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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합성 개구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는 전자
파를 사용하여 영상을 생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광학
영상과는 달리 주/야간 상황 및 기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넓은 지역의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SAR는 1970년대부터 정찰기에
탑재되어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해양 및 재해 감시, 농업, 삼림 분야 등의 민수 분야
까지 활용 분야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SAR는 인접 대역을 사용하는 타 통신기기
및 레이다와 각종 전자 기기에 의한 영향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접 대역의 간섭신호
에 의한 영상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따
라서 SAR 영상에서 나타나는 간섭현상에 대한 연구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간섭신
호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
고 있다 . SAR에서 수신되는 간섭신호를 제거하는
방안으로는 그 기반을 무엇이 두느냐에 따라, 신호
적인 기법, 빔 형성 기법 그리고 디컨볼루션 기법과
같은 기술로 구분된다. 신호적인 기법을 이용한 간섭
신호 제거 방안의 경우, 가장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
하며, 이 기술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필요치 않다.
신호적인 기법을 이용한 간섭 제거는 주파수 분할,
랜덤 초기 위상 신호, 인접 펄스에 대한 지터 첩 비
등의 요소를 이용한다. 다음 <표 1>은 신호 처리 기
반의 SAR 간섭신호 제거 기술에 대한 분류표이다.
[1],[2]

[3]

1
2
3

(Multi-Tone Phase-Modulation)

(Slant Varying LFM Chirp Signaling)

간섭법

신호 처리 기반의 간섭신호 제거 기술 중 가장 간
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법은 노치 필터 기술이다.
그러나 노치 필터 기술은 광대역 잡음이 인가되었을
때, 수신 신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기술이 적응 필터이다 ∼ . 적
응 필터는 일반적으로 신호의 통계적인 특성이 바뀌
거나 잘 알지 못할 때 사용하며, 수신 신호에 발생하
는 왜곡이 적다. 이러한 적응 필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LMS 필터 알고리즘이다 . 본 논
문에서는 SAR에 적용 가능한 LMS 적응 필터를 제
안하고, 간섭 신호가 포함된 SAR 수신 신호에 적용
하여 간섭 신호가 제거된 결과를 보인다.
[4] [6]

[7],[8]

Ⅱ. Adaptive LMS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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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필터는 원하는 수신 신호와 나머지 원
하지 않는 수신 신호들 사이의 상대적인 오차를 검
출하고, 그것을 자승 평면 공간 내에서 최소화함으
로써 수신된 신호에서 간섭 신호를 제거한다. 간섭
신호가 포함된 SAR 수신 신호  은 식 (1)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LMS

       

(1)

여기서,  은 원하는 수신 신호이고,  는
열잡음이고,  은 SAR에 수신된 RFI 신호이다. 간
섭 신호가 인가된 SAR 수신 신호는 LMS 필터를 통
해 제거할 수 있다. LMS 적응 필터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LMS 알고리즘은 최소의 오차를 갖도록 하는 적
응 필터를 찾는 것으로, 이는 필터의 적절한 가중치
설정으로 이루어진다. 가중치 값은 식 (2)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은 시간함수로 표현된 적응 필터의
가중치 벡터이며, 는 스텝 값이다.   은 오류
값,  은 입력 신호이다. 스텝 값을 결정하는 요
소는 오류 신호   이고,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3)

식 (3)에서  은 이상적인 신호 출력이고, 
 은 실제 필터를 통과한 출력 값  이다.




 

    

 









(4)

이 때, 스텝 크기()는 상수 값을 가지며, 실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유치를 이용하여
선택하기도 한다.

 
max

(5)




   
m ax ≤  

   
 

따라서 스텝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

 

본 논문에서는 잡음 신호가 혼합되어진 SAR 신
호에서 점표적 영상을 생성하고, LMS 적응 필터 알
고리즘을 적용하는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스텝
크기가 수렴하는 구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스텝
크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다. LMS 적응 필터 알고
리즘의 성능은 점표적 성능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한다.

