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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Matrix Pencil Method 기반의 바이스태틱 MIMO 
레이더 표적 도래각 추정

DOD/DOA Estimation for Bistatic MIMO Radar Using 2-D 
Matrix Penci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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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바이스태틱 MIMO(Multi-Input Multi-Output) 레이더 시스템에서 다중 신호의 DOA(Direction of Arrival)의
추정을 위한 2차원 Matrix Pencil Method(MPM) 기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2차원 MPM은 낮은 SNR 환경에서도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적은 연산량으로 다수의 DOA 추정이 가능하고, 송신기에서의 표적 각도인 DOD(Direction of Departure)
도 동시 추정이 가능하다. 본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등간격 선형 배열구조의 MIMO 레이더 시스템에서 SNR
에 따른 DOA 및 DOD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확인하였고, 2차원 Capon 기법과 비교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pply the 2-D Matrix Pencil Method(MPM) to the estimation of the direction of arrival(DOA) of multiple signals 
of interest(SOIs) in bistatic MIMO radar. The 2-D MPM shows remarkable performance under a low SNR environment and low 
computational complexity to estimate the DOA of multiple SOIs. Also,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direction of departure(DOD) which 
is an angle from transmitter to target. To verify the proposed algorithm, we applied the proposed algorithm to a uniformly spaced linear 
array(ULA) and compared the RMSE(Root Mean Square Error) of DOA and DOD under the various SNR with those of the 2-D Cap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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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Multi-Input Multi-Output(MIMO) 레이더 기술은 위상 배

열 레이더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탐지 및 추적 레

이더 기술이다. MIMO 레이더 시스템은 개의 송신기

와 개의 수신기로 구성되고, 해당 송․수신기는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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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동일 각도상에 위치해 있거나, 다른 각도상에 위
치할 수 있다. 전자 방식을 Collocated MIMO 레이더라고
부르며, 후자는 Distributed MIMO 레이더라고 부른다[1],[2].

MIMO 레이더의가장 큰 특징은서로직교한송신파형
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송신파형이 서로 직교하게 되면
수신기에서 정합 필터를 사용하여 표적에 의해 반사된

각 송신파형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추출할 수 있고, 
기존 위상 배열 레이더에 비해 더 많은 표적의 정보를 제

공하게 된다[3].
기존 MIMO 레이더에 적용되는 DOA 추정 방법으로는

Capon, MUSIC(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 ESPRIT(Es-
timation of Signal Parameters by Rotational Invariance Te-
chniques)과 같이 visible region을 분할한 후 조향 벡터(st-
eering vector)를 스캔하여 얻어지는 스펙트럼 기반의

DOA 추정기법과 수신 신호의 고유치로부터 DOA를 추
정하는 MPM(Matrix Pencil Method) 등이 있다[5],[6]. 스펙트
럼 방법은 visible region에 대한 해상도가 낮으면 정확한
DOA 추정이 힘들고, 해상도를 높이면 연산량이 그에 비
례하여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MPM은 배열소
자가 동일평면 및 등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 하지만 MPM은 visible region에 대한 해상도와 상관없
이 고유치만으로 DOA를 추정하므로 배열크기에만 의존
하는 연산량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스펙트럼 기법은 배
열크기와 visible region의 해상도에 대하여 의존함으로 연
산량이 MPM에 비해 많이 요구된다.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 검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등간격 선형 배열 안테나의 경우를 가정하고, 다수의 신
호원의 DOD/DOA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양
한 SNR 환경에서 DOA 및 DOD 추정오차를 RMSE로 나
타내었고, 스펙트럼 기법중 하나인 2차원 Capon의 결과
와 비교하였다.

Ⅱ. 바이스태틱 MIMO 레이더 신호 모델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바이스태틱 MIMO 레이더의 시스
템은 의 등간격으로 배열된 개의 송신기와 의 등

간격으로 배열된 개의 수신기로 이루어진다. 또한, 송
신기와 수신기의 위치가 충분히 떨어져 있어 목표물로의

그림 1. 바이스태틱 MIMO 레이더 구조
Fig. 1. Geometry of bistatic MIMO radar.

