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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이용한 표적식별 성능 분석

Analysis of Target Identification Performances Using Bistatic ISAR Images

이승재․이성현․강민석․양은정*․김경태

Seung-Jae Lee․Seong-Hyeon Lee․Min-Seok Kang․Eunjung Yang*․Kyung-Tae Kim

요  약

바이스태틱 역합성 개구 레이다(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ISAR) 영상은 표적에 대한 2차원 산란분포를 나타내
고, 이는 바이스태틱 표적식별에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은 바이스태틱 기하구조에 따라 그 산란
메커니즘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고유의 왜곡 때문에 표적의 정확한 거리-도플러 정보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표적식별에서 효율적인 훈련 DB 구축은 핵심사항이 된다. 최근 모노스태틱 표적식별에서 효율적인 성능을 보였
던 비행 시나리오 기반 훈련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구축 기법을 바이스태틱 고해상도 거리측면도(High Resolution 
Range Profile: HRRP) 표적식별에 적용하여 바이스태틱 기하구조 내 효율적인 훈련 DB를 구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 
상기 연구는 레이다와 표적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 적은 양의 훈련 DB로도 높은 표적식별 성능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행 시나리오 기반 훈련 DB 구축 기법을 바이스태틱 ISAR 영상 표적식별에
적용한 후, 그 성능과 효율성을 분석한다.

Abstract

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ISAR) image generated from bistatic radar(Bi-ISAR) represents two-dimensional scattering distribution 
of a target, and the Bi-ISAR can be used for bistatic target identification. However, Bi-ISAR has large variability in scattering mechani-
sms depending on bistatic configurations and do not represent exact range-Doppler information of a target due to inherent distortion. 
Thus, an efficient training DB construc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arget identification using Bi-ISARs. Recently, a database 
construction method based on realistic flight scenarios of a target, which provides a reliable identification performance for the monostatic 
target identification, was applied to target identification using high resolution range profiles(HRRPs) generated from bistatic radar(Bi- 
HRRPs), to construct efficient training DB under bistatic configurations. Consequently, high identification performance was achieved 
using only small amount of training Bi-HRRPs, when the target is a considerable distance away from the bistatic radar. Thus, flight 
scenarios based training DB construction is applied to target identification using Bi-ISARs. Then, the cap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method i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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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송신기와 수신기의 공간적 차이를 이용하여 저피

탐(stealth)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바이스태틱(Bistatic)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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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에 대한 연구가 군사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1],[2]. 바이스태틱 레이다는 기존 모노스태

틱(Monostatic) 레이다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저피탐 표적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바이스태
틱 기하구조 내 표적의 산란파는 모노스태틱 레이다에

비해 더욱 다양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바이스태틱 레이다
수신신호로부터 고해상도 거리측면도(high resolution rna-
ge Profile: HRRP)나 역합성 개구 레이다(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ISAR) 영상을 형성하여 표적식별에 이용
할 시, 모노스태틱 레이다에 비해 방대한 양의 훈련 데이
터베이스(database: DB)가 요구된다. 더욱이, 바이스태틱
HRRP와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경우. 바이스태틱 기하
구조에 의한 왜곡현상 때문에 표적에 대한 정확한 거리

및 도플러(수직거리) 정보를도시할 수 없다. 따라서 바이
스태틱 표적 식별 내 훈련 DB 구축은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모노스태틱 ISAR 영상을 이용한 표적식별의 경우, 표

적의 비행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훈련 DB를 구축하는 연
구가 수행되었다[3]. 상기 연구는 표적의 비행 시나리오
내에서 모노스태틱 레이다를 이용해 ISAR 영상을 획득하
여 훈련 DB를 구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고, 적은 양의
훈련 DB로도 높은 표적식별 성능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바이스태틱 레이다를 이용한 표적식별의 경우, 표적의

비행 시나리오 기반 훈련 DB 구축과 바이스태틱 HRRP
를 결합하여 바이스태틱 기하구조 내 효율적인 훈련 DB
를 구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4]. 상기 연구의 결과는
레이다와 표적의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 적은 훈련 DB 
양으로도 높은 표적식별 성능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

였다.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경우, 바이스태틱 HRRP에 비

해 표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바이스태틱 표

적식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바이스태틱 HRRP
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DB 구축이 바이스태틱 ISAR 영
상을 이용한 표적식별의 핵심사항이 된다. 하지만 아직
바이스태틱 ISAR 영상 표적식별을 위해 효율적인 DB를
구축하고, 표적식별을 수행하여 그 성능 및 효율성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기존 바이스태틱

