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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거리에있는목표물의영상을획득하기위하여 UWB 

레이다를 이용한 Bistatic ISAR(Bistatic 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 B-ISAR) 이미징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
고 있다. 최근 드론과 같은 소형 무인 항공기의 등장으로

시간-주파수 변환에 요동보상을 적용한 UWB 레이다
바이스테틱 ISAR 이미징

Bistatic ISAR Imaging with UWB Radar Employing Motion 
Compensation for Time-Frequency Transform

장 문 광․조 춘 식*

Moon-Kwang Jang․Choon-Sik Cho*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간-주파수 변환에 요동보상을 적용한 UWB 레이다 Bistatic ISAR (Bistatic 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B-ISAR) 이미징에 적용하여 레이다 이미징의 선명도와 품질을 개선하였다. UWB 레이다를 사용하여 제안하는
시간-주파수 알고리즘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B-ISAR 알고리즘 절차, 시간-주파수 변환과 요동보상 개선 등 필요
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B-ISAR 이미징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였으며, UWB 바이스테틱 ISAR 이미징 생
성시 요동보상을 적용한 시간-주파수 변환 기법인 STFT(Short-Time Fourier Transform), GWT(Gabor Wavelet Transform), 
WVD(Wigner-Ville distribution) 방식을 차례대로 구현하였다. 그리고 STFT, GWT와 WV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B-ISAR 
이미징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WVD가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영상이 선명하고, 퍼짐 현상이 줄어듦
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mproved the clarity and quality of the radar imaging by applying motion compensation for time-frequency trans-
form in B-ISAR imaging. The proposed motion compensation algorithm using UWB radar is verified. B-ISAR algorithm procedure and 
time-frequency transform for improved motion compensation are provided for theoretical ground. The image was created by a UWB 
Radar B-ISAR imaging algorithm method. Also, creating a B-ISAR imaging algorithm for motion compensation of time-frequency trans-
formation method was used. The B-ISAR Imaging algorithm is implemented using STFT(Short-Time Fourier Transform), GWT(Gabor 
Wavelet Transform), and WVD(Wigner-Ville Distribution) approaches. The performance of STFT is compared with the GWT and WVD 
algorithms. It is found that the WVD image shows more clarity and decreased spread phenomenon than other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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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도로 침투하는 경우, 기존의 레이다를 가지고는 탐지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가격이 저렴한 UWB 레이다를
이용하여 저고도 및 근거리에 있는 목표물의 영상을 획

득하기 위하여 UWB 레이다를 이용한 B-ISAR(Bistatic In-
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이미징 기술이 필요하다. 
B-ISAR는 송신과 수신 안테나가 일정한 각도로 떨어져
있어 ISAR의 기하학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B-ISAR로 이미징을 얻고자 할 때 표적의 움직임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이미지의 퍼짐 현상으로
목표물 인식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선명
도를 높이고, 퍼짐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목표물의 움직
임을 요동보상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주파수 변환에 이용하는 STFT, 

GWT, WVD의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
고, 요동보상을 적용한 B-ISAR 이미지를 생성하여 병진
운동 요동보상과 회전운동 요동보상 후 영상을 구현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표적의 병진운동
성분이 없는 환경에서 표적의 불균일한 회전운동 성분

(rotational motion)에 대한 보상을 시간-주파수 기법들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목표를 위해 먼저 표적의
병진운동요동보상(Translational Motion Compensation: TMC)
이 보상되었다는 가정을 하여 Pitch, Yan 및 Roll에 의한
표적의 회전운동 성분 보상으로만 연구를 수행하였습니

다. 그리고 바이스태틱각도가 일정하므로 PSF의 퍼짐 현
상이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    

Ⅱ. UWB 레이다를 이용한 B-ISAR 

B-ISAR에 시간-주파수 변환을 적용하기 위하여 레이
다와 물체의 실험 환경이 매우 중요하므로, 송신 안테나
와 수신 안테나의 위치를 회전판 중심으로 고정하여 수

신 산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이미징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전체적인 B-ISAR의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낸 구성도를 사용하여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각도는 목표물을 기준으로 40°를 유지하
고 안테나와 물체의 거리는 4 m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리
고, 물체를 지속적으로 회전하기 위하여 조건에 따라 한
바퀴를 회전하는 회전판을 만들어 Pitch, Yan 및 Roll이

그림 1. B-ISAR 구성도
Fig. 1. B-ISAR configuration.
 