 
DOD 및 DOA가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가정한다. 은 송
신기에서 바라본 표적의 각도, 는 수신기에서의 표적
의 각도이다. 해당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송․수신 신호의 대역폭이 매우 좁고, 

전파된 신호는 분산되지 않는 특성을 가정한다. 그리고
송신기에서 사용되는 송신파형은 서로 직교하며, 표적은
포인트 표적을 가정하고, 송신기, 수신기 및 표적은 정지
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송수신기간의 위상동기 및 시
간동기 오차는 무시한다.
위의 가정을 통해 송신기에서 의 각도에 있는 표적

에 도달한 신호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a x    (1)

  
는 레이더의 동작 주파수, 은 번째의 송신

안테나에서 송신된 기저대역 이산 신호, 은 번

째 송신기에서 표적까지 신호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을 의미한다. ･ 은 Hermitian transpose를 의미하며, N
은 송신파형의 기저대역 데이터 샘플 크기를 의미한다. 
식 (1)의 우변의 벡터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x   ⋯  
  (2)  

  

a       ⋯ 
  

  

(3)
  

･ 는 전치(Transpose)를 의미하며, x은 각 송신
안테나에서 송신신호 벡터, a는 송신안테나의 조향
벡터(steering vector)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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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수신기에서 수신한 신호는 다음 수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y 
  



b  a  x  (4)
  
수신 신호 벡터와 수신 배열의 조향 벡터는 아래와 같

이 구성된다. ･ 는 Conjugate를 의미한다.
  

y   ⋯  
  (5)

  

b  
 

 
 ⋯ 

 


 


(6)
  
K는표적의개수를의미하며, 는표적의 RCS에비례

하는 복소진폭을 의미한다. 는 표적으로부터 n번째
수신기까지의 신호도달 시간을 의미한다. 는 송신 배
열에서의 k번째표적의각도이며, DOD가된다.   는수
신 배열에서의 k번째 표적의 각도이며, DOA를 의미한다. 
또한, 은 백색 잡음 벡터이다.
식 (4)의 수신 신호를 기저대역 데이터 샘플만큼 얻은

후에 정합 필터에 통과시키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

을 수 있다. 
  

Y 
  



b   a  XX H  X H 
(7)

  
식 (7)에서 X는 xx⋯x 를 의미하며, 

는  ⋯ 을 의미한다. 또한, Y은
 ×의 크기를 갖는 행렬이 된다. X의 각 행은 서
로 직교하므로 XX H는 단위행렬이 되게 된다. 식 (7)의
우변 두 번째 항은 잡음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잡음의
경우, 정합 필터를 통과하면 그 영향이 감소하고, 송․수
신배열이 각각 등간격 선형 배열이라고 가정하면 번째

수신기의 번째 정합 필터에서의 출력 신호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exp

 sinsin

      
≡

  



TkR         (8)

여기서

Tk≡ exp 
 sin   (9)

 

R k≡ exp 
 sin    (10)

 

이다. 위에서정리된지수함수를이용한신호모델을 MPM
에 적용하여 DOA 및 DOD를 추정한다.

Ⅲ. DOD 및 DOA 추정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DOA 추정을 위해 Matrix Pencil Method 
(MPM)를 사용하였다. 해당 기법은 수신 신호 벡터의 고
유치를 통해 신호성분만을 선택한 후 고유치 문제를 풀

어서 DOA를 추정하는 방법이다[5]. 본 논문에서는 2차원
MPM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존 1차원 MPM의 내
용에 대해 설명한다.

3-1 1차원 Matrix Pencil Method

등간격 선형 배열 안테나에서 입사각 를 갖는 개

의 신호에 대한 n번째 선형 배열소자에서의 수신 신호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6].