HRRP 표적식별에 효율적인 성능을 보였던 비행 시나리
오 기반 DB 구축 개념을 바이스태틱 ISAR 영상 표적식
별과 결합하여 훈련 DB 구축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성
능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노스태틱 표적식별에 이용하였

던 비행 시나리오에 기반한 표적식별 패러다임이 바이스

태틱 ISAR 영상을 이용한 표적식별에도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3D CAD 모델들
과 전자기적 수치 해석 기법인 물리 광학법(Physical Op-
tics: PO)에 기반한 자체 개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바
이스태틱 환경 하에서 레이다 신호를 획득한다. 또한, 바
이스태틱 수신신호를 이용하여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형성한 후, 비행 시나리오 기반의 표적식별을 수행하여
그 성능과 효율성을 분석한다.

Ⅱ. 바이스태틱 ISAR 영상   

본 장에서는 기존 M. Martorella의 연구 결과[1]에 기반

하여 바이스태틱 레이다 기하구조 내 표적에 대한 수신

신호를 수식적으로 모델링(modeling)하고, 이를 이용하여
형성된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특성을 분석해본다. 그
림 1은 일반적인 바이스태틱 기하구조를 나타내고, 그림
1 내의 는 송신기 및 수신기와 표적이 이루는 각도로

정의되는 바이스태틱 각도이다. 
그림 1의 바이스태틱 기하구조를 기반으로 획득할 수

있는 표적에 대한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바이스태틱 기하구조[1]

Fig. 1. Bistatic geometry[1].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7, no. 6, Jun. 2016.

568

   





  

    





(1)
    

  rect rect   (2)
  

여기서 는 송신신호의 중심주파수, 는 송신신호의

주파수 대역폭, 는 레이다가 표적을 관측하는 시간

(Coherent Processing Interval: CPI), x는 반사된 신호의
함수, 는 반사함수가 정의된 공간을 나타낸다. 또한, 
는 시간과 주파수에 따른 사각(rectangular) 함수, 
는 위상함수, 그리고


는 표적 내 산란점들의 위치벡

터이다. 여기서

는 표적의 영상 투영 평면(Image Pro-

jection Plane: IPP) 내 도플러 및 거리 방향을 나타내는
 ,  , 그리고 표적의 유효 회전 벡터(Effective Rotation 
vector: ERV)의 방향을 나타내는 에 기반한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바이스태틱 레이
다 기하구조 내 표적에 대한 수신신호의 위상함수를 정

의하기 위해 레이다 A가 모노스태틱 기하구조 내 수신하
는 신호의 위상함수 와 레이다 B가 모노스태틱 기
하구조내 수신하는 신호의위상함수 를식 (3)과 (4)
로 각각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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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벡터간의 내적 연산자, 는 빛의 속도, 
 는 레이다 A와 표적간의 거리,  는 레이다 B

와 표적간의 거리,  는 레이다 A의 가시선(Line of 

Sight: LOS) 방향으로의 단위벡터, 는 레이다 B의
LOS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이다. 레이다 A가 송신한 신호
를 레이다 B가 수신하거나, 레이다 B가 송신한 신호를 레
이다 A가 수신함으로써 형성되는 바이스태틱 위상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5)

식 (5)에서   

 
  cos , 

  


 


는바이스태틱레이다 LOS 

방향으로의 단위벡터,  

   
이다. 식

(1)의 바이스태틱 레이다 수신신호에 대한 요동보상

(motion compensation: MOCOM) 과정이 수행되어 가

제거되었다고 가정하자. 또한, 표적이 하나의 이상적인
점 산란원(ideal point scatterer)으로 구성되어  

에만 위치한다고 가정하자. 바이스태틱 ISAR 영상
형성시, 산란점   는 IPP에 투영되기 때문에

 로나타낼수 있고, 바이스태틱 레이다내위상
함수는 식 (6)과 같이 근사될 수 있다.

