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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태틱 레이다 측정 신호를 이용한 표적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rget Recognition Using Bistatic Measured 
Radar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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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시간 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의 바이스태틱 레이다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한 측정 데이

터를 이용한 표적 구분에 관한 연구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F-14, Mig-29, F-22 스케일 모델에 대하여

30°, 60°, 90° 바이스태틱 각도에서의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시간-주파수 영역 해석법인 단시

간 퓨리에 변환(Short Time Fourier Transform)과 연속 웨이브릿 변환(Continous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여

특성 벡터를 추출하고, 신경망 구분기를 통하여 표적 구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바이스태틱 각도에

따라 표적 구분 성능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특히, 60° 바이스태틱 각도에서 가장 좋은 구분 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research about radar target recognition using the measured radar signals from MSU(Michgan 
State University) bistatic radar system. In this research, we first did the bistatic measurements at 30°, 60°, 90° using 
F-14, Mig-29, and F-22 scale models. Then, we extract the target feature vectors using time-frequency analysis methods 
such as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and CWT(Continous Wavelet Transform) and perform the target classi-
fication test using MLP(Multi-layerd Perceptron) neural network. The results show that the target classification perfor-
mance is too much dependent on the bistatic angles and the best performance is obtained at the 60° bistatic angle. 

Key words : Bistatic Radar, Feature Extraction, Time-Frequency Analysis, MLP Neural Network, Target Classi-
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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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레이다라고 하면 주로 송․수신기의 위치가 동일

한 모노스태틱 레이다를 일컬었으며, 이는 역산란

신호가 큰 표적들을 탐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세

계 많은 선진국들이 레이다에 탐지되지 않는 군사적

은폐 기술인 스텔스(stealth) 표적을 개발함에 따라

그에 따른 위협이 점증되고 있으며, 이를 탐지 및 인

식하기 위한 레이다로 송․수신기의 위치가 분리되

어 있는 바이스태틱 레이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1]～[5]. 스텔스형 표적은 전파 흡수체(RAM: Radar 
Absorbing Material)와 역산란 신호를 최소화 하는 스

텔스 디자인(design) 기술을 이용하여 모노스태틱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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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에는 잘 탐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산란 신

호를 최소화한 스텔스 디자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서는 모노스태틱 레이다보다 바이스태틱 레이다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6].
바이스태틱 레이다의 기본 개념은 1950년대에 개

발되었다. 하지만 모노스태틱 레이다 시스템에 비해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선진국에서 실제 연구하고 제

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복잡한 계산을 수

행할 수 있게 되어 바이스태틱 레이다 기술은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7]. 뿐만

아니라 TV 방송 송신기, SAR 영상 획득 및 표적 구

분, 항공 레이다, 침입 감지 센서 등 여러 분야에 걸

쳐 바이스태틱 레이다가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

다[8]～[10].  
레이다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나라에는 바이스태

틱 레이다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진 반

면, 국내에서는 아직 바이스태틱 레이다 측정 시스

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 바이스태틱 레이다와 관련한

연구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시간-주파수 영역 해석법인 단시간 퓨리

에 변환(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과 연속

웨이브릿 변환(CWT: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을 이용한 표적 구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시뮬레이

션을 통해 계산된 선형 표적을 이용한 모노스태틱

RCS와 바이스태틱 RCS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모노스태틱 RCS뿐만 아니라 바이스태틱 RCS를 이

용하여도 충분히 좋은 구분 성능을 가짐을 보였으며
[11], 모노스태틱 레이다 측정 신호를 이용하여 스케

일 모델에 대한 표적 구분 연구를 통해 광대역 레이

다 신호가 표적 인식 성능을 향상시킴을 보였다[12].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에서 보유하

고 있는 아치 레인지(arch range)를 이용하여 F-14, 
MIG-29, F-22 3기종의 스케일 모델에 대해 30°, 60°, 
90°의 바이스태틱 각도에서 레이다 측정 신호를 획

득하여, 바이스태틱 레이다 측정 신호를 기반으로

교정을 거친 후, 시간-주파수 영역 해석법인 STFT와
CWT를 이용하여 표적들의 특성 벡터인 산란점과

공진 주파수를 동시에 추출하였다. 추출된 특성 벡

터들은 다층 퍼셉트론(MLP: Multi-Layered Percep-
tron) 신경망 구분기를 이용하여 표적을 구분하였다. 

