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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퀸트 SAR(synthetic aperture rdar) 시스템을 위한 최적화된 RCM(range cell migration) 궤적 특성함수를
기하학적 접근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SAR 영상복원과정을 통해 검증한다. 이를 위해 회전 변환된 좌표평면으
로부터 스퀸트 SAR 시스템의 거리방정식을 분석하고, FMCW-SAR(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SAR) 신호모델
과 Fourier 변환을 기반으로 한 신호변환과정을 통해 도플러영역 RCM 특성함수를 유도한다. 기하구조를 이용해 유도된
도플러영역 RCM 특성함수는 RDA(range Doppler algorithm) 기반 스퀸트 SAR 영상복원을 위한 RCM 보정과정과 정합필
터과정에 기준함수로써 적용되며, 그 최적화된 특성을 비교/검증한다. 예측결과 대비 분석결과는 스퀸트 각도 45° 이내
의 분석범위에서 약 5 % 오차를 포함한 해상도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n optimized characteristic function of the range cell migration(RCM) trajectory for a squint synthetic-aperture
radar(SAR) system is analyzed using a geometric approach, and its performance is validated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an SAR
image. To achieve this, a range equation of a squint SAR system is developed in a rotational transformed coordinate, and the
characteristic function of the RCM trajectory is transformed to the Doppler domain using a frequency-modulated continuous wave-SAR
signal model and Fourier-transform-based signal transformation process. This formula developed through geometric analysis is applied
in RCM correction and matched filtering for squint SAR image processing. Its optimized performance is compared and validated in
the same proces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olution included an error of approximately 5 %, compared with the predicted
result, in the analysis range within a squint angle of 45°.
Key words: RCM Trajectory, Geometric Analysis, FMCW-SAR, Range-Doppler Algorithm

Ⅰ. 서

론

스퀸트 SAR 시스템은 스퀸트 설정각도를 ‘0°’로 하는

기존 SAR 시스템의 운용조건을 벗어난 설정에서 SAR 신
호를 수집하고 처리함으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나, 스퀸
트 설정각도가 ‘0°’를 벗어나면서 수신신호의 비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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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같은 영상복원을 위한 좌표정보의 왜
곡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스퀸트 SAR 수신신호 특성변
화는 기존 SAR 시스템에 최적화된 다양한 신호모델과 신
호처리기법이 스퀸트 SAR 시스템을 위해 더이상 유효하
지 않음을 의미한다. 스퀸트 SAR 시스템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호처리기법과 분석법이 연구
되고 있으며, 크게 수신신호모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기하구조를 이용한 분석 방법으로 나뉜다 ～ .
최적의 성능을 유지한 SAR 영상처리를 위한 두 접근방법
은 INS(inertia navigation system) 센서로부터 제공되는 플
랫폼 위치와 자세 등의 기하정보 정확도에 의존적인 특
성이 있으며, 특히 기하구조를 이용한 스퀸트 SAR 분석
기법은 이 부분에 취약한 특징을 갖지만, 이상적인 조건
의 기하구조로부터 스퀸트 설정각도 변화에 따른 SAR 수
신신호 특성변화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론적으
로 분석하기 위한 장점도 갖는다 ～ .
본 연구에서는 스퀸트 SAR 시스템의 최적 영상복원을
위해 RCM 궤적 특성함수를 스퀸트 SAR 기하구조를 통
해 그 변화를 분석하며, 도플러영역 RCM 특성함수를 얻
기 위한 FMCW-SAR 신호모델 변환과정에 관해 설명한
다. 최적의 RCM 특성함수는 RDA(range Doppler algorithm)
기반의 영상복원과정에 적용하여 그 최적화된 특성을 기
존 RCM 궤적 특성함수와 비교/검증한다.
(skewness)

[1] [6]

[5] [7]