 

  
  



exp
 sin     

(11)
 

여기서 는 k번째 신호의 복소진폭, 는 배열 안테나의
간격, 은 배열소자의 수, 는 k번째 표적의 입사각을

의미한다. 식 (11)에서 ≡ exp
 sin 라고했

을 때, 식 (11)은 아래와 같이 간략히 표현된다.
 

  
  






(12)
 

이 때, 는 신호의 입사각에 의한배열소자 간의 위상
차를 의미하며, z-변환에서 pole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수
신 신호로부터 이러한 pole을 획득하면 신호원의 입사각
을 추정할 수 있다. 얻어진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Hankel 
행렬을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Y 











  ⋯ 
  ⋯ 
⋮ ⋯ ⋱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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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에서 은 pencil 계수로써 일반적으로   근
처의 정수값을 사용한다. 또한, 개의 신호를 추정하기
위해선 ≤  ≤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위에서 얻은 Hankel 행렬의 마지막 열을 제거한 행렬

을 Y  , 첫 번째 열을 제거한 행렬을 Y 이라고 할 때 각

행렬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ZLAZR (14)

  Y   ZLAZdZR (15)
 
이 때,
 

ZL










  ⋯ 
  ⋯ 
⋮ ⋮ ⋱ ⋮


    

   ⋯ 
    (16)

  

ZR










  ⋯ 

  

  ⋯ 
  

⋮⋮ ⋱ ⋮

 ⋯ 
   (17)

  Zd diag⋯ (18)
  A diag⋯ (19)
 

이다. 이 때 pole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Zd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Y 

†Y 의 고유치 해석 방법이 있다. 이 때
･ †는 Moore-Penrose pseudo inverse를 의미한다. 그러나
수신 신호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으면 Zd에 신호뿐만 아
니라 잡음에 대한 정보가 함께 포함되므로 신호의 개수

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렬 Y의 고유치
를 이용한다. 행렬 Y에 SVD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표
현된다.

 

Y  UV H (20)
 U와 V는 unitary 행렬이고,  ⋯ ⋯
는 Y의 고유치를포함하는 대각행렬이 된다. 일반적으로
좋은 SNR 환경에서 행렬 의 고유치는 개의 우위의

(dominant) 값을 갖고, 나머지 고유치들은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이 때 고유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점, 혹은 임

계값 위에 있는 고유치의 개수를 원신호의 개수 라고

정한다. 이를 통해 식 (20)의 위의 과정을 통해 행렬 U의
개의 행만 선택하여 새로운 행렬U를 생성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고유치 벡터 zk
를 얻어낼 수 있다.

 

zk eigU 
†U  (21)

 

여기서U 와
U 은 각각

U의 마지막 행과 첫 번째 행이
삭제된 행렬이다. eig･ 는 고유치를 구하는 연산을 의
미한다. 위에서 얻어진 zk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DOA를 추정할 수 있다.

  

  sin 
lnzk  (22) 

3-2 2차원 Matrix Pencil Method

1차원 MPM은 pole이 1개인 등간격 위상 배열 안테나
의 신호구조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바이스
태틱 MIMO 레이더는 송수신기에서 표적 간의 위치가 상
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표적에 2개의 pole이 존재하게 된
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스태틱 MIMO 레이더 기
반의 DOD 및 DOA 추정을 위해 2차원 MPM을 적용한다
[7]. 식 (8)에서 얻어낸 수신 신호를 통해 블록(block) 
Hankel 행렬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n r n t










 ⋯ 

⋮ ⋱ ⋮
⋯ ×

(23)

위의 블록행렬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행렬 Y diag를
구할 수 있다.

 

Y diag










   ⋯ 

   ⋯ 

⋮ ⋮ ⋱ ⋮
 ⋯   ×    (24)

 

파라미터 와 은 아래와 같은 값을 만족하는 값이

어야 한다.
 