바이스태틱 레이다 측정 신호를 기반으로 표적 구분

실험을 수행한 결과, 바이스태틱 각도에 따라 표적

구분 성능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 바이스태틱 측정 시스템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나 포항공대(POSTE-
CH) 등에서는 단축거리 측정 시스템인 컴팩트 레인

지(compact range)를 이용하여 모노스태틱 레이다 측

정은 가능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바이스태틱 레이

다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본 논문에서

는 미시간 주립대에서 보유한 아치 레인지(arch ran-
ge)를 이용하여 바이스태틱 레이다 측정 신호를 획

득하였다. 본 장에서는 바이스태틱 레이다 측정 시

스템의 측정 방법 및 교정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한다. 

2-1 바이스태틱 측정 방법 및 측정 시스템

그림 1은 미시간 주립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간

영역 측정 시스템(time-domain measurement system)
인 아치 레인지(arch range)의 전체 구성도를 보여주

고 있다. 아치 레인지는 스텝 프리퀀시(stepped-fre-
quency) 신호를 생성하며 표적에 맞고 들어오는 신

호를 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석기(network analy-
zer), 송신 안테나가 설치되는 원형 레일, 표적물을

올려놓고 회전시키기 위한 지지대(positioner), 그리

고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PC 세트로 이루어진다.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는 2～18 GHz 대역 특성

을 가지는 혼(horn) 안테나를 이용하며, 유전체 렌즈

는 평면파(plnae wave)를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한다. 원형 레일은 직경 6.096 [m], 높이 1.2 [m]이며, 
표적은 원형 레일의 중신에 위치하는 스치로폼(sty-
rofoam) 지지대에 놓인다. 스치로폼 지지대의 높이

는 안테나의 높이와 일치하게 하여 가장 균일한 입

사파(uniform incident wave)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원형 레일 주변에는 전파 흡수체(microwave 
absorber)를 배치하여 반사파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

다[13].

2-2 바이스태틱 측정 시스템의 교정 기법

미시간 주립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스태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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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시간 주립대의 바이스태틱 레이다 측정 시

스템

Fig. 1. Bistatic radar measurement system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정 시스템의 교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표적 신호를 측

정하기 전에 배경 신호(background signal,  )를
측정한다. 다음으로 14 [inch] 직경을 가지는 구에 대

한 신호( )를 측정한 뒤, 표적 신호( )
를 측정한다. 표적에 대하여 측정을 완료한 뒤 곧바

로 배경 신호와 구에 대한 신호를 다시 한 번 측정한

다. 배경 신호와 구에 대한 신호를 다시 한 번 더 측

정하는 이유는 긴 시간동안 표적에 대하여 측정되기

때문에 측정 후반 시간부에 측정되는 신호의 배경

신호와 구에 대한 신호가 측정 전반 시간부의 신호

들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들을 최소화시

키기 위하여 측정 전반 시간부에 사용될 교정 신호

와 측정 후반부에 사용될 교정 신호를 따로 측정하

는 것이다. 측정된 신호들을 가지고 교정을 진행하

는 절차는 다음 식 (1)과 같다.

     

    

(1)
 

여기서,  ,   그리고 는 각각 IF-
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시간 영

역 신호로 변환된 표적 신호, 배경 신호, 구에 대한

신호이다. 위 식에서 시간 영역의 표적 신호로부터

배경 신호를 빼 주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안테나 사

이의 간섭(cross talk)을 제거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

로 구에 대한 신호에서 배경 신호를 빼 줌으로써, 안
테나 사이의 간섭을 제거시킨다. 각각 계산된 신호

를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이용하여 다시 주

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한 후, 나누어 준다.
다음 과정은 식 (1)에서 계산된 신호를 IFFT를 통

하여 시간 영역의 신호로 변환한 후 시간 게이팅

(time gating)을 이용하여 제거되지 않은 잡음 신호들

을 다시 한 번 제거한 후, 를 얻는다.

    
×  (2)

 
최종적으로, 식 (2)에서처럼 FFT를 통하여 

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후, 14[inch] 직경

을 가지는 구에 대하여 Mie Series[14]로 계산한 이론

치(  )를 곱하여 잡음이 제거된 표적 신호

(  )를 얻을 수 있다.

