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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GA(phase gradient autofocus) has been widely used to remove motion induced phase errors in the ISAR(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imaging. The critical process for the processing time and image quality is windowing 
stage in PGA. In this paper, the new method to determine window size based on polynomial least square 
approximation is proposed. Moreover, dominant range bins are selected for efficient phase error estimation, which 
improve image quality and speed up convergenc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rovides high quality ISAR images while computational efficiency of inherent PGA is retained.

Key Words : ISAR(역 합성 개구 이더), Phase Gradient Autofocus( 상각 기울기 자동 ), Non-Cooperative Target 
Reognition(비 조  표  식별), Scatterer(산란 )

1. 서 론

  ISAR 상은 비 조  표 인식(NCTR)의 요한 수

단으로 사용되어져왔다. ISAR 상은 거리 로 일

(range profile) 형태의 1차원 신호보다 많은 정보를 포

함하고 있고, 표 을 인식하는데 있어 많은 특징 들

을 제공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안 표 이 

이동하기 때문에(translational motion) 시변(time-va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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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러 변이를 발생시키고, ISAR 상이 흐려지는 문

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수신

한 데이터의 상 보정을 통해 표 이동에 의한 상

오차를 송신 장 이하로 보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하

다. 거리 보정 방법은 parametric 근방법[1～3]과 non- 
parametric 근방법[4～6]으로 나  수 있는데, parametric 

근방법은 표 의 이동에 의해 발생한 상오차를 속

도  가속도등의 parameter를 바탕으로 다항 함수로 

모델링한다. 상의  수 을 개량할 수단(contrast, 
entropy)을 용하여 원하는 수 으로 화 될 때까

지 parameter 추정을 반복 수행하여 상 오차를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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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방법은 낮은 SNR의 신호나 강한 세기의 클

러터에도 좋은 상을 얻기 해서는 유리할 수 있으

나 표 의 움직임이 가정한 모델에 맞지 않으면 용

하기 힘들 수 있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 이더가 공표 을 추 하는 

에 NCTR을 해 ISAR 상을 얻는 환경을 가정하

므로 SNR이 충분하다고 단할 수 있고 클러터의 

향은 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공표 의 어떠한 기

동모델도 가정하지 않아도 되는 non-parametric 방법이 

parametric 방법보다 합하다. Non-parametric 상보정

기법으로는 표 으로 PPP(Prominant Point Processing) 
[4,5], PGA(Phase Gradient Autofocus)[6] 방식이 있다. PPP 
방식은 계산량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 이나, 성능이 

지배 인(dominant) 산란 에 의존 이므로 제한된 조

건에서만 용 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반면, SSA 
(Stage by Stage Algorithm)기법을 이용한 엔트로피 최

소화방법[2]은 비교  잘 이 맞춰진 상을 얻을 

수 있으나, 많은 반복수행으로 인해 실시간성을 보장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PGA 기법은 PPP처럼 까다로

운 조건의 지배 인 산란 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일

정 수 이하의 반복 수행만을 통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SAR  ISAR 분야에 리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PGA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상

의 질을 개선하면서 연산시간을 효율 으로 이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도우 선정 시 다항식 최소자승 

근사법을 용하여 알고리듬 연산시간을 이고, 효율

인 상오차 추정을 하여 강인한 거리셀들을 선별

하는 알고리즘을 용한다. 본 논문의 2 에서는 ISAR 
상을 형성하는 반 인 과정에 해 설명하고, 3

에서는 기존 PGA 알고리듬에 해 살펴본다. 4 에서

는 제안하는 알고리듬에 해 기술하며, 5 에서는 제

안한 방법의 성능을 기존 PGA방법과 SSA방식을 이

용한 엔트로피 최소화 방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입증

한다.

2. ISAR 상형성

  이번 에서는 이더가 고정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표 의 이더 상을 획득하는 과정인 ISAR 상획

득에 해 간단히 살펴본다. 일반 으로 Fig. 1과 같이 

이더와 표 의 2차원 인 계를 고려했을 때 시간 

t인 시 에 이더 안테나와 (x, y)에 치한 산란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 된다.

