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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레이더는 빔폭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역을 촬

영할 수 있지만, 빔폭에 따른 해상도 저하 때문에 일

반 레이더의 안테나를 사용에서는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영상레이더는 이

러한 일반 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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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법을 이용해서 가상의 안테나를 합성하여 고해

상도 영상을 얻는 기법이다.

  영상레이더가 가상의 안테나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신호를 수집하여야 가능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상레이더는 항공기나 위성과 

같은 이동하는 장비에 탑재해서 운영한다[1]. 레이더가 

위치를 이동하면서 신호를 수집하면, 레이더에서 특정

한 위치까지의 거리가 변하게 된다. 거리셀(range bin) 

이상으로 거리가 변하면, 특정 위치의 신호가 서로 다

른 거리에 표시가 된다. 방위 방향으로 고해상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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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ar fomat algorithm (PFA) was derived from medical imaging theory, known as back projection, to process 

synthetic aperture radar(SAR) data. The difference between the operating condition of SAR and back projection 

assumption makes two distortions. First, the focusing performance of PFA is degraded in proportion to distances 

from the scene center. Second, the geometric accuracy in SAR images is distorted. Several methods were 

introduced to mitigate the distortions, but some disadvantages, such as the geometric discontinuity, are arisen when 

sub-images are combined. This paper proposes the novel method to compensate the geometric distortion with chirp 

Z-transform (CZT). This method corrects precisely the geometric errors without any problems, because a whole 

image can be processed all at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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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기 위해서는 위치에 따른 거리 변화를 보정해야 

한다. 영상 레이더 처리 알고리즘의 핵심은 이런 거리 

변화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영상 레이더에서 이러한 거리변화 처리방법으로 많

이 알려진 알고리즘은 Range-Doppler Algorithm(RDA), 

Range Migration Algorithm(RMA), Chirp Scaling 

Algorithm(CSA), Polar Format Algorithm(PFA)이다. 

RDA, RMA, CSA는 스트립맵(strip map)으로 불리우는 

모드에서 수신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이고, PFA는 스

팟라이트(spotlight)으로 불리우는 모드에서 수신 신호

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스트립맵과 스팟라이트의 차

이는 후자는 영상 중심점의 도플러 주파수를 일정하

게 하여 방위 방향으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는 모드

이다[2,3].

  RDA는 영상레이더를 위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거리와 방위 방향 처리를 분리해서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3]. 영상 레이더의 원리를 설명하기 용이한 알고

리즘으로 많은 소개 자료에서 다루고 있다.

  RMA는 지진파 신호 처리에서 이용되던 방법을 영

상레이더에 적용한 방법이다[4]. 주파수 영역에서 가장 

정확한 영상 처리 방법으로, 신호처리 과정에서 발생

하는 오차가 없다.

  CSA는 보간법을 이용하지 않고 영상 레이더 신호

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산량을 줄이는데 집중한 알

고리즘이다[3]. CSA는 RMA의 수식을 근사해서 신호처

리에 이용하기 때문에 스퀸트 각도가 커지면 변형이 

필요하다[5].

  PFA는 back projection을 영상 레이더에 적용한 방법

이다[6]. 시간 영역 back projection은 영상 레이더에서도 

가장 정확한 신호처리 기법이지만, 필요한 연산량이 

가장 많다[1]. 시간 영역 back projection의 시간을 줄이

는 기법으로 주파수 영역 back projection이 제안되었

고, PFA는 이 방법을 SAR에 적용한 결과이다[6]. 영상 

레이더와 주파수 영역 back projection이 가정하는 환경

이 다르기 때문에 파면 곡률 오차(wavefront curvature 

error)라고 불리는 오차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면 곡률 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

제점 중에서 위치 왜곡 현상을 보간법 없이 정확하게 

보정하는 기법을 다루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파면 곡

률 오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시뮬레이션과 영상 레이더 

영상으로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2. PFA의 파면 곡률 오차

  시간 영역 back projection은 영상 픽셀을 개별적으

로 적분해서 구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영상 처리가 가

능하지만, 영상의 픽셀이 늘어나거나 해상도를 좋게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연산량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주

파수 영역 back projection은 Radon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별적 영상 픽셀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영상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6]. 주파수 영

역 back projection은 제한된 수집 조건에서 정확한 처

리가 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파수 영역 back projection으로 처리가 가능한 조

건은 전체 영상이 직선으로 투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영상 레이더의 전자파는 원호를 그리

며 진행한다. Fig. 1에 주파수 영역 back projection과 

영상 레이더의 투영 방식이 묘사되어 있다. 파란색 점

선이 back projection에서 가정하는 투영 경로이다. 검

은색 선이 전자파에 의해서 투영되는 경로이다. 두 개

의 투영 경로 차이를 파면 곡률 오차라고 부른다.