Ⅱ. SAR 기하구조와 신호특성

이상적인 SAR 기하구조와 영상복원을 위한 좌표정보
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목표물을 중심으로
스퀸트 각도 변화에 따른 합성개구면(synthetic aperture)의
위치 이동과 그로 인한 좌표정보의 왜곡 등이 수신신호
에 미치는 영향을 기하구조를 통해 분석한다.
2-1 SAR 시스템 기하구조

차원의 SAR 기하구조는 전파진행방향 과 빔 중심
을 고려해 경사거리방향(x ) 기준면의 2차원 구조로 단순
화되어 안테나와 목표물 간 거리변화, 그리고 스퀸트 설
정각 변화에 따른 합성개구면 위치 이동, 그리고 이에 따
른 수신신호 좌표정보의 왜곡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다
(
)

3

sl

스퀸트

시스템 기하구조

그림 1.
SAR
Fig. 1. Geometry of squint SAR system.

만, 합성개구면의 유효길이(또는 최대길이)는 안테나 반
전력빔폭과 비행고도에 의존적이며, 이를 반영한 경사거
리평면 상의 2차원 구조로 단순화 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스퀸트 SAR 시스템의 수신신호 특성변화
를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목표물을 중심으로 스퀸트 설
정각도에 따라 합성개구면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동일 목표물의 신호특성 변화를 분석한다(그림 2).
[5],[6]

2-2 스퀸트 SAR 신호특성 및 RCM 궤적 변화

영상복원을 위한 신호처리 과정은 안테나와 목표
물 간 거리변화를 나타내는 거리방정식과 도플러 신호영
역의 RCM 궤적 기반으로 각각의 보정과정과 정합필터
등을 수행한다. 스퀸트 각도 설정에 따른 거리방정식 및
RCM 궤적 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2차원 구조의 SAR 시스템 RCM 특성을 도식화하였
다. 그림2(a)는 스퀸트 각도 설정이 ‘0°’인 기준 조건(예,
zero-squint 경우)으로 지면거리 기준 목표물 중심(x ,y )으
로부터 안테나의 거리방정식은 식 (1)과 같다 .
SAR

c c

[5]

 
    

(1)

이때, 스퀸트 각도 설정이 (φ ≠0)인 경우, 그림 2(b)와
합성개구면의 중심위치는 u 에서 u 로 이동하며, 목표물
과의 거리방정식은 위의 식 (1)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때,
거리변화는 그림 2(b)의 ‘(1) squint, non-skewed’ 영역의
RCM 궤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스퀸트 각도 설정
에 의한 전파진행방향()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설정(예,
sq

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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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퀸트 각도

인 경우

(a)
(φsq=0)
(a) Zero-squint case

설정에 의한 전파진행방향 변화를 고려한 RCM 궤적은
‘(2) squint, skewed’ 영역의 비틀린 좌표정표에 동일한 거
리 방정식 식 (1)의 거리가 반영되어 기존 좌표평면에 표
현된다. 이때, 전파진행방향()과 비행방향()은 비틀린
좌표정보의 기저벡터성분으로 작용하며, RCM 궤적은 전
파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좌표정보(′ )로 재설
정될 수 있다. 새로운 좌표정보를 기준으로 한 RCM 궤적
은 기준신호와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되고, 이를 직접 기준
신호와 좌표평면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목표물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표정보를 회전시키는 좌표변환을 시도할 수
있다 .
그림 2(c)는 비틀린 좌표정보 ‘(2) squint, skewed’에 표
현된 신호특성을 스퀸트 설정각도 만큼 회전시켜 기준좌
표 위에 중복해 도식화한 것이다. 스퀸트 설정에 의한 비
틀린 좌표정보를 목표물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 변환시
킨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앞서 신호처리를 위한 새롭
게 추가된 기저벡터(′ ) 성분도 함께 회전 변환된다.
요약하면 각 단계는 스퀸트 각도 설정에 의해 합성개
구면 중심 이동과 그에 따른 목표물 중심과의 거리 변화
그리고 좌표정보의 비틀림(skewness) 정도에 의해 왜곡된
좌표평면에 의해 스퀸트 SAR 수신신호의 RCM 궤적이
결정되며, 이는 회전변환된 좌표계를 이용해 기준 신호와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거리-비행방향 기하구조 내
에서 분석된 RCM 궤적 특성함수는 다음 장에서 거리-도
플러 신호영역의 특성함수로 변환/분석된다.
[7]