발생할 수 있도록 중심에서 0.35 m 떨어진 곳에 모형 항
공기를 설치 회전시켜 요동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그림 2에서는보다 자세한 B-ISAR 이미징 절차를 나타

내었는데, 1단계로 UWB 레이다를 사용하여 송신파를 송
신하고, CPI(Coherent Processing Interval) 동안 목표물로부
터 산란파를 수집한다[1]～[3]. 이렇게 수집한 수신 신호는
A/D 변환기를 통하여 디지털화 한 후, M 교차범위(cross 
range)와 N개의 펄스를 수집하여 M×N의 행렬을 얻는다
[19]. 2단계로 CFAR을 이용하여 목표물 만을 추출한다[4]. 3
단계로 N개의 펄스에 대하여 1차원 거리방향으로 1-D 
IFT(Inverse Fourier Transform)를 적용한다[5],[6]. 

4단계에서는 결합 시간-주파수 변환(Join Time-Frequen-
cy Transform) 기법을 모든 범위의 셀 값에 적용한다. 여
기에서도플러축은다음식 (1)을 사용하여 이동 범위 축
을 교체할 수 있다. 

 

 cos

 ×

(1)
 

여기서 y는 이동 범위 변수, 는 실시간 도플러 주파수

이동, 는목표물유효회전속도, 는 주파수 중심의 파

장 길이, 는 초기 바이스태틱 각도이다. 5단계에서는
거리 셀에 시간-주파수 변환을 적용한 후에 시간방향-교
차방향 상자를 구성한다. 이 상자는 시간 상수 선택에 거
리-도플러 이미지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목표물
의 B-ISAR 이미지는 N개의 거리-도플러에서 시간-거리-
주파수를 분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B-ISAR의 기하학적 구조는 산란되는 반사 중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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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ISAR 이미징 구성도
Fig. 2. B-ISAR imaging structure.

기준으로 하여 목표물을 직각좌표 축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은 B-ISAR의기하학구조를나타내고있으며, 여

기서 벡터      과      은

기하구조시스템   내에서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
나의 벡터 중심을 가리킨다. 또한, 벡터    

   
은 기하학적 구조  ′  내에서  산란

점에서의 위치 벡터이다.  는 순간시간 d일 때
목표물의 질량중심의 현재 위치 벡터이다 [2]. 이 기하학
적 구조를 이용하여 운동 벡터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며, 
송신 안테나로부터 목표물의 질량 중심까지 거리 벡터는

식 (2)와 같다.
  

      

     


  (2)
  

여기서 V는 목표물의 속도 벡터, N은 펄스의 수, 는

펄스 반복주기를 나타낸다. 목표물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수신기까지 거리 벡터를 구하면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그림 3. B-ISAR의 기하학적 구조
Fig. 3. B-ISAR geometry.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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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송신기로부터 목표물의  산란점까지의 방향 거리

벡터는 다음 식 (4)와 같다. 
  


      ･ 

     


   (4)
  

여기서 M은 좌표변환행렬구조이다.  ′와 가동일

선상에 있다면 식 (5)와 같다.
  

  


cos sin 
 sin cos 

  






(5)
  

여기서   는  ′  와   축사이에서 정의된 각도의 가
속도 벡터이다. 한편, 목표물의  번째 산란점으로부터
수신 안테나까지의 거리벡터는 다음 식 (6)과 같이 된다.

  


      ･ 

     


     (6)  

송신과 목표물 번째 점의 산란체의 거리를 정의하

면 다음 식 (7)과 같이 된다. 
  

   
   

  (7)
  
레이다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신호은 식 (8)과 같다[2].

  






･exp













   

    (8)

여기서



  












  ≤

  
 

기타
Ⅲ. 시간․주파수 변환 

시간-주파수 변환은 전자기장 신호의 분석과 해석으로

부터 레이다의 목표물을 분류하는데, 참고문헌 [11], [12]
까지 전자기장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었다[8]～[10]. STFT[13], 
WVD[14] 그리고 GWT[15] 등 움직이는 목표물[16],[17]에 대하

여 B-ISAR 이미징하기 위하여 시간-주파수 변환이 아주
효과적이다. B-ISAR 이미징을 얻고자 할 때 표적의 움직
임 때문에 이미지의 퍼짐현상으로 목표물 인식이 어렵게

된다. 이 때 표적의 움직임을 보상하는 알고리즘이 절실
하며, 이 기법으로는 시간-주파수 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하여 요동보상하여 높은 품질의 영

상을 얻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주
파수 변환 방법 STFT, GWT, WVD 3가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요동보상을 적용하고자 한다.  
시간-주파수 변환에 적용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는 ST-

FT, GWT, WVD를 차례로 적용하였으며, 이를 비교 평가
하여 B-ISAR에 가장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한 시간-주파
수 변환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18]. 
우선 가장 먼저 STFT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식 (9)와

같이 된다.
 