Ⅲ. SAR 모의실험 적용

[그림 1] LMS
4

적응 필터 구조

본 논문에서는 SAR 점표적 신호를 기반으로 모
의실험을 수행한다. SAR 점표적 신호에 간섭 신호
를 인가하고, LMS 필터에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그림 2]는 SAR 데이터에 LMS 필터를 적용하여 간
섭 신호를 제거하는 모의실험 수행 과정이다.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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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협대역 간섭 신호를 SAR 점표적 신호
에 인가하고, 간섭이 포함된 SAR 점표적 간섭 영상
을 LMS 적응 필터를 통해 복원한 결과이다. 간섭 시
나리오는 간섭 신호 레벨이 30 dB, 협대역 간섭 성분
은 25로 설정하였다. [그림 3]의 (a)와 같이 간섭 신호
가 포함된 영상에서는 잡음 형태의 배경이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b)는 동일한 원시 신호를
LMS 적응 필터에 통과시킨 후를 보여주는데, 간섭
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의 (c)와 (d)
는 간섭 신호 제거 전과 후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
여준다. [그림 3]의 (c)에서는 다수의 협대역 간섭 신
호가 존재하지만, LMS 적응 필터를 통과한 후에서는
이러한 간섭 성분이 효율적으로 제거되었음을 [그림
3]의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시된 LMS 필터 값이 이상적인 결과를 보여주
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분석
이 필요하므로, SAR 점표적 원시 신호를 기반으로
스텝 크기에 따른 LMS 적응 필터의 성능을 분석하
였다. <표 2>는 고유치에 의해 설정한 스텝 크기를
중심으로 스텝 크기에 따른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이다. 또한 [그림 4]는 <표 2>의 품질 분석표를 기반
으로 스텝 크기에 따른 SAR 점표적 영상 품질을
IRW, PSLR, ISLR로 각각 도식화한 결과이다.
<표 2>를 살펴보면, 스텝의 크기가 1.2e-14 이상
구간을 넘어서면 영상의 품질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고, 일정하게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간의 스텝 값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협대역이 아닌 비교적 넓은 광대역의
간섭 신호가 인가된 경우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5]는 광대역의 잡음 신호가 인가된 레
이다 수신 신호와 이에 대해 LMS 적응 필터를 적용
한 신호에 대한 전력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LMS 적
응 필터는 [그림 5]의 가중치 그래프와 동일한 스텝
크기를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
[

적응 필터 기반의 SAR 간섭 신호 제거
알고리즘 흐름도

[그림 2] LMS

신호가 포함된 수신 신호를 입력 신호로 받고, 초기
필터 가중치를 설정한다. 초기 필터 가중치는 0으로
설정한다. 수신 신호를 오차 값이 최소가 되는 필터
가중치를 추정하면서, LMS 적응 필터를 통과시킨다.
LMS 적응 필터를 통과한 출력 신호는 간섭 신호를
제거한 신호이다.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SAR 영상처
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간섭 환경에서
의 SAR 점표적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 및 시스템 변
수는 L-대역의 위성 SAR를 가정하여 수행하였다 .
LMS 기법을 SAR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스텝의
크기에 따라 연산 속도와 정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SAR 원시 신호의 스텝 크기를 결정하는 실
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적절한 스텝 값을 결정하
였다.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위성 영상의 고유치에
의해 계산된 스텝 크기의 값은 1.1e-14이고, 고유치를
중심으로 스텝 크기를 변수로 설정하여 필터의 가중
치를 추정하였다.
[9]

Ⅳ. 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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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간섭신호가 포함된 SAR 점 표적 영상

적응 필터링 후 SAR 점 표적 영상

간섭 신호가 포함된 SAR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 (d) LMS 적응 필터링 후 SAR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
[그림 3] LMS 적응 필터링 결과. 간섭 신호가 포함된 결과(좌), LMS 적응 필터링 후 결과(우)