  

    




sin cos  (6)
  
식 (6)의 는 테일러 급수 전개를 이용해 식 (7)과

같이 1차 다항식의 형태로써근사할 수 있다. 또한, 식 (6)
의 가 충분히 작다고 가정하면, sin와 cos는

각각 와 1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식
(6)은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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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음으로, 식 (8)을 식 (1)에 대입하면 하나의 이상적인

점 산란원에 대한 바이스태틱 레이다의 수신신호를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식 (9)에서   이다. 이제 식 (9)에 대하여

축 방향으로 역 퓨리에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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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 각 시간 에서 레이다 LOS 방향으로 표적의 산
란분포를 나타내는 1차원 바이스태틱 HRRP를 다음과 같
이 형성할 수 있다.

  
 ∞

∞


       

 sinc 

    

×
 rect

 
 


          

(10)  
  

여기서   은 레인

지 마이그레이션(range-migration) 현상을 발생시키는 항
이다. 상기 는 거리 해상도 ∆의 절반보다 작

을 경우( ∆) 무시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바이스태틱 ISAR 영상형성시 상기 조건이 만족된다. 따
라서 식 (10)의 을 제거한 후,   방향으로 역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면 표적의 2차원 산란분포를 나타나는 바
이스태틱 ISAR 영상을 다음과 같이 형성할 수 있다.

′   




  

          ⊗⊗⊗                (11)
  

  





  sin

         × sin                           (12)

식 (11)에서
   

  
은 점상 강

도 분포 함수(point spread function: PSF) 를 스미

어링(smearing)시키는 항,   는은 산란원

들을 도플러(Doppler) 방향으로 추가적 이동시키는 항, 또
한, ⊗와 ⊗는 각각 , 에 대한 콘벌루션(convolution) 
연산자이다. 여기서,  항은 바이스태틱 각도가 급격
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무시가 가능하다.
식 (11)과 (12)에서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은 모노스태

틱 ISAR 영상과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바이스태틱 ISAR 영상 내 표적의 산란
원은 실제 거리와 도플러( , )가 아닌
만큼 스케일링된  , 에위치하

게된다. 또한,     항은각산란원에대하
여 도플러 방향으로의 추가적 이동을 야기한다. 따라서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통해서는 표적의 정확한 거리
및 도플러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그림 2는 RCS 값이 1인 두 개의 이상적인 점 산란원들

이   방향으로 m , m에 각각 위치한 바이스태틱

(a) 바이스태틱 기하구조
(a) Bistatic geometry

(b) 초기   °에 대한 바이스태틱 ISAR 영상
(b) Bistatic ISAR image for initial   °

(c) 초기   °에 대한 바이스태틱 ISAR 영상
(c) Bistatic ISAR image for initial   °

그림 2. 두 개의 이상적인 점 산란원에 대한 바이스태틱
기하구조와 바이스태틱 ISAR 영상들

Fig. 2. Bistatic geometry and bistatic ISAR image for two 
ideal point scatte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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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구조와 상기 산란원들에 대한 바이스태틱 ISAR 영상
들을 도시한다. 그림 2(a)에서 Tx는 송신기, Rx는 수신기
를 나타낸다. 또한, 바이스태틱 레이다의 중심 주파수는
10 GHz, 주파수 대역폭은 300 MHz로 정하였고, 총 관측
각도  deg는 수직거리 해상도가 거리해상도(0.5 m)
와 동일하게 되도록  deg로 설정하였다. 그림 2(b)
의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먼저 송신기
와 수신기를    방향을 기준하여 시계방향으로 

deg와 반시계 방향으로  deg에 각각 고정시킨 후, 
바이스태틱 RLOS 의 총 관측각도가  deg가
되도록 수신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며, 바이스태틱
수신신호를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2차원 역퓨리에 변환
을 수집한 바이스태틱 수신신호에 적용하여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획득하였다. 그림 2(c)의 바이스태틱 ISAR 
영상 형성 과정은 그림 2(b)와 동일하나, 초기 송신기 및
수신기가    방향을 기준하여 시계방향으로 

deg와 반시계 방향으로  deg에 각각 위치하였다. 
그림 2(b), (c)의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보면 와

로 인하여 식 (11)에 기술된 두 가지 왜곡현상들이
발생하였고, 이로부터 정확한 표적의 거리 및 도플러(수
직거리)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b), 
(c) 내 바이스태틱 ISAR 영상들은 동일한 에서 형성

되지만 다른 를 갖는다. 는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스케일링시키는 와 도플러 방향으로의 추가적