   
 ∞

∞

  

   (9)
 
STFT에 사용하는 윈도우의 너비를 k라고 하면 시간 해

상도나 주파수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다. k가 작다면 시
간 해상도는 좋고, 주파수 해상도는 좋지 않다. k가 크면
주파수 해상도는 좋고, 시간 해상도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k를 감소시키면 시간 해상도가 더 세부적
으로 되어 시간 해상도가 향상된다. 그러나 STFT는 신호
데이터에 불연속성, 날카롭게 도출된 고주파 성분이 포함
되면 신호의 특징 분석이 어렵고, 신호의 시간-주파수 정
보를 동시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Gabor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 (10)과 같다. 

   
 ∞

∞


    

  
 (10)

GWT와 STFT를 비교하면 해상도 관점에서 GWT가 우
수함을 알 수 있다. GWT 기본 함수는 sine, cosine 함수
외에 웨이브렛 모함수를 사용한다. 각 주파수 영역에 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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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화하는 다양한 기저 함수를 생성하여 사용한다. 시
간과 주파수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다. 
셋 번째 방법으로 WVD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 (11)과 같이 된다.
    

   
 ∞

∞

 
  

  

  
  

 
  

 
WVD는 Auto correlated를 푸리에로 변환하기가 쉽고, 

수학적으로 좋은 속성을가지고 있다. WVD를 GWT와 비
교하면 영상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4은 WVD와 GWT를 사용하여 선명도를 비교
한 그림이다.
이론적으로 검토하면 FT에 비하여 STFT나 Gabor wa-

velet은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신호를 재해석하고, STFT, 
Gabor wavelet은 Linear한 변환이지만, WVD는 Bilinear한
변환이라서 시간과 주파수에 따른 재해석을 더욱더 충실

히 할 수 있다.  
STFT, GWT, WVD 시간-주파수 변환 방법에 요동보상

을 위한 정합추적 식 (12)는 다음과 같다.

  


  exp

･  ･       (12)  

여기서

  exp 


   


  





그림 4. WVD와 GWT 비교
Fig. 4. Comparison of WVD and GWT.

Ⅳ. 제작 및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B-ISAR 이미징 방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1에 나타낸 UWB Radar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다. B-ISAR 이미징을 하기 위하여 표적은 길이와
날개 폭이 40 cm×35 cm인 모형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험
을 하였다. 모형 항공기는 플라스틱에 알루미늄 포일을
전체 덮어 만들어져 있다. 목표물의 거리는 4 m, 송신기
와 수신기는 목표물을 기준으로 40°의 각도 영역(angular 
region)을 가지고 신호를 표적에 조사하여 RCS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레이다보다 목표물의 높이는 1.5 m 높게 설
치하여 실험하였다.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에 대한 요동을
만들기 위하여 1.5 m 높이에 0.7 m 폭의 회전대에 모형항
공기를 지름 0.7 m의 회전 운동을 하여 요동이 발생하도
록 하였다. 목표물은 회전판을 이용하여 원하는 해상도에
따라 1회전하도록 회전판을 조절하였다. 회전판을 통해
잡음이 첨가한 데이터를 내삽한 후 STFT, GWT, WVD 시
간-주파수 변환을 적용하여 B-ISAR 영상을 만들었다. 실
험에 사용한 레이다는 펄스 UWB 레이다를 사용하였다. 
그림 5의 B-ISAR 구성도와 같이 배치하였다. 목표물의

초기 위치는 레이다로부터   =4 m이다. 병진운동 속도
는 0.21 m/s이다. 목표물의 회전속도는  =0.6 rad/s, 레이
다의 시작 주파수는    GHz , 대역폭은   

GHz이다. 
본 연구에서 요동 발생은 목표물이 회전하면서 발생하

는 모터 회전운동에 의한 요동을 적용하여 요동보상을

하였다. 그리고 요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이로 센서를
설치하여 요동을 측정하였다. 모터에서 발생하는 요동은

사양 설계

Sample frequency 80 MHz
Pulse duration 3.3 μs

Pulse repetition frequency 3,000
Time bandwidth 10

Bandwidth  UWB 3.1～5.3 GHz
Center frequency 4.3 GHz

표 1. 레이다 설계 사양
Table 1. Radar design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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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도
(a) Top view

(b) 정면도
(b) Front view

그림 5. B-ISAR 배치도
Fig. 5. Real test set up for B-ISAR.
 

