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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치 기반 필터를 이용한 위성 SAR 영상 간섭신호 제거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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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 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는 자 를 이용하여 상을 생성함에 따라 주·야간 상황과 무 하게 안정 인 역 측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상 제약 환경과 무 하게 략 ·상업  목 으로의 감시  찰 기능을 요구하는 임무에 범 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SAR 성 시스템의 경우 넓은 역의 주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 역을 사용하는 이다 시스템  

통신기기로부터 간섭 향에 의해 상품질을 하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AR 상의 품질향상을 해 간섭 제거 기법인 

고유치 기반 필터(Eigen-subspace based Filter) 기법을 제안하 으며, SAR 성의 간섭제거 알고리즘인 고유치 기반 필터 기법의 

정량 인 성능 분석을 해 일반 인 노치 필터(Notch Filter) 기법을 용한 결과를 토 로 비교 검증하 다.

Key Words : SAR, Eigen-subspace based Filter, Interference

ABSTRACT

SAR(Synthetic Aperture Radar) uses electromagnetic signals to acquire ground information and has been used for wide 
coverage reconnaissance missions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s. However SAR is known to be vulnerable to interference 
signals by other communication devices or radar instruments and may suffer from undesirable performance degradations and 
image quality. In this paper, a modified Eigen-subspace based filter is proposed that can be easily applied to SAR images 
affected by interference signals. The method of constructing Eigen-subspace  based filter is briefly described and various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show the performance of the interference mitigation process. The suppression filter is applied 
to a ALOS PALSAR raw data affected by interfering signals in order to verify its superiority over the Notch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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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상 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는 가시 선 역

이나 외선 역의 학 센서와 달리 안개나 구름, 강우 등

과 같은 기상조건에 상 수집이 가능하다[1]. 오늘날 성시

장의 확 와 탑재체 기술 발 과 함께 성을 이용한 원격탐

사 활동이 격히 증가하 으며 과거 학 상에 주로 의존

하던 것에서 차 이다 SAR 상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

로 성장하고 있다. 한 지리정보의 활용에 따른 부가가치

의 요성이 차 높아지고 있으며 국방감시, 농지측량, 자연

재해 측, 도시 개발  환경감시 등 국가지리 정보를 계측

하고 리하는 기능에 한 사회  요구는 지속 으로 발생

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SAR 성의 경우, 넓은 역의 

주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 역을 사용하는 이다 시

스템  통신기기와의 간섭에 노출될 험이 크다. 따라서 

SAR 성의 올바른 임무수행을 해 성 SAR에 한 간

섭 제거 기법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

는 SAR 성에서 수신될 수 있는 간섭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간섭 신호에 의한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한 간섭 

신호가 포함된 SAR 원시 신호를 기반으로 SAR에 용 가

능한 고유치 기반 필터를 제안하고 SAR 표  간섭 상에 

용하여 노치 필터를 용한 결과와 함께 성능을 비교 검증

하 다.

Ⅱ. 고유치 기반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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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으로 RFI(Radio Frequency Interference)를 억제하

기 해서는 간섭 신호를 검출하고 추정하는 것이 요하다. 

고유치 기반 필터(Eigen-subspace based Filter) 기법은 주

수 역에서 RFI 신호를 추정하며, 시간 역에서 RFI 신

호를 억제한다. 그림 1은 RFI 신호를 제거하기 한 고유치 

기반 필터 기법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그림 1. 고유치 기반 필터 기법 블록도

주 수 역에서 RFI 신호를 검출하며 거리 방향 데이터의 

Subvector를 재배열하여 Matrix를 생성한다. 생성된 Matrix

을 이용하여 Interference Correlation Matrix를 추정하며 

Eigenvalue Decomposition을 수행한다. 추출된 Eigenvalue

와 Eigenvector를 이용하여 간섭 부 공간을 구분하며 RFI 신

호가 제거된 원 데이터 신호를 재배열한다.

간섭 신호가 포함된 SAR 수신신호 X는 식(1)으로 나타낸다.

    (1)

는 SAR의 원 신호이며 는 간섭신호 그리고 은 잡음

신호이다. 본 논문에서는 SAR 펄스 신호가 송신하고 수신하

는데 ×  개의 거리방향 샘   과 수신

된 데이터 백터     
  가 있다고 가정하

다. 여기서 거리방향 데이터 를 개의 Subvector로 나

고 Subvector의 길이를 로 설정하 고 총 개의 Suvector

는 식 (2)와 같다.

       
 (2)

따라서 식(11)로부터 ×  데이터인 를 생성할 수 있

는데 이는 식(3)과 같다.

         (3)

식(4)는 Interference Correlation Matrix를 나타내고 있으

며 Eigenvalue Decomposition을 수행을 통해 Eigenvalue 

      와 Eigenvector 을 배열

할 수 있으며   범 의 큰 값을 가지는 Dominant 

Eigenvalue를 얻을 수 있다.

 
 
 




 (4)

Dominant Eigenvalue에 응하는 Eigenvector에 Span을 

취하여 Interference subspace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5)와 

같다.

