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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2차원의 영상을 합성(recon-
struction)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1]. ISAR(In-

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움
직이는 물체에 대한 2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의 하나이다. ISAR는 SAR와 대조적으로 레이다가 고정
되어 있고, 방위(azimuth) 방향의 해상도는 표적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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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임펄스 초광대역 레이다를 이용한 ISAR 영상의 기하보정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임펄스 초광대역 레이다
는 시간영역에서 신호처리를 하므로 다중 경로, 간섭 문제 등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안테나와 대상체 사이의
송수신 신호를 평면파라고 가정하면, ISAR 기하 모델에서 회전축의 중심을 점표적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수신 데이터에
서 합성을 수행하기 전, 점표적은 최대 점의 위치를 최소 자승법으로 근사하여 회전축의 중심을 알아낼 수 있다. 이 방법
은 대조비가 더 뛰어난 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엔트로피도 가장 큰 값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장비를 최초
작동하거나 주기적으로 사용되어서 회전축의 중심을 보상하여 영상 합성을 할 것이다. 의료나 보안 감시와 같은 고정된
기하를 가지는 영상화 장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a method of ISAR geometric calibration is represented by using impulse-radio UWB radar. The ir-UWB is good for 
using a signal processing in time domain, so, it does not occur a multi-path or coupling problem. If a signal that between antennas 
and target is assumed a plane wave, a center of rotation in ISAR geometry model can be estimated by using point target. Before image 
is reconstructed with sinogram, the center of rotation can be calculated by using least square fitting. This method can be obtained a 
more contrast image, and a maximum value of entropy of image. The method, that estimates a center of rotation in received data, will 
be used a initial setup of instruments or a periodic compensation to reconstruct image. It would be useful in medical, security and 
surveillance imaging equipments that have a fixed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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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관련이 있다. 공통적으로는 거리(range) 방향의 해
상도가 송신 주파수의 대역폭에 비례한다[2]. 표적의 운동
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회전하는 턴테

이블(turn table)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어왔다[3]～[5]. 
최근에는 의료 영상에 응용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6]. 
레이다 영상은 coherent 특성을 이용하여 거리 방향뿐

만 아니라, 방위 방향의 해상도는 각도별 도플러 이동
(Doppler migration)의 양에 의존하게 된다. ISAR에서 움
직이는 표적의 위상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엔트로피

기반의 자동초점 기법을 연구가 시도되었다[7]. 본 연구에
서는 정적인 표적이 턴테이블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하면서 일어나는 위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하를 계산하

여 합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거리방향의 고해상도 영상을 얻기 위해서 넓은 대역폭

의 주파수가 사용되는데, 계단(step), 첩(chirp), 계단 첩

(stepped chirp) 주파수 신호 등이 사용된다[8]. 본 연구에서
는 수십 피코초의 펄스폭을 가지는 임펄스 초광대역 레

이다(impulse-radio UWB) 신호를 사용한다[9]～[11]. 대개, 
UWB(Ulatra WIde Band) 신호는 500 MHz 이상, 수 GHz의
광대역신호를 일컫는데, ir(impulse-radio)는 짧은 펄스 폭
을 가지는 신호를 송수신하여 광대역의 장점을 갖고, 시
간 영역에서 신호 처리가 가능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진

다[10]. 이를 요약하면, 무반사 챔버(anechoic chamber)가 필
요하지 않고, 거리방향 압축(range compression)이 필요 없
고, 물체의 투과성이 뛰어나다. 
영상 합성방법에는 일반적인 ISAR와 다르게 0도부터

360도의 모든 각도를 관측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사 토
모그래피(reflection tomography)의 방법을 이용해서 FBP 
(Filtered Back Projection) 방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도록 하
겠다[13],[14].

SAR의 경우에는 열점(hot-spot)의 궤적을 통해서 기하
적인변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2]. 본 논문에서
는 점표적을 관측하여 기하적인 변수를 계산하여 ISAR 
영상 합성과정에서 자동 초점 조정(auto-focusing) 방법을
제안하고, 영상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한다. 

2장에서는 ISAR 영상 형성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회전축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설명한

다. 3장에서는 실험 구축환경과 그 결과를 소개한다. 4장

에서 결론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 연구할 방향을

논의한다.

Ⅱ. ISAR 모델 

2-1 기하모델(Geometry Model)  

ir-UWB의 장점 중의 하나는 신호처리를 시간 영역에
서 수행하므로 거리 방향 압축이 필요하지 않다. 또, 수
십 피코초의 펄스를 송신한다면 송신 신호를 델타 함수

에 근사할 수 있다. 따라서 1차원에서 1개의 산란점(sca-
ttering)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신호는 아래의 식 (1)과
같다.