그림 6, 7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표 2는 2회전하
는 동안의 요동이 발생한 자료를 표로 나타냈다.
본 연구에 보여준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처리된 레이다

그림 6 목표물에서 측정한 자이로 센서
Fig. 6. Gyro sensor with target.

  

그림 7. 모터에서 발생하는 요동 그래프
Fig. 7. Motion graph generated from the motor.

그림 8. Time-domain의 수신 raw data
Fig. 8. Raw data received of time-domain.

 

순번 Roll Pitch Yaw
1 359.1 3.9 19.2
2 358.8 3.6 71.8
3 358.9 3.3 123.0
4 359.5 3.4 174.7
5 0 2.8 227.7
6 358.6 3.4 280.8
7 359.3 2.4 333.0
8 358.4 2.2 24.7
9 359.9 3.5 76.7
10 356.7 4.2 74.6
11 0.7 2.8 130.0
12 0.6 3.3 181.1
13 359.9 3.6 233.0
14 358.9 2.9 284.2
15 359.2 3.1 334.8

표 2. 2회전하는 동안의 Roll, Pitch, Yaw 자료
Table 2. Roll, Pitch and Yaw during 2 cycles. 

자료를 본 연구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것이며, 그림 2의
B-ISAR 이미징 절차 작업순서에 따라 MATLAB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UWB 레이다로부터 수신 자료는 그림 8과 같이 수신
raw-data를 얻었다. 처음의 자료는 노이즈가 혼합된 파이
고, 4 m 거리에 목표물로부터 수신된 파형이다.
각각의 이미지는 32 Range cell samples, 64 Rang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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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회전
시간(초)

45°
시간(초)

회전

속도 rad/s
샘플수

1 20 5 0.60 35
2 26 6.6 0.45 42
3 30 7.5 0.40 49
4 36 9 0.34 64
5 40 10 0.28 70
6 52 13 0.22 91

표 3. Cross range의 샘플수와 회전속도
Table 3. Samples of cross range and rotation speed.

 

samples를 사용하여 B-ISAR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여기
서 샘플의 기준은 1초에 7번의 거리 Profiles을 만들 수 있
기 때문에 45° 내의 직선 거리에서 샘플을 만든 기준은
표 3에 나타냈다. 

STFT, GWT, WVD 변환은 시간축의 셀의 갯수는 600
개로 하였고, 한 이미지의 셀은 32개, 64개 구분하였으며, 
Cross range 해상도는 32 거리 셀일 때 42, 49, 64이다. 
Cross range 해상도는 64 거리 셀일 때 64, 70, 91으로 하
였다. 그림 9는 (a) 42 Cross range, (b) 49 Cross range, (c) 
64 Cross range의 Cross range 해상도의 이미지를 시간-주
파수 변환 후 병진운동 요동보상 후 이미지를 보였다. 
그림 10은 (a) 64 Cross range, (b) 70 Cross range, (c) 91 

Cross range의 교차범위 해상도의 이미지를 시간-주파수
변환하고 병진운동 요동보상 후 이미지를 보였다.

4-1 STFT 요동보상

첫째로 STFT 방식을 적용하여 실험하였으며, 그림 11
에서 32 거리셀의 STFT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a) 42 
Cross range, (b) 49 Cross range, (c) 64 Cross range의 교차

 (a) 42 Cross range    (b) 49 Cross range  (c) 64 Cross range 

그림 9. 32 거리 셀의 병진운동 요동보상 후 이미지
Fig. 9. After translation motion compensation for 32 range 

sell.

 (a) 64 Cross range  (b) 70 Cross range  (c) 91 Cross range 

그림 10. 64 거리 셀의 병진운동 요동보상 후 이미지
Fig. 10. After translation motion compensation for 64 range 

sell.
 

(a) 42 Cross range   (b) 49 Cross range   (c) 64 Cross range 

그림 11. 32 거리 셀의 STFT 이미지
Fig. 11. Imaging of STFT for 32 range sell.
 

(a) 64 Cross range   (b) 70 Cross range  (c) 91 Cross range 

그림 12. 64 거리 셀의 STFT 이미지
Fig. 12. Imaging of STFT for 64 range sell.
 
범위 해상도의 이미지를 STFT 시간-주파수 변환하여 병
진운동과 회전운동 요동보상 후 이미지이다.   
그림 12에서는 64 거리 셀의 STFT 이미지를 구현하였

다. (a) 64 Cross range, (b) 70 Cross range, (c) 91 Cross 
range의 교차범위 해상도의 이미지를 STFT 시간-주파수
변환하여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요동보상 후 이미지이다.  