스퀸트 각도 ≠ 인 경우

(b)
(φsq 0)
(b) Squint case

2-3 스퀸트 SAR 좌표변환 및 RCM 특성함수, R’(u’)

회전 좌표변환된 경우

(c)
(c) Rotated coordinate transform case

차원 경사거리 평면상의

궤적 변환과정

그림 2. 2
RCM
Fig. 2. Transform procedure of RCM trajectory on 2D
slant- range plane.

으로 표현된 것이다. 다시 말해, 스퀸트 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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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념적으로 설명한 스퀸트 SAR 신호특성 및
RCM 궤적 변화를 거리방정식과 좌표변환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거리( 또는 ) -비행방향() 신호영역의 특성
함수를 유도할 수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도식화된 기준
좌표(‘zero-squint’ 경우)와 스퀸트 각도에 의해 비틀린 좌
표(‘squint’ 경우) 그리고 이를 회전시킨 좌표정보를 이용
해 단계별 RCM 궤적의 특성함수를 분석한다.
그림 3의 좌표변환 과정을 식 (1)의 거리방정식을 이용
해 수식으로 나타내면, 먼저 ‘zero-squint’ 경우, 기준좌표
정보를 적용한 식 (1)의 거리방정식을 ‘squint’ 경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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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   sin   



  cos

  sin 

   ‧ cos  cos sin  



경우 정상 좌표

(a) Zero-squint
(
)
(a) Zero-squint case(non-skewed grid)



   cos    ‧ sin  
sin    ‧ cos



(4)

경우, 거리방정식 식 (2)는 비틀린 좌표평면에
나타내기 위해 (x ,y)-성분으로 분해한 식 (3)은 다시 목표
물 중심점(x ,y )을 기준으로 회전시킨 좌표평면의 (x ,y )성분으로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의 회전변환된 좌표정보는 개념적으로 그림 3(b)
에서 그림 3(c)의 좌표로 회전된 결과이며, 그림 3(c)는
SAR 영상처리를 위한 추가된 기저벡터(
′ ) 성분으로의
리샘플링 과정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회전된 좌표와 리
샘플링 과정을 거쳐 스퀸트 SAR 시스템의 비틀린 좌표특
성이 새로운 직각좌표로 변환되는 (de-skewing)과정을 도
식화한 것이다. 식 (4)의 결과식 중 x -성분은 식 (1) 거리
방정식의 회전변환된 좌표계(local coordinate) 내 표현식
이 되며, 이는 식 (5)와 같이 스퀸트 SAR 시스템을 위한
거리방정식(R’(u))이 된다.
‘squint’

sl

c c

경우 비틀린 좌표

(b) Squint
(
)
(b) Squint case(skewed grid)

φ φ

φ

변환좌표 회전 및 리샘플링

(c)
(
)
(c) Transformed grid(rotating & re-sampling)

스퀸트

′    cos  ‧ sin 

좌표 변환 과정

그림 3.
SAR
Fig. 3. Conversion process of squint SAR grid.
c

sl

 
    

(2)

 cos   sin

(3)

그림 2(c)의 ‘(3) squint, rotated grid & RCM’ 영역에 적
용된 좌표정보는 식 (3)을 목표물 중심(x ,y )을 기준으로
스퀸트 설정각도(φ ) 만큼 회전시킨 것으로 식 (4)와 같
이 전개될 수 있다. 회전변환된 좌표의 x-,y-성분은 각각
x 와 y 로 나타낸다.
sq

φ

φ

이때, 식 (4)의 y -성분은 비행방향(u)성분과 회전변환
좌표계에서 추가된 방향(u’)성분의 관계식 식 (6)을 제공
하며, 이를 식 (5)에 대입해 u’으로 표현된 회전변환 좌표
평면 내 거리방정식(R’(u’)) 식 (7)을 구할 수 있다.
φ