Ⅲ. 표적의 특성 벡터 추출

본 논문에서는 STFT와 CWT를 이용하여 표적들

의 특성 벡터를 추출하였다[11]. 참고문헌 [11]에는

STFT와 CWT 구현 식을 이용하여  × 차원의 특

성 벡터 행렬을 얻는 방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또
한, 신경망 구분기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성 벡터의 차원을 압축하는 방법으로서 STFT, 
CWT 각각의 특성 벡터를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TFT의 특성 벡터를 압

축하는데 사용된 방법을 일정한 크기의 차원 압축이

라고 하였으며, CWT의 특성 벡터를 압축하는데 사

용된 방법을 정보 추출을 고려한 차원 압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압축 방법들을 STFT와 CWT에 관계

없이 적용하여 신경망 구분기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3-1 일정한 크기의 차원 압축

앞서 언급한 STFT와 CWT로부터 얻어지는  ×

 차원의 특성 벡터 행렬을 TF라고 한다면, 
이 TF행렬을 개의 시간 밴드와 개의 주

파수 밴드로 등분한다. 이렇게 등분된 TF 행
렬의 시간 밴드 해상도( )는 로 정의된다. 
또한, 주파수 밴드 해상도()는 로 정의된

다. 따라서 번째 시간 밴드와 번째 주파수 밴드에

서의 특성 벡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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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원   (b)  ×차원으로 압축

(a) ×  dimension   (b) Compression with ×

그림 2. 일정한 크기의 차원 압축

Fig. 2. Compression of feature vector dimension with 
fixed size.

 
위 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림 2와 같다. 그림 2(a)는 압축되기 이전의  ×

차원의 TF  특성 벡터 행렬이며, 그림 2(b)는
 × 차원을  ×차원으로 압축시켜 준 것이다. 
그림과 같이 하나의 시간 밴드와 주파수 밴드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값들의 합이 하나의 값으로 압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특성 벡터 차원수를 줄여줌으로써

메모리가 절약되며, 신경망의 구조가 간단해서 신경

망의 학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2 정보 추출을 고려한 차원 압축

본 논문에서는 후기 시간 영역이 시작하는 시간

은 입사파가 표적을 가로지르는 최대 시간의 2배
로 정의하였다[15]. 을 기준으로 ≦ 영역을 초

기 시간 영역,   영역을 후기 시간 영역으로 나

눌 수 있다. 효율적인 정보 추출을 위하여 초기 시간

영역과 후기 시간 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의 특성에

알맞게 특성 벡터를 압축한다.
초기 시간 영역의 특성 벡터 압축은 먼저 초기 시

간 영역을 개의 시간 밴드와 개의 주파수 밴드

로 나눈다. 초기 시간 영역에서는 시간 해상도가 더

좋아야 하므로 를 보다 크도록 결정한다. 이렇
게 나눠진 TF  행렬의 초기 시간 영역의 시

간 밴드 해상도()는 로 정의되며, 주파수 밴

드 해상도()는 로 정의된다. 번째 시간

밴드와 번째 주파수 밴드에서의 특성 벡터 

는 식 (4)와 같다.

 (a) × 차원   (b)  ×   ×  
                            차원으로 압축

 (a) × dimension     (b) Compression with      
  ×   × 

그림 3. 효율적인 정보 추출을 고려한 차원 압축

Fig. 3. Compression of feature vector dimension consi-
dering efficient feature extraction.

 

 
 







 






TF
(4)

 
후기 시간 영역의 특성 벡터 압축은 먼저 후기 시

간 영역을 개의 시간 밴드와 개의 주파수 밴드

로 나눈다. 후기 시간 영역에서는 주파수 해상도가

더 좋아야 하므로 을 보다 크도록 결정한다. 이
렇게 나눠진 TF행렬의 후기 시간 영역의 시

간 밴드 해상도( )는 를 후기 시간 영역이 끝

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에 로 정의

되며, 주파수 밴드 해상도( )는 로 정의된

다. 번째 시간 밴드와 번째 주파수 밴드에서의

특성 벡터 은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TF
(5)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 차원의 특성 벡

터를  ×    × 차원의 특성 벡터로 압

축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

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a)는  ×  차
원의 특성 벡터이며, 그림 3(b)는 효율적인 정보 추

출을 고려하여  ×    ×   차원으로 압

축한 특성 벡터를 보여주고 있다.