 Fig. 1. Projection geometry of back projection and 

radar signal

  파면 곡률 오차는 PFA로 영상을 형성할 때 두 가지

의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 첫째는 영상 중심에서 거리

에 따른 영상의 성능 저하이고, 두 번째는 영상의 위

치 왜곡이다. 수식 (1)은 파면 곡률 오차에 의해서 발

생하는 위상 오차를 표현한 식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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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에서 는 거리 방향 주파수이고 는 방위 방

향 도플러 주파수이다. 는 방위 방향 위치이고 

는 거리 방향 위치이다. 위치는 모두 영상 중심에서 

상대 값이다. 는 레이더에서 영상 중심까지 거리이

고 는 중심 주파수의 파장이다. 는 거리 방향 

파수(wavenumber)이고 는 방위 방향 파수이다. 

앞에 있는 두 개의 성분이 위치 오차를 나타내고, 마

지막 성분은 영상 성능 저하를 의미한다.

  위치 왜곡 오차는 Fig. 1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

다. 방위 방향의 경우 각도에 대한 분해능이 위치로 

변환된다. 근거리와 원거리는 경사 거리 차이로 각도 

분해능이 같아도 방위 거리가 달라진다. 거리 방향의 

경우는 곡률 때문에 방위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거리

가 멀어지게 된다. Fig. 2는 PFA 영상의 위치 왜곡을 

묘사하고 있다.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을 PFA로 영상 

형성을 하면 실선으로 표시된 모양으로 영상이 형성

된다.

Fig. 2. Geometry distortion of PFA

  PFA에서 파면 곡률 오차를 보정하는 기법은 3가지

가 제안되어 있다. 첫째, 파면 곡률 오차가 영상 중심

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해서 

영상을 여러 개의 작은 영상으로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6]. 둘째는 저해상도 영상을 만들어서 위상 

오차를 보정하고 고해상도 영상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다[7]. 마지막은 PFA로 영상을 형성하고 영상에 보정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이다[8].

  3가지 방법 모두 성능 저하와 위치 왜곡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분할처리 기법으로 위치를 

보정할 경우 영상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불연속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정 필터의 경우 정확

한 필터는 연산량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근사한 필터

는 분할처리와 동일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제안 방법

  분할처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상 전체에 위

치 왜곡을 보정하는 접근 방법도 존재한다. 이때, 일

반적으로 보간법을 이용해서 위치 왜곡을 보정한다. 

보간법은 신호의 전후 관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위치

의 값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영상의 경우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보간법을 이용해서 

추정한 값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제안하는 방법은 보간법을 이용하지 않고 신호처리 

기법을 이용해서 위치 왜곡을 보정한다. Fig. 3은 제

안하는 방법의 순서도이다. 거리 방향은 한 방향으로 

위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 위상 보상

으로 오차를 보정한다. 방위 방향은 거리에 따라서 방

위 픽셀의 크기가 변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Chirp Z 

변환(CZT)을 이용해서 방위 방향의 픽셀 크기를 일정

하게 변환한다[9].

  거리 방향 위치 왜곡은 수식 (1)에서 보듯이, 방위 

위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거리 방향은 수식 

(2)를 이용해서 위상 오차를 보정한다.






 (2)

위 식에서 는 주파수이고, 는 방위 위치이다. 는 

빛의 속도이고, 는 기준 경사거리이다.

  거리 방향 위치 보정 시에 에서 는 수

식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방위 방향으로 위상

의 불연속을 만들어서 방위 방향으로 성능 저하를 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중심 

주파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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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lock diagram of proposed method

  방위 방향 위치 왜곡은 거리 위치와 방위 위치에 

따라 모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호에도 영향을 

받는다. 즉,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 방

향과 동일한 위치 보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방위 

방향의 위치와 오차를 위상으로 정리하면 수식 (3)처

럼 된다. 거리에 따라서 방위 방향의 위치가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tan

 (3)

위 수식에서 는 수신 위치와 수신 기준선 사이

의 각도 차이이다.

  방위 방향으로 압축을 수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이

산 푸리에 변환(DFT)를 이용한다. DFT를 이용해서 방

위 압축을 수행하고 나면 거리에 따라서 픽셀 크기가 

달라져서 방위 위치 오차가 발생한다. 제안하는 방법

은 CZT를 이용해서 방위 압축을 수행함으로써 거리

에 상관없이 일정한 픽셀 크기를 유지한다.

 ≈ 





 
 



 

 

 csinc
 




 
 (4)

위 수식에서 tan는 가 작다는 가정과 이

산 기호를 이용해서 으로 근사했다. 두 번째 지

수 함수가 DFT를 대체한 CZT이다. 은 CZT

의 스케일 값이다. csinc는 수식 (5)로 표현되는 함수

로 sinc와 유사한 함수이다. 스케일 값을 적용함으로

써 방위 위치가 거리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변경된다.