  ≥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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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고,      이다. 일
반적으로 는 의 반올림 값을 사용하며, 은
의 반올림 값을 사용한다. 얻어진 행렬 Y diag에
SVD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Y diag UV H (26)
 

1차원 MPM에서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고유치의 크기
를 이용하여 추정된 신호의 개수 로부터 행렬Y diag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diag UV H (27)

 
U와 V는 각각 U와 V의 첫 번째 개의 행만 선택

된 행렬이다. 그리고는 개의 우위의 고유치만 존재

하는 대각행렬이다.
위에서 얻어진 Y diag를 이용하여 송신배열과 관련된

pole인 Tk와 수신배열과 관련된 pole인 Rk를 얻을 수 있
는데, 이때 각각의 pole은 서로 동일한 표적으로 묶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pole paring이라고 한다.

3-2-1 Tk  추출

Y diag로부터 첫 번째 행이 제거된 행렬을 M , 마지
막   행이 제거된 행렬을 N 이라고 할 때 Tk 
⋯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

 

Tk eigN
†M (28) 

3-2-2 Rk  추출

Y diag로부터 첫 번째 열이 제거된 행렬을 M , 마지
막   열이 제거된 행렬을 N 이라고 할 때 R k 
⋯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

 

Rk eigN
†M (29) 

3-2-3 Pole Paring

Y diag로부터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제거된

행렬을 M , 마지막   행과 마지막 열이 제거된 행렬

을 N 이라고할때 D k  ⋯는아래와같은수
식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

D k eigN 
†M (30)

 
위에서 얻어낸 Tk와 Rk를 통해 DOD와 DOA를 추정

할 수 있다. 해당 수식은 아래와 같다.
 

   sin 
lnTk      sin 

lnRk  (31)
 
위에서 얻어낸 DOD와 DOA들은 동일한 표적에 대한

짝으로 맞춰 주어야 한다. 이 과정을 pole paring이라고 하
며, Tk와 R k의 곱과 D k가 일치하는 짝을 찾으면 된다. 
이 과정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TiR jTiR j D k    ⋯  (32)
 
위의 과정을 통해 동일표적에 대한 DOD와 DOA를 찾

아낼 수 있다.

Ⅳ. 연산복잡도 비교

본 논문에서는 2차원 MPM과 대표적 스펙트럼 방법인
2차원 Capon의 연산복잡도를 비교하였다. 연산복잡도는
근사적으로 알고리즘의 곱연산 개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2차원 MPM의 연산복잡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고유치 연산을 위한 SVD 과정이다. 본 논문의 신호
모델의 SVD의 연산복잡도는 근사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8].

 


 








 







(33)
 
또한, 2차원 Capon의 연산복잡도는 행렬곱과 역행렬연

산, 그리고 조향벡터의 스캔 해상도에 의해 결정된다[9]. 
이를 통해서 연산복잡도는 근사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34)
 
여기서 는 DOD 추정을 위한 visible region 내의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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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이고, 는 DOA 추정을 위한 해상도 수이다. 
송신기의 개수와 수신기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2

차원 MPM의 연산복잡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35)
 
또한 Capon의 연산복잡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36)

 
위의 식 (36)의 첫 번째 항은 Capon을 수행하기 위한

행렬 구성 및 공분산행렬의 역행렬 연산을 의미하며, 
MPM의 연산복잡도와 거의 동일한 복잡도를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MPM과 Capon의 연산복잡도 차이는 식
(36) 우변의 두 번째 항에 의해 결정된다. 이 항은 조향벡
터를 조향하는 과정이다. 조향 단위각도가 감소하면 그에
반비례하여 연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일반적인
MIMO 레이더 시스템에서는 송신기 개수에 비해 많은 수
신기 개수를 사용한다.   ≪이라는 가정하에 식

(33)과 식 (34)를 통해 제안한 방법은 
의 복잡도

를 갖고, Capon은 



의 복잡도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2차원 MPM의 연산복잡도는 2차원 Capon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Ⅴ.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등간격 선행 배열 안테나를 송신기와