      (1)

여기에서 R(t)는 이더와 표 의 회 심부의 거리, 
는 RLOS(Radar Line Of Sight) 방향 축(U)으로 부

터의 회 각이다. 표  산란  (x, y)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기 역 수신신호는 식 (2)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exp


  (2)

Fig. 1. Geometry of radar image of moving target

여기에서 는 송신주 수이고 는 표  산란

의 복소 반사함수(complex reflectivity function)이며, 
는 빛의 속도이다. 그러므로 표 의 신호는 표 을 구

성하고 있는 모든 산란 들의 수신신호를 아래 식과 

같이 분하면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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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 (1)을 이용하여 식 (3)을 다시 개하면 식 (4)와 

같이 표 의 수신신호가 표 될 수 있다.

  exp×

∞

∞


∞

∞

exp   (4)

여기에서   ,    이

다. 식 (4)의 exp 부분이 표  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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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한 상 성분으로, 값을 정확히 측한

다면 상 성분을 보상할 수 있다. Parametric 방식은 

가령  





와 같이 신호의 움직임을 다항식

으로 모델링하여  parameter들을 추정하는 방식인 

반면, non-parametric 방식은 모델링 없이 버스트 별 

상 자체를 추정  보상한다. 표 의 이동 보상을 

고려한 체 ISAR 상형성 과정은 Fig. 2와 같다. 측

정된 신호의 데이터행렬 는  MxN 복수행렬로 

구성되며,   = 0, …,  - 1,  = 0, …,  - 1이고, 
은 버스트 방향 시간 인덱스, 은 수신신호의 버

스트 개수, 은 거리방향 주 수 인덱스, 은 각 수

신신호의 주 수 역 샘 개수이다. 이 수신신호를 주

수방향으로 역 푸리에 변환을 하면 압축된 거리방

향 신호를 얻을 수 있다. 표 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

는 속도성분에 의해서 펄스 간에도 상변화가 생기

게 되므로 펄스 간 이동보상기법을 이용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 한 찰하는 시간 동안 표 이 이동하

므로 산란 들이 기의 거리셀에 머물러 있을 수 있

도록 수신신호마다 거리셀 치를 보정하는 거리정렬

(range alignment)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펄스

간 이동보상기법은 엔트로피 최소화 기법[2]을 이용하

여 구 하고, 거리정렬 기법은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ARP(Average Range Profile) 기법[7]을 용하 다.

Fig. 2. Procedure for ISAR imaging

  거리정렬까지 수행하면 모든 산란 들은 본래의 거

리셀 속에 치한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여 히 남아

있는 잔여 상오차를 제거하여야 왜곡이 없는 상

을 얻을 수 있다. 이 잔여 상오차를 보정하는 부분

은 Fig. 2의 상보정(phase adjustment)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상 보정을 한 알고

리즘에 을 맞추었다. 상보정까지 된 데이터를 

버스트방향으로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면 원하는 최종 

상을 얻을 수 있다.

3. PGA 알고리듬

  PGA 기법은 이미 SAR  ISAR 상형성에 보편

으로 많이 이용되는 기법이다. PGA의 기본 인 개념

은 상오차로 인해 이 맞지 않는 원본 상으로

부터 상오차의 미분치를 추정하고, 이를 분하여 

보정해야 할 상성분을 구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PGA알고리듬은 회 천이(Circular Shift), 도우 용

(Windowing), 상 기울기각 추정, 상보정  반복수

행의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본 에서는 각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수행하며 기존 PGA 방법에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해 기술한다.

3.1 회  천이(Circular Shifting)

  우선 펄스간 이동보상  거리정렬을 수행한 데이터

를 받아 버스트방향으로 이산푸리에 변환(DFT)을 수행

한다. 이 데이터에서 각 거리 셀에 하여, 신호의 크

기가 가장 큰 도 러 셀을 찾아 도 러 주 수 (0)
의 치로 회  천이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표 의 

이동과 련된 선형 상 성분(도 러)을 제거하는 한

편, 알고자하는 상오차 정보는 유지할 수 있다.