     ≤   (5)

Interference Data를 Interference subspace, 에서 를 

추출하면 Interference Data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식(6)과 

같다.

  
 




 (6)

는 Original Data Vector를 나타내는데 Interference 

Data Vector인 를 빼면 간섭이 제거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식(7)과 같이 표 된다.

       
 




 (7)

간섭이 제거된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배열하면 식(8)

과 같으며 이를 Data Matrix ×로 재배열하면 간섭

이 억제된 새로운 거리방향 Data Vector를 얻을 수 있다

[2,3,4].

 
  (8)

Ⅲ. 점표적 영상 성능 평가

SAR 상을 통해 간섭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상의 

시각 인 품질 하를 정량 으로 환산하는 변수의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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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 SAR 점표적 영상 (a) 간섭이 인가되지 않은 SAR 점표적 (b) 거리방향 프로파일

                        (a)                                                (b)

그림 4. SAR 점표적 영상 (a) 간섭이 인가된 SAR 점표적 (b) 거리방향 프로파일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IRW(Impulse Response 

Width), PSLR(Peak Sidelobe Ratio), ISLR(Integrated 

Sidelobe Ratio)을 이용하여 간섭 제거 과 후 SAR 상의 

표 탐지 기법을 용하여 SAR 표  상을 분석하 다[5].

그림 2는 간섭제거 기법 모의실험 블록도를 나타낸다. 

SAR 성이 신호를 수신할 때 RFI 신호가 인가되는 시나리

오를 구성하 으며, RFI 신호는 BLRN(Band Limited 

Random Noise)신호를 용하 다. 역 간섭신호(NBI, 

Narrow Band Interference)의 경우 복잡한 RFI환경을 모델

링하기 해 다  역 신호를 사용하 으며, RFI 밴드폭

에 따른 노치필터(Notch Filter)  고유치 기반 필터의 성능

을 표  상을 통해 비교 검증하 다.

그림 2. 간섭 제거 기법 모의실험 블록도

표  상은 C- 역 SAR 시스템 리미터를 사용하

으며 빔 모드는 Strip 모드로 생성하 으며, SAR 표  신

호처리 알고리즘은 RDA(Range Doppler Algorithm)을 사용

하 다[5]. 그림 3(a)는 간섭신호가 인가되지 않은 경우의 

표  모의실험 결과이며 그림4(a)는 다  역 간섭이 인

가된 SAR 표  상을 나타낸다. RFI 신호 벨은 3dB로 

설정하 고 20개의 다  역 간섭신호를 인가해서 생성

하 다. 이에 따라 거리방향으로 백색 띠와 같은 간섭 상

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각 으로 단하 을 

시에도 간섭 향에 따라 표  상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

을 별할 수 있다. 한 복잡한 RFI 간섭환경과 유사함에 

따라 표  탐지 성능이 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a)는 RFI 간섭이 인가된 상에서 노치필터를 

용하여 생성한 SAR 표  상을 나타낸다. 간섭이 제거되

었지만 역폭 제거에 따라 상의 해상도가 하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부엽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a)는 고유

치 기반 필터를 용한 SAR 표  상을 보여 다. 약간

의 부엽 증가가 나타나지만 원 신호와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섭의 향은 거리방향으로 인가되므로 SAR 표  

상이 거리방향 로 일을 비교 분석하 다. 그림 3(b) 상

의 경우 간섭신호의 향이 없는 표  상의 거리방향 

로 일을 보여주며 그림 4(b) 상의 경우 다  역 간섭

신호의 표  상의 거리방향 로 일을 보여 다. 다  

역 간섭에 의해 상의 품질이 체 으로 왜곡되며 부

엽의 증가를 볼 수 있다. 그림 5(b)의 경우 노치필터를 용

한 표  상의 거리방향 로 일을 보여 다. 간섭이 인

가된 상과 비교할 때 체 인 부엽은 하되었지만 약간

의 신호 왜곡이 있는 것을 별할 수 있다. 한 그림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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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 간섭제거기법 적용 결과 (a) 노치필터 (b) 거리방향 프로파일

                        (a)                                                 (b)

그림 6. 간섭제거기법 적용 결과 (a) 고유치 기반 필터 (b) 거리방향 프로파일

상의 경우 고유치 기반 필터를 용한 거리방향 로 일을 

나타내며 왜곡되었던 신호가 원 신호와 유사하게 복원된 것

을 알 수 있다.