수신기에 사용하였다. 송수신기 배열의 크기는 각각

   ,   이고, 배열간격은     으

로 설정하였다. 송신파형 x은 서로 직교하도록 설정
하였고, 이에 따라 송신파형 x의 공분산 행렬은 단위
행렬이 된다. 해석환경은 SNR=5～20 dB이고, 송신파형
의 기저대역 데이터 수 (Data sample)는 N=32개이고, 

와 는 각각 181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표적
의 위치는 송신기에서 바라본 표적의 각도    °
°° 이고, 수신기에서바라본표적의각도   °
° °로 설정하였다. 잡음은 열잡음으로 백색 Gau-

그림 2. SNR에 따른 수신 신호의 정규화된 고유치
Fig. 2. Normalized singular values of received signal acc-

ording to the SNR.
 

ssian 잡음함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MPM에서 신호의
개수 K를 추정하기 위해서 정규화된 고유치의 임계값

(threshold value) 를 —10 dB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추정된 표적의 DOA 및 DOD 성능 지표로 식 (37)과
같이 정의된 RMSE를 사용하였다.

RMSE 





 
  



    

       



(37)
  
또한 잡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식 (37)의

RMSE를 1,000번 반복 후 그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2는 SNR이 5 dB, 10 dB, 15 dB, 20 dB일 때의 수신 신호
의 정규화된 고유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임계값
—10 dB 이상의 고유치만 신호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4가지 경우 모두 표적의 수를 3개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SNR이 저하되면 신호와 잡음의 경계가 모호해져 표적의
개수를 추정하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림 3은 SNR의 변화에 따른 RMSE를 비교한 결과이

다. 일반적으로 좋은 SNR 환경에서는 Capon의 성능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MSE의 단위는 degree이며, 
MPM의 RMSE가 좋은 SNR 환경에서 약 0.2°보다 작기
때문에 실질 성능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위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송신기와 수신기

의 곱에 따른 이론적인 연산복잡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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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apon과 MPM의 DOD/DOA 추정 오차
Fig. 3. DOD/DOA estimation errors of Capon and 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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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apon과 MPM의 연산복잡도 비교
Fig. 4. Comparison of complexities of Capon and MPM.

 
송․수신기의 개수가 각각 15개인 경우에 MPM의 연산
속도가 Capon에 비해 50 dB, 약 300배 빠른 것으로 예측
되었다. 또한, 와 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비례하여

Capon의 연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해석에 사용된 Intel Core i7-3820 CPU @ 3.6 

GHz의 성능을 갖는 컴퓨터에서는 1,000회의 수행시간을
통해 2차원 MPM은 평균 약 5 ms의 수행시간이소요되었
고, 2차원 Capon은 약 2초의 수행시간이 소요되어, 본 제
안 알고리즘이 400배 빠른 연산속도를 보였다. 이론적 연
산복잡도와 해당 연산 속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론

적으로 나타낸 연산과정이 근사적으로 표현되었고, 시뮬
레이션 상에서 사용되는 함수의 실제 연산을 모두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바이스태틱 MIMO 레이더의 DOA 및
DOD 추정을 위해 기존의 스펙트럼 방법에 비해 배열 안
테나 상에서 적은 연산량과좋은추정 성능을 갖는 2차원
Matrix Pencil Method 기반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기존 위상 배열 레이더는 표적의 위치정보를 갖는

pole이 하나이기 때문에 1차원 MPM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바이스태틱 MIMO 레이더는 표적의 위치에 대한 pole이
2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원 MPM을 적용하여
DOD 및 DOA를 추정하였다. 표적의 개수를 추정하기 위
하여 수신 신호의 고유치 중 임계값 이상의 고유치 만을

표적신호로 설정하였다. 성능비교를 위해 기존 2차원
Capon의 결과와 비교하였고, 낮은 SNR 환경에서는 더 좋
은 결과를 보였다. 다만 잡음에 의해 수신 신호의 고유치
가 열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매우 낮은 SNR의 경우,  
성능에 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 연산속도는 본 제안 알고
리즘이 2차원 Capon에 비해 약 400배 이상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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