3.2 도우 용(Windowing)

  회  천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도 러 주

수 의 치를 심으로 상오차 추정을 한 

요 정보들이 모여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한 도우

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도 러 역의 정보들을 제거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도우의 크기에 따라

서 알고리즘의 성능과 복잡도가 향을 받으므로, 
도우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요한 과제이다. 가장 단

순하게, 도우 크기를 최  크기에서 차 으로 일

정한 비율로 여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상이 

커짐에 따라 수행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 이 있다.
  일반 으로 도우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은 회  천

이된 데이터  ,  = 0 …  - 1를 아래 식과 

같이 거리 방향으로 모두 더하여 얻은 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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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때 는 버스트 방향 도 러 빈 인덱스이다.

  




  (5)

여기서 은 총 거리 셀 수이다. 개 자동으로 도

우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최 치 값을 기 으로 

dB 아래를 threshold로 잡고, 이를 넘는 들을 구

한다. 이 게 구한 값들  주 수 (0)을 심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의  값을 도우 크기 

로 정한다. 하지만 값이 에 하여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들쭉날쭉하게 구성되어 있어 의 방

법을 사용하면 도우 크기가 상황에 따라 일 성 없

이 변하게 된다. 이 때, 도우 크기가 정한 크기보

다 작아지면 상오차 추정을 한 요한 정보를 손

실하게 되고, 반면 도우 크기가 커지면 효율성이 떨

어진다. 그러므로 한 도우 크기를 자동으로 구

하는 과정은 꽤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3.3 상 기울기각(gradient) 추정

  회 천이  도우 용 과정이 수행되면 그 데이

터를 버스트방향으로 역 이산 푸리에변환(IDFT)을 수

행한 후 버스트별 상오차를 추정한다. 상오차 추

정을 해 LUMV(Linear Unbiased Minimum Variance)[8]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LUMV 추정 방법으로 실제 

보상해야할 상성분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는 오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오차들은 회

천이  도우 용 과정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차 어든다.

3.4 상보정  반복수행

  상 기울기각 추정  분을 통해 구해진 각 버스

트별 보정 상을  이라 하고 최종 회 천이  

도우 용과정을 끝낸 데이터를 라 하면, 아

래 식과 같이 보정 상을 곱하여 최종 보상된 데이터

를 얻는다.

 ′ ×exp   (6)

  이 게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에서 언 한, 회

천이부터 각 단계를 상오차가 일정 범  안에 들

어올 때 까지 반복한다.

4. PGA 알고리듬 개선

  통 인 PGA 알고리듬에서는 앞 에서 설명한4
단계를 반복 으로 수행함으로 실시간 고속처리가 필

요한 시스템에는 다소 시간 소모가 많이 발생한다. 그

러므로 본 에는 선택 으로 거리 셀을 선별하고 

한 도우 크기를 정하여, 상의 질은 향상시키고 

처리시간을 이는 방법에 해 제안한다. 알고리듬의 

체 인 구성은 Fig. 3과 같다.

4.1 개선된 도우크기 설정방법

  도우 용 시, 도우 크기를 무 조 한 간격으

로 여 가면 엔트로피 값이 커지고 작아짐을 반복하

기 때문에 최소 엔트로피를 찾기 해서 도우의 크

기가 아주 작을 때까지 반복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문에 반복 수행 횟수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상 

보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무 넓은 간격

으로 도우 크기를 여나가면 어느 순간 필요한 정

보를 잃어버려 상의 질이 하될 우려가 있다. PGA 
알고리즘에서 도우 크기를 선정하고 용하는 과정

이 성능과 속도 측면에서 가장 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Fig. 3. Procedure of proposed PGA method

  일반 으로, 식 (5)와 같이 구해진 1차원 데이터인 

를 이용하여 도우의 기 크기를 선정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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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행 마다 도우 크기를 차 여 간다. 하지만 

Fig. 4에서 선 원(dashed circle)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듯이 값은 요동(fluctuation)이 많아서 한 임

계 치를 용하여 치를 잡기가 힘들다. 이를 해결하

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을 다항식으로 근사하

여 자동으로 도우 크기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우선 를 다항식 최소자승 근사법(polynomial 
least square approximation)을 이용하여 근사화하면 그