  

     (1)
  
2차원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 도플러 이동이 다른 1차

원의 영상을 합성해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각도를
회전하는 판을 이용한다. 회전판의 반지름보다 안테나와
대상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수신되는 펄스를 그림 1과
같은 평면파(plane wave)로 가정한다. 대상체의 3차원적
인 효과를 2차원으로 가정한다.
회전하는 판을 일정각도 회전하였을 때, 하나의 송신

신호를 얻도록 하면 회전판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큰 도플러 이동이 일어나는 방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그림 1은 평면파에서 회전판의 회전각도( )에 따라서

방사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를 나타내면 식 (2)와 같다.
  

  cos   (2)

r은안테나와산란점사이의 x축방향의거리, R은회전

그림 1. ISAR의 기하모델
Fig. 1. A geometry model of I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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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서 산란점 사이의 거리, 는 x축과 산점점 사이의
각도를 나타낸다. 
표적과안테나의거리, r은비행시간(time of flight), τ와

식 (3)의 관계가 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한다. 
  

  


(3)
  
회전각에 대한 산란점의 RCS을 A라는 상수로 가정하

고, N개의 모든 회전각에 대해서 얻은 신호, s를 모으면
식 (1)에서 비행시간을 대입한 신호들의 합으로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식 (2)를 대입하면 회전각()과 시
간에 대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 

  

   
  



 


  



  cos (4)
  
신호의 거리방향 부방사부(side lobe)를 저감시키기 위

해서 거리 방향으로 해닝 윈도우(hanning window)와 램프
필터(ramp filter)를 적용하면 어떠한 회전 중심으로부터
의 사이노그램(sinogram)을 얻을 수 있다.

ir-UWB의 또 하나의 장점은 다중경로(multi-path)의 영
향을 무시할 수 있어서 무반사 챔버가 필요하지 않다. 이
는 시간영역에서 타겟 부근의 관심있는 부분의 데이터를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하학적인 회전축의 중심이 어디
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ISAR 영상 합성(reconstruction)
을 수행할 때, 회전축의 중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초점
이 맞지 않는 영상을 얻게 된다. 

2-2 점표적 모델

회전 중심축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

한다. 이상적인 점표적에 대한 임펄스 응답(impulse res-
ponse)을 A/D 변환하면 수신된 시간은 인덱스(index)와 정
수 n으로 나타낼 수 있고, 안테나와 회전축의 중심 사이
의 비행시간 2D/c를 반올림하여 정수 B로 줄여서 쓰겠다. 
델타함수의 3번째 항도 정수가 되어야 하므로 반올림 함
수, round를 사용하였다. 사이노그램은 행렬형태의 식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5)
  
위 식은 점표적이 이상적인 델타 함수의 모델이다. 하

지만실제적인실험에서이와 같은값을얻을수 없다. 델
타 함수보다 펄스 폭이 넓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수신
된 신호의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을 표적의 위치라고 가

정하겠다. 각각의 각도 에 따른 표적의 위치를 라고

하면 아래의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rgmax    (6)
  
점표적과 안테나 사이의 거리는 식 (7)과 같이 회전 각

도에 따른 함수, m으로 표현된다.
  

   cos    (7)
  

여기서 B는 안테나와 회전축 사이의 거리의 2배이고, C
는 회전축 중심과 점표적 사이의 거리이다. 는 회전축
을 중심으로 점표적의 초기 각도를 나타낸다. 회전 각도
에 따른 점표적과 안테나사이의거리를 식 (7)과 같이 상
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Ⅲ. ISAR 실험결과  

ISAR 영상을 얻기 위해서 표 1과 같은 ir-UWB 레이다
를 구성하였다. 시스템은 약 30 ps의 펄스폭을 같은 신호
생성기와 이를 3 ns에 1,024번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고속
으로 샘플링 유닛, 회전축을 일정 각도씩 회전시키는 제
어기로 구성된다. 또한, 각각의 장비를 윈도우 기반의 PC

그림 2. ISAR 시스템의 구성 
Fig. 2. The system configuration of I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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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레이다 변수
Table 1. Radar parameters. 

PRF 1 MHz
Pulse width ～30 pico second

# of averaging pulses 128
Sampling interval 3/1,024 nano second

# of samples 1,024
Rotation angle step 1 degree

Rotation 1～360 degree

그림 3. 점 표적의 형태
Fig. 3. The shape of point target.
 

