanSAR

Comparison

3.5 차세대 SAR 탑재체 기술 방향

이상으로 살펴본 차세대 SAR 탑재체 기술의

방향은 SAR 위성 분야에서 가장 기술을 선도해

가고 있는 독일의 SAR 위성 개발 로드맵을 살펴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13]. 현재 독일은

TerraSAR-X에 TOPS 모드를 성공적으로 시험 운

영하였으며 Sentinel-1에는 기본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0.5m 분해능 이하의 고해상도 위성인

TerraSAR-X2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와 병행하여

후속으로 HRWS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SAR 탑재체 기술은 TOPS 모드를 기본으

로 하고 주로 고해상도 또는 고해상도 광역관측

(HRWS)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6 The German SAR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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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광학 (Electro-Optic) 위

성을 주로 개발하여 왔으며 2013년 최초의 SAR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5호 (KOMPSAT-5)를 발사

하여 SAR 위성의 개발 대열에 합류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상 조건과 주야에 상관없이 영

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전천후의 특성으로 인하

여 SAR 위성에 대한 개발 수요는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보다 고해상도 (서브 미터

급) 기술 또는 고해상도 광역 관측 (HRWS) 기술

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해상도 기술은 기

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포화된 뒤에

주로 HRWS에 관한 연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논문에서는 SAR의 기본 개념 및 역사, 그

리고 차세대 SAR 위성의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

았다. Digital beamforming 기술과 고해상도 광

역 관측 (HRWS) 기술, multidimensional

waveform encoding 기술, 그리고 ScanSAR의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한 TOPS 기술까지 현재의

cutting edge 기술들을 살펴보았다. 지속적인

SAR 위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기술적인 트랜드를 분석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국

내의 차세대 위성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

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J. C. Curlander, “Synthetic Aperture Radar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John Wiley

& Sons, 1991

2. Kazuo Ouchi, 리모트센싱을 위한 합성개구레

이더의 기초, 2004

3. Alberto Moreira and Gerhard Krieger,

“Spaceborne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Systems: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evelopments”, 11th GAAS Symposium,

Munich, 2003

4. C. R. Jackson, J. R. Apel, Synthetic Aperture

Radar Marine User's Manual,

NOAA/NESDIS, 2004

5. 정호령, 임효숙, 외국 SAR 위성의 기술 개발

동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7권 2호, 2009

6. Marwan Younis, Christian Fischer, and

Werner Wiesbeck, “Digital Beamforming in

SAR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Vol.41, No.

71, 2003

7. Nicolas Gebert, Gerhard Krieger, and

Alberto Moreira, “Digital Beamforming for

High Resolution Wide Swath SAR Imaging”,

GeMiC, 2005

8. Gerhard Krieger, Nicolas Gebert, and

Alberto Moreira, “Digital Beamforming and

Multidimensional Waveform Encoding for

Spaceborne Radar Remote Sensing”,

Proceedings of the 4th European Radar

Conference, 2007

9. Gerhard Krieger, Nicolas Gebert, and

Alberto Moreira, “Multidimensional

Waveform Encoding: A New Digital

Beamforming Technique for Synthetic

Aperture Radar Remote Sensing”,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Vol.46, No. 1, 2008

10. F. De Zan and A. M. Monti Guarnieri,

“TOPSAR: Terrain Observation by

Progressive Scan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Vol.44,

No. 9, 2006

11. A. Meta, P. Prats, U. Steinbrecher, J.

Mittermayer, and R. Scheiber, “TerraSAR-X

TOPSAR and ScanSAR Comparison”, 7th

European Conference on Synthetic Aperture

Radar (EUSAR), 2008

12. www.radartutorial.eu/06.antennas/an51.en

.html

13. http://terrasar-x.dlr.de/papers_sci_meet_

4/general/werninghaus_The_german_nationa

l_SAR_programm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