이동을주는 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두 영상의왜곡정

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비행 시나리오 기반 DB 구축  

기존 모노스태틱 ISAR 영상을 이용한 표적식별에서
훈련 DB는 주로 고각(elevation angle)과 방위각(azimuth 
angle)을 특정 범위 내에서 변화시키며, 모노스태틱 ISAR 
영상을 획득하여 구축하였다. 하지만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경우, 그림 2(b), (c)처럼 와 에 따라 각

각 다르게 왜곡되기 때문에 다수의 고각과 방위각뿐만

아니라, 다수의 와 에 대해서도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 DB 

구축 방법을 위한 시간과 메모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표적식별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모노스태틱 레이다의 경우, 효율적인 훈련 DB 구축을

위해 표적의 비행 시나리오에 기반한 DB 구축을 수행하
는 연구가 수행되었다[3]. 상기 연구에서는 레이다 위치를
고정시킨 후, 표적을 미리 지정된 위치로부터 특정한 방
향으로 비행시키며, 표적의 ISAR 영상을 획득하여 훈련
DB를 구축하였다. 상기 연구결과는 실제 비행 상황과 유
사한 훈련 DB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적은 데이터베이스
양으로도 시험 데이터에 대해 높은 표적식별 성능을 획

득하였다.
바이스태틱 레이다의 경우, 최근 비행 시나리오 기반

DB 구축과 바이스태틱 HRRP를 결합하여 바이스태틱 표
적식별을 수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4], 레이다와 표적
의 거리가 충분히 먼 상태에서 적은 훈련 DB로도 높은
표적식별 성능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상기 비행 시나리오 기반 훈련 DB 구축은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이용한 표적식별에도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비행 시나리오 기반 훈련 DB 구축의 경우, 레이다
와 표적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먼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와 가 충분히 작아져 바이

스태틱 ISAR 영상 내 발생하는 왜곡현상들을 상당히 제
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행시나리오 기반 표적식별은
효과적으로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표적식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림 3은 비행 시나리오 기반 바

그림 3. 비행 시나리오 기반 바이스태틱 표적식별
Fig. 3. Flight scenario based bistatic target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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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태틱 표적식별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비행시나리오 기반 훈련 DB 구축을 위해, 송신기와 수
신기는 각각 xyz X 와 xyz  X 
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고, X는 모노스태틱 기하구조와
바이스태틱 기하구조를형성하도록 각각  km와  km
로정하였다. 또한, 송신파의중심주파수는 10 GHz, 주파
수 대역폭은 200 MHz로 설정하였다.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왜곡에 영향을 주는 와 는 표적과 레이

다 사이의 거리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표적과 레이다의
거리가 가까운 비행 시나리오 SET-1과 표적과 레이다의
거리가 먼 비행 시나리오 SET-2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훈련 DB를 각각 구성하였다. SET-1과 SET-2에 해당하는
표적의 비행 파라미터는 표 1과 표 2에 각각 제시되어 있
다. SET-1과 SET-2는 크게 3 가지 비행 방향으로 구성되
고, 각 시나리오에는 80개의 비행 시작점이 존재한다. 표
적은 비행 시작점으로부터 300 m/s의속도로 직선 비행하
였고, 레이다 수신신호는 바이스태틱 ISAR 영상 내 수직
거리 해상도 ∆이 거리 해상도와 ∆과 같아지도록

획득되었다. 표적에 대한 바이스태틱 수신신호를 획득하
기 위해서는, 전자기적 수치해석 기법인 PO에 기반하여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다. 그 후, 바이스태
틱 수신신호들 중 100개의 시간에서 바이스태틱 수신신
호들을 샘플링하였고, 해당 바이스태틱 수신신호에 2차
원 역퓨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형성하여 훈련 DB를 구축하였다. 즉, SET-1과 SET-2에서
각 훈련 DB를 구성하는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총 개
수는 4(표적의 수)×3(비행방향 수)×80(각 비행방향 내
비행 수) = 960개이다. 표적식별 성능 분석을 위한 표적
으로는 F117, F16, Mig25, Yf 23을 선택하였고, 3D CAD 모
델을그림 4와같이제작하였다. SET-2 내비행방향  

   에서 x    km , y   km , z   km , 
X   km일 때 각 표적의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은
그림 5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6은 SET-2 내 훈련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형성

할 시, 각 비행방향에서 샘플링된 시간에 해당하는  

   

    (a) F117        (b) F16       (c) Mig25    (d) Yf23

그림 4. 표적의 3D CAD 모델
Fig. 4. CAD models of targets.