림 Fig. 4에서와 같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함수를 

얻을 수 있다.  그림에서는 5차 다항식으로 근사화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요동이 심한   신 

근사화한 함수를 이용하여 도우 크기를 구한다. 제

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상 오차 추정을 한 정보의 

양이 로 표 된 크기와 비례한다는 가정을 바탕

으로 도우 크기를 결정 하 다. 근사화한 함수를 도

러 0을 심으로 0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분

하여 그 값이 체 에 지의 일정 비율이 되도록 하

는 를 로 두고, 반 로 0에서부터 음의방향(-)으

로 분하여 그 값이 체 에 지의 일정 비율이 되

도록하는 를 로 둔다.

Fig. 4. Polynomial fitting of S(m) to select window width

여기서 구한 값  더 큰 값을 최종 도우크기로 정

한다.

 max  (9)

4.2 강인한 거리셀 선택방법

  상오차 추정 시 필요한 정보는 모든 거리 셀에 

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산란 들이 존재하는 특

정 거리 셀에 집 되어 있다. 만일 이러한 거리 셀만

을 선택하여 추정에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상추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져 있다[9]. 거리 

셀을 선택할 때, 최  에 지를 기 으로 하거나 최소 

분산(minimum variance)을 기 으로 거리 셀을 선택할 

수 있고, 혹은 두 방법을 혼성할 수도 있다. 본 논문

에서의 ISAR 상은 주로 항공기표 이 상이고, 추

이더를 통해 표 을 안정 으로 추 하고 있으며, 
찰시간이 1  이내인 경우를 가정한다. 이러한 환경

에서는 모든 버스트 간에 원하는 산란 들이 안정성 

있게 존재해야하므로 최소분산 기 으로 거리 셀을 

선택하 다. 도우 용 후 버스트방향으로 역 푸리

에 변환하여 시간 역으로 만든 데이터를 이

라 하고, 식 (7)과 같이 거리셀 마다 평균 력으로 정

규화한 분산을 구한다.

 




  (7)

여기에서  ⋅ , ⋅은 버스트방향으로의 

분산과 평균을 의미한다. 얻어진 을 미리 정해 

놓은 문턱치와 비교하여 값이 문턱치 이하인 셀들을 

선택하고, 이 게 선택된 셀들만을 이용하여 상 오

차를 구한다.

  Fig. 5. Comparison of estimated phase error on 4th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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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는 특정한 거리 셀을 선택하여 상오차를 추

정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 일 수 있는 지를 보여 다. 
반복수행 4단계에서의 버스트간 상오차 추정 결과

(∆)로 최소분산 기 으로 선택된 거리셀을 이

용한 경우와 모든 거리셀을 이용한 경우를 비교하

다. 반복수행단계가 계속진행 될수록 고주  성분들은 

제거되고, 차항의 주  성분들이 얻어지는데 선택

된 거리 셀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같은 단계에서 더 

빨리 차항의 함수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엔트로피 비교를 통한 반복수행

  결국 얻고자하는 ISAR 상을 정량 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일반

으로 엔트로피 값[2]을 이용하여 형성된 상이 얼마

나 잘 화 되었는지를 단한다. 그러므로 Fig. 3에
서 보듯이 반복수행시에 각 단계별 추정된 상오차

를 보정하여 엔트로피를 구한 후 이 엔트로피가 증가

하거나 도우 크기가 무 작아지면 반복 수행을 멈

춘다.

5. 시뮬 이션 결과

  본 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Fig. 6과 같이 2차원 형태의 인 인 산란  모델을 

만들고 기하회  이론(GTD : Geometrical Theory of 
Diffraction)모델에 기반하여 수신신호를 생성해서 시뮬

이션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 산란  모델은 24개의 

산란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의 크기는 가로 20, 
세로 18m이다. 모든 시뮬 이션은 Matlab을 이용하

으며 Intel Core i5 3.3GHz CPU를 가진 PC에서 수행

되었다. 시뮬 이션을 해 이용한 이더 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Fig. 7은 서로 다른 3가지의 상보정 기법을 용한 