Ⅳ. 측정 및 구분 결과

4-1 표적의 RCS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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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에 사용된 표적

Fig. 4. Targets used for measurement.

 
본 논문에서는 미시간 주립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치 레인지(arch range)를 이용하여 표적의 RCS 데
이타를 획득하였다.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폭은 4 
GHz로서, 2～6 GHz이며,  100개의 포인트로 샘플링

하였다. 측면 각(aspect angle)은 표적의 전체를 측정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표적

의 양쪽은 같은 모양이므로 같은 RCS를 갖는다는

가정으로 표적의 머리 부분을 0°로 하였을 때 75～
105°까지 0.5°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표적으로는 F-14, MIG-29, F-22 3기종의 스케일 모델

이며,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4-2 특성 벡터 추출

먼저, STFT를 이용하여 얻어진 M=N=100인 특성

벡터 행렬을 일정한 크기의 차원 압축 방법을 이용

하여 J=10의 시간 밴드와 K=10의 주파수 밴드로 나

누어 특성 벡터를 압축함으로써, K×J=100차원의 특

성 벡터를 얻게 된다. 또한, 주파수 영역의 CWT를
이용하여 얻어진 M=N=100인 특성 벡터 행렬을 일

정한 크기의 차원 압축 방법을 이용하여 J=10의 시

간 밴드와 K=10의 주파수 밴드로 나누어 특성 벡터

를 압축함으로써, K×J=100차원의 특성 벡터를 얻게

된다.
효율적인 정보 추출을 고려한 압축 방법을 이용

하기 위하여 STFT와 CWT 각 행렬을 =3.625 nsec
를 기준으로 초기 시간 영역과 후기 시간 영역으로

나눈다. 초기 시간 영역은 다시 =10개의 시간 밴

드와 =5개의 주파수 밴드로 나눈다. 후기 시간 영

역은 다시 =2개의 시간 밴드와 K e=25개의 주파

수 밴드로 나눈다. 따라서, 압축된 특성 벡터의 차원

(a) 바이스태틱 60°         (b) 바이스태틱 90°
(a) Bistatic angle=60°       (b) Bistatic angle=90°

그림 5. 바이스태틱 RCS를 이용한 CWT 스펙트로그램

Fig. 5. CWT spectrogram using bistatic RCS.

 
수는 10×5+2×25=100이 된다. 다음 그림은 F-22의 측

면각 90°에 대하여 바이스태틱 각도 60°와 90°에서

계산된 RCS를 이용한 100×100차원의 CWT 스펙트

로그램이다.

4-3 표적 구분 실험

본 논문에서는 표적을 구분하기 위해서 2개의 은

닉층(hidden layer)을 가지고 있는 MLP 신경망을 이

용하였다. 1번째 은닉층은 입력 특성 벡터 차원의

1/2개의 뉴런을 가지며, 2번째 은닉층은 1번째 은닉

층 뉴런 수의 1/3개의 뉴런을 갖는다. 각 표적에 대

한 75°, 75.5°, 76° …, 104.5°, 105°의 특성 벡터 데이

타에서 소수 각도의 데이타를 신경망 학습 데이타로

사용하였으며, 정수 각도의 데이타를 테스트 데이타

로 사용하였다. 구분확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0회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MLP 신경망의 학습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백색 가

우시안 잡음(wihte Gaussian noise)을 추가하여 잡음

에 매우 강건한 구분기를 얻게 되었다
[13]. 바이스태

틱 각도별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특성 벡터

차원 압축 방법을 찾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60° 바이스태틱 각도의 RCS를 이용하며, STFT로 추

출한 특성 벡터를 효율적인 정보 추출을 고려하여

차원을 압축한 방법과 CWT로 추출한 특성 벡터를

일정한 크기로 차원을 압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다른 각도의 바이스태틱 각도 RCS를 이용했을

때보다 약 12～14 % 가량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이
로서, 30°, 60°, 90° 바이스태틱 각도 중 최적의 바이

스태틱 각도는 60°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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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바이스태틱 각도에 따른 표적 구분 확률 및

표준편차(괄호 안) [%]
Table 1. Target classification percentages and its stan-

dard deviation(in parenthesis) for various bis-
tatic angle [%].