4-2 GWT 요동보상

두 번째로 GWT 방식으로 B-ISAR 알고리즘 절차를 적
용하여 실험하였으며, 그림 13에서 32 거리 셀의 GWT 이
미지를 구현하였다. (a) 42 Cross range, (b) 49 Cross ran-
ge, (c) 64 Cross range의 교차범위 해상도의 이미지를

GWT 시간-주파수 변환하여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요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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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2 Cross range  (b) 49 Cross range  (c) 64 Cross range 

그림 13. 32 거리 셀의 STFT 이미지
Fig. 13. Imaging of GWT for 32 range sell.

 

(a) 64 Cross range  (b) 70 Cross range  (c) 91 Cross range

그림 14. 64 거리 셀의 GWT 이미지
Fig. 14. Imaging of GWT for 64 range sell.

 
상 후 이미지이다.  
그림 14에서는 64 거리셀의 GWT 이미지를 구현하였

다. (a) 64 Cross range, (b) 70 Cross range, (c) 91 Cross ran-
ge의 교차범위 해상도의 이미지를 GWT 시간-주파수 변
환하여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요동보상 후 이미지이다.

4-3 WVD 요동보상

셋 번째로 WVD방식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15
에서 32 거리 셀의 WVD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a) 42 
Cross range, (b) 49 Cross range, (c) 64 Cross range의 교차
범위 해상도의 이미지를 WVD 시간-주파수 변환하여 병
진운동과 회전운동 요동보상 후 이미지이다.
그림 16에서는 64 거리 셀의 WVD 이미지를 구현하였

다. (a) 64 Cross range, (b) 70 Cross range, (c) 91 Cross 

(a) 42 Cross range (b) 49 Cross range  (c) 64 Cross range 

그림 15. 32 거리 셀의 WVD 이미지
Fig. 15. Imaging of WVD for 32 range sell.

(a) 64 Cross range  (b) 70 Cross range  (c) 91 Cross range

그림 16. 64 거리 셀의 WVD 이미지
Fig. 16. Imaging of WVD for 64 range sell.

 

range의 교차범위 해상도의 이미지를 WVD 시간-주파수
변환하여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요동보상 후 이미지이다.  
그림에서 병진운동 보상 후 이미지는 조금 퍼짐 형태

를 볼 수 있으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요동보상 후에 B- 
ISAR로 이미지를 생성하면 선명하게 이미지를 볼 수 있
다. 그림 17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STFT
는 선명하지 않고 퍼짐현상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WVD 방식은 대상물체인 모형 항공기 이미
지가 퍼짐 현상이 없고 선명하였다. GWT는 상대적으로
선명하지 못하고 산람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UWB 레이다를 사용하여 B-ISAR 환경에서 시간-주파
수 변환 요동보상 3가지 방법을 비교한 결과, WVD 방식
으로 처리한 것이 물체의 선명도가 가장 양호하고, 퍼짐
현상이 적음을알 수 있다. B-ISAR 를이용하여 이미징하
는 방법에서 병진운동 요동보상과 병진운동․회전운동

요동보상한 후의 이미지는 STFT, WVD에서는 확연히 구
분된다. 병진운동 요동보상 후은 이미지 형태가 퍼진 형
상을 볼 수 있고, 병진운동․회전운동 요동보상 후에는

       (a) STFT          (b) GWT         (c) WVD

그림 17. 요동보상 이미지 비교
Fig. 17. Compared of motion compensatio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6, no. 7, Jul. 2015.

664

선명하게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WB Radar를 이용하여 B-ISAR 이미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을 얻었다. 그러나 영상 이미지
가 펴짐 현상과 선명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B-ISAR 이미징은 병진운
동 요동보상과 병진운동․회전운동 요동보상을 적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STFT, GWT와 WVD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병진운동 요동보상과 병진운동․회전운동 요동
보상 성능을 비교하였다. WVD 방식은 퍼짐 현상이 없고
선명하였으며, STFT는 선명하지 못하고 퍼짐 현상이 존
재하고 있다. B-ISAR에서 시간-주파수 변환에 병진운동
요동보상과 병진운동․회전운동 요동보상을 적용한 3가
지 방법을 비교한 결과, WVD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훨
씬 물체의 선명도가 양호하고, 퍼짐 현상이 적었다. WVD 
방식이 월등히 개선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대역에서는 WVD 요동보상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해상도가 좋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UWB 
radar을 이용하여 실습한 결과 얻어진 실제 데이터 기록
에 기초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UWB 레이다를 이용하여
B-ISAR 이미징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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