 

 

         (a) F117                      (b) F16

 

         (c) Mig25                     (d) Yf23

그림 5. 표적의 바이스태틱 ISAR 영상
Fig. 5. Bistatic ISAR images of targets.
 

표 1. SET-1에 대한 표적 비행 파라미터
Table 1. Target flight parameters for SET-1. 

Flight direction                 

Initial position: x —24, —8, 8, 24 km
Initial position: y 30, 40, 50, 60, 70 km
Initial position: z 1, 3, 5, 7 km

표 2. SET-2에 대한 표적 비행 파라미터
Table 2. Target flight parameters for SET-2. 

Flight direction                 

Initial position: x —24, —8, 8, 24 km
Initial position: y 80, 90, 100, 110, 120 km
Initial position: z 1, 3, 5, 7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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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를 보여준다. 표적이 바이스태틱 레이다의 정면
으로 다가오는 비행방향인      의 경우, 다른 비
행 방향에 비해 시간에 따른 관측각의 변화가 크지 않다. 
따라서 거리 해상도와 동일한 수직거리 해상도를 획득하

기 위하여 긴 CPI 동안 표적을 관측해야 하고, 바이스태
틱 ISAR 영상 형성 시, 와 가 커짐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상기 비행방향내 형성된 바이스태틱 ISAR 영
상은 다른 방향에 비해 심하게 왜곡될 것이다. 
그림 7은 SET-2 내 각 비행방향에서 x   km

y   km z   km X   km일 때, F16 표적의
모노스태틱 및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도시한다. 그림
7에 의하면 비행방향      의 경우, 다른 비행방향
에 비해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왜곡이 심하여 모노스
태틱 ISAR 영상과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6에서 보인 바와 같이, 비행방향      의 경

(a)       내  (b)       내 

(c)        내  (d)        내 

(e)        내  (f)        내 

그림 6. 각 비행방향 내  및 

Fig. 6.  and  for each flight direction.

(a)     의 모노스태

틱 ISAR 영상
 (a) Monostatic ISAR image for  

    

(b)     의 바이스태

틱 ISAR 영상
 (b) Bistatic ISAR image for 

    

(c)      의 모노스
태틱 ISAR 영상

 (c) Monostatic ISAR image for
        

(d)      의 바이스
태틱 ISAR 영상

 (d) Bistatic ISAR image for 
     

(e)      의 모노스태
틱 ISAR 영상

 (e) Monostatic ISAR image for 
     

(f)      의 바이스태
틱 ISAR 영상

 (f) Bistatic ISAR image for 
     

그림 7. SET-2 내 각 비행방향에 대한 F16 표적의 모노
스태틱 및 바이스태틱 ISAR 영상

Fig. 7. Monostatic and bistatic ISAR image of F16 for 
each flight direction in SET-2.

우, 와 가 크기 때문이다. 즉, 비행 시나리오 기
반 표적식별을 이용하여 훈련 DB를 구축하더라도 이는
훈련 바이스태틱 ISAR 영상과 시험 ISAR 영상은크게왜
곡되고, 상기 비행방향에서의 바이스태틱 표적식별 성능
은 모노스태틱 표적식별 성능에 비해 크게 저하될 것임

을 예측할 수 있다. 
시험 DB를 형성하기 위한표적의 비행 시작점은 각 시

나리오의 훈련 DB 공간 내에서 임의로 50개를 선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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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표적의 비행 방향은 훈련 DB의 비행 방향에
±  ±  ±    범위 내의 임의의 값을 더하여
결정하였다. 각 비행에서 표적은 300 m/s의 속도로 직선
비행하였고, ∆이 0.6×∆   1.4×∆ 내에서 임의
로 결정되도록 바이스태틱 수신신호가 획득되었다. 다음
으로, 100개의 시간에 해당하는 바이스태틱 수신신호들
을 샘플링한 후, 2차원 역퓨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바이스
태틱 ISAR 영상을형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험 DB를
구축하였다. SET-1과 SET-2에서 각 시험 DB를 구성하는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총 개수는 4(표적의 수)×3(비행
방향 수)×50(각 비행방향 내 비행 수)=600개이다. 훈련
DB와 시험 DB를 구축한 후,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각
영상의 질량중심(center of mass: COM) 기준으로 정렬하
였다. 다음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여 특징벡터의 차원을 압축하였고[5], 구분
기로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는 nearest neighbor (NN) 
구분기를 이용하였다. 또한, 잡음에 대한 식별 성능의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가 0 dB에서 30 dB까지 5 dB 간격으로 변화하도록
부가 백색 가우시안 잡음(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을 바이스태틱 수신신호에 더하여 표적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각 표적식별 성능은 식 (13)과 같이 전
체 시험 데이터 중에서 올바르게 구분한 수의 비율로 정

의하였다. 
  