바이스

태틱

각도

특성 벡터

추출방법

SNR[dB]

—10 —5 0 5 10

30°

효율적인 정보

추출을 고려한

차원 압축 STFT

46.4 48.7 55.8 73.0 87.0

(2.8) (2.9) (3.2) (4.2) (2.7)

일정한 크기의

차원 압축 CWT
45.1 48.3 58.4 76.9 87.1
(2.9) (3.3) (2.8) (3.1) (2.3)

60°

효율적인 정보

추출을 고려한

차원 압축 STFT

55.4 64.5 74.8 84.7 90.2

(3.3) (3.3) (2.8) (2.7) (2.4)

일정한 크기의

차원 압축 CWT
52.7 67.1 79.3 86.7 93.6
(3.8) (4.5) (2.8) (2.7) (1.8)

90°

일정한 크기의

차원 압축 STFT
41.1 43.7 58.2 72.1 82.9
(3.9) (4.0) (3.9) (3.5) (2.9)

일정한 크기의

차원 압축 CWT
40.7 45.1 62.7 73.9 84.4
(3.5) (3.6) (5.2) (3.5) (2.8)

 

다음으로는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을 이용하

여 각 표적 간의 혼동관계를 알아보았다. 혼동 행렬

은 실제 표적과 구분된 표적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로서 행렬의 대각선 원소의 값이 실제 표적과

구분된 표적이 일치함을 의미하며, 혼동 행렬의 각

원소들의 값은 다음의 식에 의해 구해진다[12].
 

 총 표적 수 × 테스트에 사용된 각도 수 
올바르게 구분된 총 횟수

×

(6)
 
표 2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CWT의 특성 벡

터를 일정 크기로 차원을 압축하는 방법을 이용한

표적 구분 실험에 대하여 SNR이 0 dB일 때, 각 바이

스태틱 각도에 대한 혼동 행렬을 나타낸다. 
표 2를 보면 모든 바이스태틱 각도에서 특히 F-14

와 MIG-29 스케일 모델이 서로 혼동 관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이스태틱 30°와 90°에서는 MIG- 
29가 F-14로 구분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바이

스태틱 60°에서는 F-14가 MIG-29로 구분되는 경우

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SNR=0 dB에서의 바이스태틱 각도별 혼동 행

렬 [%]
Table 2. Confusion matrix versus bistatic angle at SNR 

=0 dB [%].

(a) 바이스태틱 각도 30°

실제 표적
구분된 표적

F-14 MIG-29 F-22
F-14 61.94 23.16 14.90

MIG-29 26.19 49.07 24.74
F-22 12.29 23.48 64.23

(b) 바이스태틱 각도 60°

실제 표적
구분된 표적

F-14 MIG-29 F-22
F-14 78.10 16.97 4.93

MIG-29 11.22 80.13 8.65
F-22 10.29 10.19 79.52

(c) 바이스태틱 각도 90°

실제 표적
구분된 표적

F-14 MIG-29 F-22
F-14 69.06 18.10 12.84

MIG-29 29.90 50.90 19.20
F-22 17.87 14.10 68.03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바이스태틱 측정 레이다 신호를

이용하여 표적 구분 실험을 진행하였다. 3기종의 스

케일 모델들에 대해 30°, 60°, 90°의 바이스태틱 각도

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시간-주파수 영역 해석법인 STFT와 CWT를 이

용하여 표적들의 특성 벡터인 산란점과 공진 주파수

를 동시에 추출하였다. 추출된 특성 벡터를 차원 압

축을 수행한 후,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바이

스태틱 각도에 따른 표적 구분 성능을 비교해 보았

다. 실험 결과, 바이스태틱 각도에 따라 표적 구분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0°, 60°, 90°의 바이스태틱 각도 중 60°의 바

이스태틱 각도에서 다른 바이스태틱 각도들보다 약

12～14 % 정도 더 우수한 표적 구분 성능을 갖는 것

을 확인함으로써 30°, 60°, 90°의 바이스태틱 각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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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바이스태틱 각도는 60°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혼동 행렬을 통해서 표적들 간에 혼동 관

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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