Range Profile

IRW[m] PSLR[dB] ISLR[dB]

Orignal Signal 7.41 -15.00 -11.03

Signal with RFI 7.43 -16.61 -7.33

Signal after Notch 

Filtering
8.55 -16.39 -9.11

Signal after 

Eigen-based Filtering
7.72 -15.06 -9.78

표 1. SAR 점표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

표 1은 표  상의 품질을 평가하기 해 정량 인 거

리방향 로 일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상의 해상도를 

별할 수 있는 IRW의 경우 노치필터의 IRW보다 고유치 

기반 필터의 IRW가 원 신호와 유사한 것을 보이며 PSLR, 

ISLR의 경우도 성능이 비교  우수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SAR 영상 적용 모의실험

본 에서는 실제 SAR 운용 환경에 합한지 여부를 최

종 으로 검증하기 해 실제 성 SAR 원시 데이터를 이용

한 간섭 제거기법을 용하 다. SAR 성 상은 2009년 4

월 18일에 획득한 PALSAR CEOS Level 1의 성 상으로 

해안 부근에서 간섭이 발생한 바 있다[6]. 이는 미약한 지상 

신호에 의해  PALSAR의 L- 역 상이 심한 간섭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특성상 해안 주변의 선박 

이다 장비에 의해 간섭이 발생한 것으로 주요 간섭원은 선박 

통신 장비  GPS, 항공 교통 통제 시스템 등에 의한 간섭으

로 볼 수 있다. 

(a)

(b)

 (c)

그림 7. PALSAR 원시 영상, (a) 원시 영상, (b) 거리방향 FFT,

(c) 전력 스펙트럼 밀도



고유치 기반 필터를 이용한 위성 SAR 영상 간섭신호 제거 기법

67

         

  (a)                                           (b)                                             (c)

그림 10. 필터 검증 시뮬레이션 영상, (a) 간섭이 포함된 영상, (b) 노치필터 적용 영상, (c) 고유치 기반 필터 적용 영상

    (a)

    (b)

그림 8. 노치필터 적용, (a) 거리방향 FFT, (b) 전력 스펙트럼

밀도

    (a)

    (b)

그림 9. 고유치기반 필터 적용, (a) 거리방향 FFT, (b) 전력 스

펙트럼 밀도

그림 7은 PALSAR 원시 상  거리 방향 FFT의 수행 

결과를 보여 다. 거리방향으로 백색 띠와 같은 형태의 간섭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원시 상의 력 스펙트럼 

도를 보았을 때, 간섭이 포함된 신호는 원 신호보다 높은 값

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9는 간섭신호가 포함된 원시 상에 노치  고유치 

기반 필터를 용한 결과를 보여 다. 력 스펙트럼 도 

분석 결과, 그림 9와 같이 노치 필터는 RFI 간섭이 존재하

던 일부 역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유치 기반 필터는 그림 9와 같이 RFI 간섭이 존재

하 던 일부 역이 원 신호에 향을 크게 받지 않고 간섭

만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치필터의 경우 시각

으로 약간의 해상도 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각 인 

상의 품질 하를 정량 으로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10은 본 논문에서 용한 노치  고유치 기반 필터

에 의해 간섭이 제거된 L- 역의 PALSAR 상을 나타낸

다. 일반 인 노치필터 기법의 경우 역 간섭에 용할 

경우 역폭 손실이 크며 주 수 역과 시간 역에 첩되

어 간섭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 낮은 신호  잡

음비와 부엽의 증가로 인해 SAR 상에서 인공 인 간섭이 

발생하며, 표 의 움직임에 의한 도 러 변수 추정에 어려움

을 주는 단 이 있다. 하지만 고유치 기반 간섭 제거 기법의 

경우 노치필터로부터 발생하는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로 주 수 역에서의 Eigenvalue Decomposition을 통한 간

섭 탐지를 수행하며, 원시 데이터에서 Interference subspace

를 설계한 다음 원 데이터에서 설계된 간섭 데이터 추출하여 

간섭을 제거한다. 이러한 기법은 주 수 역의 데이터와 연

성을 유지하여 높은 도 러 변수 추정 성능과 사이드 로

가 하되는 성능 향상을 나타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FM 신호와 SAR 표  상을 이용하

여 노치필터와 제안된 고유치 기반 간섭 제거 기법의 구  

 비교검증을 수행하 다. 한 국내에서 획득된 L- 역 

ALOS PALSAR 상 간섭 사례를 분석하여 이다  통신 

간섭으로 인한 품질 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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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간섭 제거 기법의 성능 분석을 해 력 스펙트럼 

도 상에서 일부 역에 유입된 간섭신호를 확인하 으며 

이를 노치  고유치 기반 필터 용함에 따라 간섭신호를 

제거하 다. 노치필터의 경우 일부 역의 신호를 인 으

로 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고유치 기반 필터의 경우 원 

신호에 향을 받지 않고 간섭신호만 제거된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기존의 SAR 시스템과 호환성이 좋으며 스마트한 

간섭에 용 가능한 장 이 있다.

재 SAR 성의 경우 해양  재해감시, 농업, 산림분야 

등의 민수분야까지 활용 분야가 확 되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경우, 상업용 성시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기 이상의 고해상도 

SAR 성이 운용될 정이다. 따라서 간섭이 포함된 상을 

활용할 수 있는 간섭제거 기법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으며 

SAR 성의 안 과 올바른 임무수행을 해서 성 SAR에 

한 간섭제거 기법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향후 본 논문에서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 으로 

SAR에 수신되는 간섭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 간섭신호 제거 

기술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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