 전체 시험데이터 수
올바르게 구분한 수

×  
(13)

  
그림 8과 9는 각각 SET-1과 SET-2에서의 모노스태틱

레이다 및 바이스태틱 레이다를 이용한 표적식별 성능을

SNR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비행방향     과

     의 경우, SET의 종류에 관계없이 높은 모
노스태틱 및 바이스태틱 표적식별 성능을 보였다. 기존
바이스태틱 HRRP를 이용한 비행 시나리오 기반 표적식
별에서는[4] SET-1에서의 표적식별 성능이 SET-2에 비해
크게 저하되었다. 이는 모노스태틱 및 바이스태틱 HRRP 
내 표적의 산란 메커니즘이 표적과 레이다 LOS 사이의
상대적인 각도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모노스태틱 및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경우, 관측각

에따른 산란메커니즘의 변화가 HRRP에 비해적기 때문
에 SET-1에서도 안정적인 표적식별 성능을 획득할 수 있
다. 또한, SET-1에서는 일반적으로 SET-2에 비해 , 
가 크기 때문에 바이스태틱 기하구조에 의한 왜곡이

심해져 바이스태틱 표적식별 성능이 저하되지만, 비행방
향     과        내 바이스태틱 ISAR 영
상 표적식별 성능은 SET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노스태틱
ISAR 영상 표적식별 성능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바이
스태틱 HRRP 표적식별의 경우, SET-1에서 표적식별 성
능이 SET-2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과[4] 비교한다
면, 바이스태틱 ISAR 영상 표적식별이 바이스태틱 HRRP 
표적식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곡에 강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방향      의 경우, SET-1 및 SET-2 내 모

노스태틱 표적식별은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바이스태틱
표적식별 성능은 크게 저하되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기 비행방향에서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형성
시, 와 가 커져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크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SET-1의 경우 SET-2에 비해
표적과바이스태틱레이다의거리가가깝고 와 

가 SET-2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모노스태틱 표적식별에
비해 성능 저하가 더욱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바이스태틱 ISAR 영상 표적식별에 기
존 모노스태틱 표적식별에서 제안되었던 비행 시나리오

기반 DB 구축기법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비행
방향이 표적식별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비행방향     과      의 경우,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형성을 위한 CPI가 길지 않기
때문에, 영상 내 왜곡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표적과 바이스태틱 레이다 사이의 거리와 관계없이

적은 DB 양으로도 높은 모노스태틱 및 바이스태틱 표적
식별 성능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행방향 

   의 경우, 바이스태틱 ISAR 영상 형성을 위한 CPI
가 길어  및 가 커지기 때문에 바이스태틱 IS-
AR 영상이 크게 왜곡되었다. 따라서 바이스태틱 표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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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행방향:      

(a) Flight direction:      

(b) 비행방향:      

(b) Flight direction:      

(c) 비행방향:     

(c) Flight direction:     

그림 8. SET-1에서의 SNR에 대한 표적식별 성능
Fig. 8. Probability of correct identification versus SNR for 

SET-1.

(a) 비행방향:      

(a) Flight direction:      

(b) 비행방향:      

(b) Flight direction:      

(c) 비행방향:     

(c) Flight direction:     

그림 9. SET-2에서의 SNR에 대한 표적식별 성능
Fig. 9. Probability of correct identification versus SNR for 

SE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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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성능이 모노스태틱에 비해 크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SET-1의 경우, 왜곡현상이 더욱 심해
지기 때문에 표적식별 성능이 더욱 저하되었다. 이를 기
존 바이스태틱 HRRP를 이용한 표적식별 연구[4]와 비교

하여 분석해 보면 비행방향     과    

 의 경우에는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을, 비행방향
     의 경우에는 바이스태틱 HRRP를 표적식별
에 이용하는 것이 바이스태틱 표적식별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비행방향      처럼

, 가 커지는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바이스태틱
ISAR 영상의 표적식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왜곡보상, 특
징벡터 추출 및 구분기 설계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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