방정식 식 (2)와 같이 중심거리(R ) 변화를 반영해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스퀸트 SAR 신호특성을 그림 3(b)의 비틀
린 좌표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거리방정식 식 (2)는 경
사거리평면 상의 (x ,y)-성분으로 구분하여 식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 c

(5)

′  sin    ‧ cos

′   ‧ sin 
→  
cos

(6)

′′



 ′tan
여기서 ′      tan 
 cos′



   ′     

cos













(7)

식 (7)의 스퀸트 설정각도를 ‘φ =0°’로 할 때, 기존 거
리방정식 식 (1)과 같은 식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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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퀸트 SAR 시스템 RCM 특성함수

해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회전 변환된 좌표계에서 얻어진 스퀸트
SAR 시스템의 RCM 특성함수(R’(u’))를 도플러영역의 특
성함수(R’(k ’))로 변환/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신호변
환과정은 FMCW-SAR 신호모델을 기반으로 분석되었으
며, 송․수신 신호의 주파수하향변환(frequency down conversion)과정을 거친 비트주파수(beat frequency)로부터 거
리정보를 획득는 FMCW 레이다 시스템 특성상 거리-도
플러 신호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파수-도플러 신호영
역이 적용된다 .
u

[8]


′
′′   tan 

′
cos 
    ′


(11)



R’(u’)을 미분한 식 (11)은 앞선 식 (10)에 대입하여 k ’
과 u’의 관계식 식 (12)를 완성할 수 있다.
u


′
 tan 
′       

cos 
   ′
(12)





3-2 도플러 영역 RCM 특성함수, R’(ku’)

과 u’의 관계식 식 (12)는 A(u’)식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A(u’)에 대한 이항정리로 A(k ’)식 식 (13)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식 (7)에서 정의된 A(u’)식을 u’에 대한 이
항정리로 또 다른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ku’

u

3-1 FMCW-SAR 신호모델 기반 신호변환과정

스퀸트 SAR 시스템의 RCM 궤적을 나타내는 특성함수
(R’(u’)) 식 (7)로부터 도플러영역의 RCM 특성함수를 유
도하기 위해 u’과 k ’의 관계를 FMCW-SAR 신호모델의
Fourier 변환과정에서 유도할 수 있다. POSP(principle of
stationary phase) 근사기법으로 유도된 관계식은 다음 식
(8)～(10)과 같이 정리된다 .
식 (8)은 FMCW-SAR 신호모델을 기반으로 한 (f,u’)-신
호영역의 수신신호를 나타내며, 목표물 지연시간(τ’)은
스퀸트 SAR 시스템의 RCM 특성함수(R’(u’))를 포함한다.
u

 ‧ cos ‧ 
 ′   


     cos ․  






  ′       tan 



(13)

[6],[8]




′ exp      ′′  









∞



exp

 ∞

(8)



→ ′    tan   ′ ‧ cos

(14)

앞서 유도된 두 관계식 식 (13)과 식 (14)를 스퀸트
시스템의 RCM 특성함수(R’(u’)) 식 (7)에 대입하여
도플러영역 RCM 특성함수(R’(k ’)) 식 (15)를 유도할 수
있다.
u

∞

exp′

′  ′  

∞







   ′      ′′ ′




(9)



(10)
식 (9)～(10)은 (f,u’)-신호영역의 수신신호를 도플러
(k ’)영역으로 변환하기 위한 Fourier 변환과 POSP 식을
요약한 것이다 .
식 (10)은 식 (11)의 미분식을 풀어 정리되며, 그 과정
은 다소 지루한 풀이 과정이 되지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식 (7)에서 정의된 A(u’)식을 이용




    ′′ ′′  

′ 
′


u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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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an 




    ′      

cos


 ′tan

   tan    ′  ‧ sin 



(15)