4. 시뮬레이션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4는 시뮬레이션에서 점표

적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에 주요 변수를 

요약하였다.

Table 1. Parameter for simulation

구분 값

중심 경사거리 20 km

고도 5 km

비행체 속도 100 m/s

스퀸트 각도 0 °

해상도 0.4 m

Fig. 4. Point targets for simulation

  Fig. 5는 PFA로 영상을 형성한 근거리 표적 영상이

다. 3개의 표적을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였다. 앞에서 



PFA의 기하 왜곡 보정 기법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1권 제1호(2018년 2월) / 21

설명하였듯이 방위와 거리 방향으로 위치가 왜곡되어 

있다. Fig. 6은 제안한 방법으로 위치 왜곡을 보정한 

결과이다. 표적이 거리 방향으로 일렬로 정렬이 되어 

있고 방위 위치도 보정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5. Before geometry correction

Fig. 6. After geometry correction

Table 2. Points location before correction

표적1 표적2 표적3

거리, 방위(m) -493, -512 6, -500 507, -488

표적4 표적5 표적6

거리, 방위(m) -500, 0 0, 0 501, 0

표적7 표적8 표적9

거리, 방위(m) -493, 512 7, 500 507, 488

Table 3. Points location after correction

표적1 표적2 표적3

거리, 방위(m) -500, -500 0, -500 500, -501

표적4 표적5 표적6

거리, 방위(m) -500, 0 0, 0 501, 0

표적7 표적8 표적9

거리, 방위(m) -500, 500 0, 500 501, 501

Fig. 7. Corrected image with interpolation

  Table 2와 Table 3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9개 표

적 모두의 위치를 측정한 결과이다. 보정 후에 정확하

게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거리 표적 3개

의 거리와 방위 방향에 1 m 정도의 오차(미터로 반올

림)가 발생한다. PFA 신호처리 과정에서 입사각을 영

상 중심에 맞춰 처리하기 때문에 위치 별로 입사각의 

오차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Fig. 7과 Fig. 8은 비행시험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처

리한 결과이다. Fig. 7은 거리 방향을 위상 보정으로 

처리하고 방위 방향을 스플라인 보간법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영상은 인접 픽셀

간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물결무늬 같은 왜곡현상

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Fig. 8은 제안하는 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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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한 결과이다. 위치왜곡에 대한 보정은 동일한 성

능을 유지하면서 방위보정에 따른 왜곡 현상이 영상

에서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에 붉은 원으로 표시한 지역에 성능 측정을 

위해서 코너 리플렉터(CR)를 설치하였다. Fig. 9와 

Fig. 10은 위치 보정 후 CR의 방위 방향 성능을 비교

한 그림이다. 푸른 점선이 보간법을 이용한 기법이고 

붉은 실선이 제안하는 방법이다. 제안 방법이 보간법

을 이용할 때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8. Corrected image with proposed method

Fig. 9. IRF of CR (’16. 6. Image)

Fig. 10. IRF of CR (’16. 12. Image)

Fig. 11. Coast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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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은 해안가 지역을 제안한 기법으로 위치 보

정한 그림이다. 붉은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을 확대한 

영상이 Fig. 12이다. 보간법 결과를 보면 Fig. 7처럼 

물결무늬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2. Extended images(Left: Interpolation, Right: 

Proposed method)

  Fig. 13. Extended images of coastal road before 

correction

   Fig. 14. Extended images of coastal road after 

correction

  Fig. 11의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을 위치 보

정 전/후로 확대한 그림이 Fig. 13과 14이다. 그림에서 

도로의 가드레일로 추정되는 두 개의 밝은 선이 있다. 

두 그림의 붉은 점선은 보정 후 Fig. 14의 좌측 가드

레일 위에 평행하게 그은 선이다. 보정 전 Fig. 13을 

보면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평행한 붉은 점선과 좌측 

가드레일(노란 점선)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Fig. 13의 노란 점선은 좌측 가드레일의 좌측 하

단에서 가드레일을 따라 그은 선이다. 우측 상단으로 

가면서 노란 점선 옆으로 반사된 좌측 가드레일이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영상의 크기가 정해지면 거리와 무관하게 일정한 

자료 처리량을 유지할 수 있고, 단순한 요동 보상 구

조를 가지고 있어서 PFA는 항공기의 실시간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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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신호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PFA는 

알고리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영상 품질을 위해서

는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PFA의 오차 중 위치왜곡을 CZT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CZT를 이용한 

보정 기법은 영상의 주파수 신호를 이용해서 보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영상의 성능 저하 없이 정확한 위치 

보정이 가능한 기법이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SAR 영상을 이용해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왜곡된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보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SAR 영상을 

이용한 결과에서도 보간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위치보정이 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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