로 연결하였다. 이를 그림 2로 나타내었다.
모든 방향에 대한 이상적인 점표적을 구성하기 위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압핀을 사용하였다. 압핀은 길이 2.5 
cm, 직경 0.5 mm 가량의크기를 갖고 있다. 또, 금속성 물
질로 구성되어 반사율이 뛰어나다. 그림 3과 같은 표적을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2-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떠한 각도에서 점표적
에 산란되어서 관측되는 정보는 그림 4와 같다.
이를 1도씩 회전시켜가면서 얻을 데이터를 아래 그림

5와 같은 사이노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점표적에 대한 산란을 얻을 위의 그림에서 부방사부와

이상적인 델타 함수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해닝 윈도우

와 램프 필터를 수행하면 그림 6과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SNR은 더 감소하였지만 이상적인 델타함수에 더 가까
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사이노그램으
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2-2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각의 회전각도에서 최
대 지점의 인덱스를 추출한다. 계산된 인덱스와 식 (7)의

그림 4. 점 표적의 임펄스 응답
Fig. 4. The impulse response of point target.
 

그림 5. 수신 데이터
Fig. 5. The received data.

주어진 함수 사이의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변수 B를
찾는 곡선적합(curve fitting)을 수행하였다. 극좌표에서 점
표적의 초기위치를 나타내는 C와 0는 미지수로 두었다. 
이 결과는 그림 8과 같이 얻을 수 있는데, 식 (7)에 의해
계산된 값을 실선으로 나타내었고, 계산된 인덱스를 점으
로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델의 실선이 주어진 데이터
를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식 (7)의 상수 B와 C를 얻을 수 있다. B는

회전축 중심에 대한 값이고, 사이노그램을 영상 합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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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필터링 이후의 점 표적의 임펄스 응답
Fig. 6. The impulse response of point target after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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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필터링 이후의 수신 데이터
Fig. 7. The received data after filtering.

알고리즘에서 보상하여 적용한다. 점표적을 회전축의 중
심에 가깝게 놓았지만, 정확히 중심이 아니므로 C가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었다. B값으로 보정한 데이터를 FBP
을 수행하였고[13], 이 결과는 아래의 그림 9와 같다.
최종적으로 얻을 결과에서 회전축의 중심을 조금 어긋

나는 경우를 그림 10과 같이 얻을 수 있다. 그림 10은 회
전축의 중심이 10 셀(cell) 어긋난 경우이다. 회전축의 중
심의 위치를 어긋났을 경우 영상의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전축의 중심을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
 

그림 8. 곡선 적합 결과
Fig. 8. The curve fitt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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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SAR 합성 영상
Fig. 9. Reconstructed ISAR image.

 

으로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보정하고, 이 값을 이
용하여 영상을 합성하는 것은 영상 품질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전축 중심을 —10에서 10까지 1씩의 간격으로 잘못
보상해줬을 때, ISAR 영상의 엔트로피[14] 값을 계산하면
그림 11과 같다. 
영상에서의 엔트로피는 픽셀의 히스토그램으로부터

계산된 값이다. 주어진 영상의 에너지가 일정하면, 엔트
로피 값의 크기가 클수록 어떠한 밝기의 값에 많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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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0 셀을 벗어난 ISAR 영상
Fig. 10. The ISAR image of miss-focusing about 1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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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벗어난 셀에 대한 영상의 엔트로피
Fig. 11. The entropy about miss-focussing.
 

하고, 비교적 작으면 다양한 밝기의 값에 분포하는 것으
로볼 수있다. 잡음이나부엽에의한 영향이크다면다양
한 밝기의 값을 가지므로 엔트로피 값이 작아지게 된다. 
회전축의 중심을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결과에서

가장 큰 엔트로피가 나왔다. 엔트로피는 영상 품질의 지
표로서 어떠한 밝기의 값이 많이 분포하는 좋은 영상이

합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임펄스초광대역레이다를 이용한 ISAR 
영상에서 기하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보정
을 위해서 점표적을 생성하였고, 기하적인 회전축의 중심
을 찾아 보상함을 통해서 영상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

였다. 하지만 ISAR 영상 합성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윈
도우, 필터와 FBP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정은 엔트로피와 같은
방사(radiometric)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점 표적
의 임펄스 응답을 그림 5에서 그림 6의 형태로 가늘게 함
으로써 공간 해상도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FBP 
알고리즘에서 영향을 받는 해상도와 회전축 중심에 의한

해상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ISAR가 의료 영
상에 사용된다면 시스템의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회전축

의 중심과 안테나 간의 거리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기하보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

로, 기하 보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또, 본 연구
에서는 근사적으로 근거리에 대한 연구를 하였지만, 실제
대상 물체와 안테나가 가깝다면 원거리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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