위 식 (15)는 스퀸트 SAR 시스템을 위한 도플러 신호
영역의 RCM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함수로써 스퀸트 SAR
영상복원을 위한 다음의 영상처리 과정에 적용되어 그
최적화된 특성을 분석/검증한다.
3-3 RCM 보정값, ΔR’(ku’)

스퀸트 SAR 시스템을 위해 최적화된 RCM 특성함수

스퀸트 SAR 시스템을 위한 최적화된 RCM 궤적의 기하학적 분석

식 (15)는 RDA(range-doppler algorithm) 기반 영상복원과
정 중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한 RCM 보정과정에 적
용하여 기존 RCM 특성함수를 대체할 수 있다. RCM 보
정을 위한 보정값(ΔR’(k ’))은 회전 변환된 좌표계(local
coordinate) 내에서 중심거리(R )를 기준으로 할 때, 식
(16)과 같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u

0

∆′  ′   ′ ′  

(16)

Ⅳ. 모의실험 성능분석 결과

스퀸트 SAR 시스템에 최적화된 RCM 특성함수를 적용
한 RDA 기반 영상복원 특성은 표 1의 FMCW-SAR 시스
템 제원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분석한다.
4-1 RDA 기반 스퀸트 SAR 영상복원 응용

기반 스퀸트 SAR 영상복원 과정은 기존 RDA 영
상처리 과정의 전․후 단계에 회전 변환된 좌표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과 변환좌표를 원래 좌표정보
로 되돌리는 후처리 과정이 추가된다(그림 4 및 Fourier 변
환의 회전속성(rotation property) 참고문헌 [6] 참조)(그림 5).
RDA 기반 영상처리과정의 입력자료로 회전변환을 거
친 전처리된 신호는 RCM 특성함수(R’(ku’)) 식 (15)를 적
용한 RCM 보정과정과 정합필터과정을 거쳐 스퀸트 SAR
RDA

항공기 기반

기반 스퀸트

영상복원 과정

그림 4. RDA
SAR
Fig. 4. RDA-based squint SAR image reconstruction.

시스템 제원

표 1.
FMCW-SAR
Table 1. Specification of airborne FMCW-SAR system.
Items

Spec.

Note

Frequency

X-band

BW=500 MHz

Chirp rate(Kr)

5e11 Hz/s

tsweep=1 ms

Range bins

1,252 samples

fs 1.2 MHz

Azimuth bins

2,001 samples

-

SA length

120 m

-

Altitude

1 km

-

HPBW

φ=5°, θ=50°

(azimuth, elevation)

Incident angle

θinc=45°

-

Scene center

xc=1 km

(ground range)

Squint angle

φsq=0° 45°

～

≈

전처리 결과 비교 적용 전․후

그림 5.
(
)
Fig. 5. Comparison of pre-processing results(before & after).

영상으로 복원되며, 이를 원래 좌표평면으로 회전(‘rerotating’)시켜 지면으로 투영하는 과정으로 영상복원이
이루어진다.
그림 6은 약 120×200 m의 합성개구면과 주사폭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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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스퀸트

영상복원 과정

그림 6. RDA
SAR
Fig. 6. Squint SAR focusing process by RDA.

스퀸트 SAR 영상을 모의실험한 것으로 20 m 간격 9개 목
표물을 이용해 회전 변환된 좌표평면에서 적용된 RCM
보정과 정합필터 그리고 원래의 좌표평면으로의 변환과
지면으로 투영된 스퀸트 SAR 영상복원 과정을 나타낸다.
4-2 Squint SAR 영상복원 결과