ISAR 상을 보여 다. 표 의 이동 시나리오는 거리 

21km, 속도 110m/s, 가속도 1g, SNR 16dB의 값으로 이

차항의 거리함수로 이동을 모사하 다. 상보정을 하

기 에 펄스간 보정은 엔트로피 최소화방식을 용하

고, 거리정렬은 ARP 기법을 용하 다. 그리고 그림

에서 (a)는 통 인 PGA기법을 이용하여 자동 을 

맞춘 결과이며 도우크기는 차 으로 5%씩 여나

갔으며, 상추정을 해 모든 거리셀을 이용하 다. 
(b)는 제안한 방법을 용한 결과이며, (c)는 SSA방식

을 이용한 엔트로피 최소화기법을 용한 결과이다. 
그림을 보면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PGA기법보다 산란

들이 더 이 맞춰진 경향을 보이며 수행시간 

한 2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방법

과 SSA 방식의 최종 상 엔트로피는 유사하나 SSA 
방식의 수행시간은 100  이상으로 실시간으로 운 해

야 하는 이더 시스템에 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단된다.

 

     Fig. 6. Target configuration composed of 24 

point-scatterers

Table 1. Radar parameters for simulation

Waveform SFW

Bandwidth 500Mhz

Carrier Frequency Xband

Frequency Step 1Mhz

PRF 50kHz

No. of pulses 501

No. of Bursts 256

  Fig. 8, Fig. 9는 Fig.7에서와 같은 시나리오 상황에

서 입력 SNR을 10dB에서 30dB까지 변화시키면서 각 

상보정 방법마다 화이트 가우시안 잡음(WGN)을 이

용하여 각 30회의 Monte Carlo 시뮬 이션을 통해 엔

트로피, 콘트라스트(Contrast) 그리고 수행시간을 측정

하여 그 결과를 평균하여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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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ntional PGA : 

entropy = 6.46 run time = 3.86sec

(b) Proposed Method : 

entropy = 6.02, rum time = 1.5sec

(c) Entropy minimization with SSA :

entropy = 6.0, rum time = 137sec

Fig. 7. ISAR images after phase adjustment

 Fig. 8. Entropy comparision of autofocusing methods 

corresponding to SNR

 Fig. 9. Contrast comparision of autofocusing methods 

corresponding to SNR

 Table 2. Processing time comparision of autofocusing 

methods

PGA SSA
Proposed 

Method

time(mean) 3.72s 118.7s 1.12s

time(std.) 0.02s 1.71s 0.03s

  먼  Fig. 8의 엔트로피 결과를 보면 제안한 방법이 

반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SNR이 커질수록 

SSA 방식과 그 성능이 유사하거나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통 인 PGA방법보다는 확실히 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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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진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의 콘트라스트 비교에서는 높은 값이 나올수록 좀 더 

이 맞춰진 것을 의미하며, 제안한 방법이 반

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Table 2의 

수행시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SSA 방식은 지나치게 

수행시간이 많이 걸리며 수행시간의 편차가 상 으

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PGA방법과 제

안한 방법은 비교  수행시간이 빠르고 수행시간의 편

차가 상 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시

간처리를 한 시스템에서는 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

항이다. 수행시간이 편차가 많다면 실시간처리를 한 

하드웨어 설계는 최  처리시간에 맞춰서 설계해야하

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비효율 이라 할 수 있다. 제

안한 방법이 기존 PGA방법보다 2배 이상 빠른 처리시

간을 보이며 상의 품질  처리시간에서 보다 우수

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은 표 의 이동성분(translational motion)에 의

해 흐려진 ISAR 상의 품질을 높이면서 효율 인 연

산을 통해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해 기술하

다. 다항식 최소자승 근사법을 이용하여 도우 용

시 한 도우 크기를 결정하여 주 의 상정보

를 잃어버리지 않고 고주 의 잡음을 필터링할 수 있

게 하 으며, 강인한 산란 이 있는 거리 셀들을 선택

으로 상오차 추정에 이용함으로써 시간을 이면

서 원하는 고품질의 ISAR 상을 얻을 수 있었다. 한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을 기존 PGA방법과 

SSA방식과의 성능비교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

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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