의 (a)는 간섭이 포함되지 않은 SAR 원시 신호의 전
력 스펙트럼이고, (b)는 간섭이 수신된 경우의 전력
스펙트럼이다.
[그림 5]의 (c)와 (d)는 LMS 적응 필터를 통해 간
섭 신호를 제거한 결과이다. (c)의 경우는 LMS 적응
필터의 스텝 크기를 1e-5로 설정하였고, (d)의 경우
는 1.83e-6으로 설정하였다. (c)의 결과를 보면 LMS
적응 필터를 통과했음에도 간섭 신호가 남아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반면, (d)의 경우는 간섭 신호가 제거
되고, (a)의 원시 신호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따라
서 LMS 적응 필터의 성능은 선택되는 스텝 변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텝의 크기가 작을수록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연산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결과 값이 수렴하
는 범위에서 적절한 스텝 값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
6

(b) LMS

[그림 4]

스텝 크기에 따른 SAR 점표적 품질 변화

직하다[그림 6]은 SAR 영상에 모의 간섭을 인가한
후, LMS 적응 필터를 이용하여 간섭 신호를 제거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SAR 위성에 수신되는 간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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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 신호

(b)

광대역 간섭이 포함된 신호

적응 필터를 통한 간섭 신호 제거 후
(d) LMS 적응 필터를 통한 간섭 신호 제거 후
(스텝 크기 : 1e-5)
(스텝 크기 : 1.83e-6)
[그림 5] 광대역 잡음 신호에 따른 수신 전력 스펙트럼의 변화.
의 대역폭은 9 MHz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SAR
<표 2> 스텝 크기에 따른 SAR 점표적 품질 분석
영상에서의 간섭 영향과 LMS 적용 결과를 보여준
스텝 크기 IRW
PSLR
ISLR
다. [그림 6]의 (a)는 원본 영상이며, [그림 6]의 (b)는
2.0e-14
-(발산)
(c) LMS

1.9e-14

-

-

-

1.8e-14

-

-

1.7e-14

134.17

1.6e-14

91.37

—1.18
—4.84

1.5e-14

49.76

1.4e-14

47.96

1.3e-14

5.59

1.2e-14

6.65

1.1e-14

6.54

1.0e-14

6.75

0.9e-14

6.76

0.8e-14

6.76

0.5e-14

6.76

0.1e-15

6.76

—8.88
—5.32
—3.13
—3.35
—5.23
—9.75
—12.99
—13.22
—13.29
—13.33
—13.31
—13.31

-

0.70

—5.95
—3.94
—5.88
—9.92
—10.16
—10.23
—10.22
—10.21
—10.21

간섭이 포함된 영상이다. SAR 원시 신호를 RDA
(Range Doppler Algorithm) 신호 처리 과정을 통해 생
성한 영상은 [그림 6]의 (c)이다. 그 결과, LMS 적응
필터에 의해 복원된 영상은 간섭이 수신되지 않은 경
우의 원래의 영상과 유사하게 복구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잡음 신호가 수신된 SAR 점표적
신호를 생성하고, LMS 적응 필터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LMS 적응 필터 알고리즘
의 성능은 점표적 성능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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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LMS 적응 필터를 이용한 레이다 영상 간섭신호 제거

(a)

(b)

원본 영상

간섭이 포함된 영상

한 결과, 밝은 선의 형태를 가지는 간섭이 나타난 결
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SAR 위성에서 나
타나는 간섭 영상과 일치한다. 또한, LMS 적응 필터
를 이용한 간섭 신호 제거 전후의 전력 스펙트럼 분
석을 수행하였다. 수치적인 모의실험을 통해 LMS 적
응 필터의 스텝 크기는 필터의 성능을 결정하므로 적
절한 필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값
은 최소를 만족시켜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SAR 수신된 간섭 신호를 제
거할 수 있는 기술인 적응형 LMS 적응 필터 기술을
구현하였고, 이를 SAR 영상에 모의 적용하여 성능
을 분석하였다. 협대역 간섭에 대해서도 레이다 영
상은 그 성능을 분석한 결과, 간섭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의 영상에 비해 PSLR과 ISLR에서 손실이 발생
하지만, 간섭에 의한 영향은 대부분 제거됨을 확인
하였다.
현재 이러한 간섭 신호에 대한 영향 분석 이외에
도 간섭 신호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 논문에서 분석
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SAR에 수신된
간섭 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 간섭 신호 제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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