그림 7은 스퀸트 설정각도(예, φ =10°) 조건에서 기존
RDA 영상처리 과정과 스퀸트 SAR 시스템에 최적화된
RCM 특성함수와 전처리과정을 적용한 영상처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본 모의실험 결과는 새로운 RDA 영상처
리기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앞서 스퀸트
SAR 시스템 기하구조와 FMCW-SAR 신호모델을 이용해
최적화시킨 RCM 특성을 기존 RDA 영상처리기법에
전․후처리 단계를 추가하여 수신신호의 비틀림(skewness) 특성 보정효과와 목표물 분산전력패턴(power-spill)
변화 등의 특성변화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된 결과이다.
스퀸트 설정각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RCM
특성함수를 적용한 경우는 영상복원 성능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퀸트 설정각도 φ =10° 이상인 조
건에서는 영상복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열화된 복원성능
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스퀸트 SAR 시스템에 최적화된
RCM 특성함수를 적용한 경우, 회전변환된 좌표정보와
최적화된 특성함수로 수신신호 비틀림 보정(de-skewing)
효과와 RCM 보정과정의 정확도를 개선한 방법을 기존
sq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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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퀸트

영상복원 결과 비교

그림 7.
SAR
Fig. 7. Comparison result of reconstructed squint SAR images.

영상처리과정에 적용하여 이론적 해상도에 부합된
결과 예측결과
모의실험결과 Δ
를 확인하였다 단, 해상도는 경
사거리를 기준면으로 복원된 영상으로부터 분석된 결과
이다. 또한, 해상도 예측값은 앞선 식 (12) k ’과 u’의 관계
식과 식 (6) u’과 u의 관계식으로부터 도플러 주파수(최대
값 k ,최소값 k )와 대역폭(BW )을 계산하며, 방위방
향 해상도는 식 (17)의 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된다 .
RDA
(
ΔR=0.3 m, Δu=0.183 m,
R=0.286 m, Δu=0.181 m)
.

u

+
u’

u’

(ku’)

[5]



′∈  ′ 
′  → ∆  
′

(17)

4-3 스퀸트 SAR 해상도 분석결과

그림 8은 앞서 설명한 RDA 기반 영상복원기법을 적용
한 모의실험 결과로서 스퀸트 설정각도 φ =0～45° 범위
내 스퀸트 SAR 복원영상 결과예시이며, 그림 9는 스퀸트
설정각도를 1° 간격으로 변화시켜 모의실험된 SAR 복원
영상으로부터 분석한 해상도와 식 (17)을 통해 예측한 해
상도 분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복원영상 내 목표물 분산전력패턴으로부터 측정된 해
상도 분석결과(그림 9. ‘․’)는 식 (1)을 기반으로 최적화
되기 전 예측결과(그림 9. ‘×’)와 최적화된 식 (12)을 이용
한 예측결과(그림 9. ‘―’)를 비교해 최적화된 예측결과에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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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 5 %의 오차성분을 포함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m

Ⅴ. 결

스퀸트

영상복원 결과예시

～

그림 8.
SAR
: (φsq=0° 45°)
Fig. 8. Example of reconstructed squint SAR images:
(φsq= 0° 45°).

～

론

본 연구에서는 스퀸트 SAR 시스템에 최적화된 RCM
특성함수를 얻기 위한 기하학적 분석법과 FMCW-SAR
신호모델의 신호변환과정을 이용한 최적의 도플러영역
RCM 특성함수 풀이과정을 제시하였으며, 분석된 RCM
특성함수의 성능분석을 위해 RDA 기반 영상처리과정에
회전변환좌표를 적용한 전처리과정을 추가한 영상복원
과정과 복원영상의 해상도 분석결과에 관해 설명하였다.
스퀸트 SAR 시스템을 위해 최적화된 RCM 특성함수를
이용한 RCM 보정 및 해상도 분석/예측 정확도는 모의실
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약 5 % 오차성분을 포함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최적화된 RCM 특성함수와 앞선 제시된 회전 변환된
좌표정보는 RDA 기반 영상처리 과정의 전․후처리 좌표
변환과정을 추가하여 쉽게 적용 가능하며, 이론적 스퀸트
SAR 해상도 분석/예측을 위한 이론적/기하학적 접근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이용한 스퀸트 SAR 시스템 운용을
위한 최적 운용/설정 조건을 예측하기 위한 기법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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