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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이다(RADAR)는 전자기파 신호를 송신하고 반사

되어 되돌아오는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저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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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표적의 레이다 반사성(RADAR reflectivity)을 측

정한다. 대상 표적의 탐지는 레이다에서 수신된 반사 

신호를 기반으로 하며, 대상 표적으로부터 야기된 반

사 신호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파워 문턱값(threshold)
을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일정 오경보율(constant 
false alarm rate)이 사용된다[1]. 이러한 탐지 기술을 통

하여 목표로 하는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거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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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feature extraction method for automatically estimating the number of target and 
detecting the chaff using high range resolution profile(HRRP). Feature of one-dimensional range profile is expected 
to be limited or missing due to lack of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time. The proposed method considers the 
dynamic movements of targets depending on the radial velocity. The observed HRRP sequence is used to construct 
a time-range distribution matrix, then assuming diverse radial velocities reflect the number of target and seduction 
chaff launch, the proposed method utilizes the characteristic of the gradient distribution on the time-range 
distribution matrix image, which is validated by electromagnetic computation data and dynamic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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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표적과 그 표적을 둘

러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잘 분석할 수 있다면 탐지

와 추적에 대한 수행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대의 레이다는 표적의 탐지 및 추적에 더하

여 표적 인식과 표적 이미지화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2-4].
  거리 프로파일(range profile)은 본질적으로 대상 표

적의 산란점 강도를 나타내는 1차원적인 정보이다. 
SAR 이미지 같은 2차원적인 이미지와 비교하여, 거리 

프로파일은 낮은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현이 

용이하다. 거리 프로파일이 충분히 좋은 해상도로 구

성된다면 산란점들 각각의 구성이 분해될 수 있기에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해상

도 거리 프로파일(high range resolution profile)은 날씨 

및 낮/밤에 상관없이 강인하게 표적의 정보를 제공하

는 중요한 후보군이 되었다[5-7].
  그러나 하나의 고해상도 거리 프로파일 자체는 1
차원적인 정보이기에 정적인 특징(static feature)을 추

출하기에 적합하다. 만약 시간에 따른 동적인 특징

(dynamic feature)을 추출할 수 있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레이다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연

속적인 거리 프로파일을 순차적으로 획득하기 때문

에 그 시간 동안의 표적의 움직임은 각각의 프로파

일에 다른 위치상에 나타날 수 있다. 즉, 연속적인 

거리 프로파일들의 나열(sequence)은 표적의 동적인 

특징을 반영한다. 만약 관심 영역 안에 대상 표적이 

한 개만 존재하고 일정 시간 동안 대상 표적의 시선

각 속도(radial velocity)가 일정하다면, 연속적인 거리 

프로파일들의 나열로부터 시선각 속도와 관련된 정

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시선각 속도의 확률 

분포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로 나타낸다면 

특정 속도 근처에 잘 모여진(focused) 모양이 될 것이

다. 그러나 다양한 시선각 속도를 갖는 물체가 복수

로 존재하면서 거리 프로파일이 충분한 해상도로 측

정이 된다면, 시선각 속도의 확률 분포 함수는 대상 

표적 한 개만 존재할 때와 달리 퍼진 분포를 나타내

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해상도 거리 프로파일에서 추

출한 동적인 특징이 표적과 관련된 상황 인지에 도움

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차원적인 거리 프로파일

로부터 동적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복

수의 거리 프로파일에서 표적 움직임에 대한 시간 미

분을 제안한다. 즉, 1차원적인 신호를 시간에 따라 누

적하여 이미지 형태로 만드는 방법과 이미지 신호처

리 분야에서 픽셀의 기울기 추출방법은 기존에 존재

하는 방법이지만, 거리 프로파일을 시간에 따른 연속

적인 거리 프로파일을 누적함으로 얻어낸 일종의 이

미지에서 표적 움직임 정보를 픽셀의 기울기로써 추

출하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다. 그리고 측정된 

기울기를 최종적인 특징(feature)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기울기의 확률 분포 함수에서 엔트로피(Entropy)를 

계산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안된 접근 방법은 최근 발표된 표적 개수 추정

을 위한 방법으로 연구되었다[8]. 본 논문에서는 제안

된 알고리듬을 표적 개수 추정뿐만 아니라 추가적으

로 채프 탐지에 적용하여 단일 표적을 추적하던 상

황에서 근접 채프(seduction chaff)가 발사되었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징(feature)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제안된 특

징 추출 구조(feature extraction framework)에 대하여 

소개한다. 3장과 4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듬을 표적 

개수 추정 및 근접 채프(seduction chaff) 판단을 위한 

특징 추출에 각각 적용 및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특징 추출 구조

  Fig. 1에 나타낸 것처럼 특징 추출 구조는 몇 단계

에 걸쳐 수행된다. 레이다 신호의 경우, 본 논문에서

는 고해상도 거리 프로파일을 위해 널리 쓰이는 모노

스태틱(monostatic) 첩(chirp) 파형을 가정한다.

Fig. 1. Block diagram for the feature extraction for even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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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에서 는 시간 에서 송신 신호, 는 신호의 

크기, 는 시작 주파수, 는 밴드폭,  는 펄스 지속

시간, 는  


≤  ≤  


의 경우에 1이고 나머

지 경우에는 0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그리고 산란점으

로부터 반사되어 입력되어 들어오는 수신 신호는 다

음과 같다.

  
 

 



× 


  (2)

여기에서 는 반사된 신호의 크기이고 는 레이다

와 산란점 사이의 시간 지연이다. 송신된 신호를 수신

기에서 참고(reference) 신호로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첫 번째 단계로 고해상도 거리 프로파일을 얻어낸다.
  그리고 나서 Fig. 2의 (a)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거
리 분포 이미지(time-range distribution image)는 고해상

도 거리 프로파일을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붙여서 

만들어 낸다. 이미지의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입선출(first-in first-out) 방법을 시간축을 따라 적용한

다. 즉, 새로운 거리 프로파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미지 안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 프로파일을 제거한다.
  다음 단계로 전처리 과정이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 

 
 (3)

여기에서 는 시간-거리 분포 이미지에서 픽셀의 값

을 나타낸다. 는 평균 노이즈 파워와 관련된 값으

로, 표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미지의 모든 값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구해진다. 이는 셀평균 정오경보율

(cell averaging constant false alarm rate) 알고리듬에 의

해 수행된다[1,2].
  다음 단계로 시간-거리 분포 이미지에서 기울기 추

출 과정이 수행된다. 각각의 거리 프로파일에서 거리 

셀의 숫자들은 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대상일 경우 같은 거리 셀에 남아있게 되고 이

것은 기울기 0을 만들어낼 것이다. 관측 시간 동안 움

직이는 대상일 경우 다른 거리 셀에 존재하게 되며 

시선각 속도에 대응하는 기울기가 추출될 것이다.

  얻어진 기울기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이미지의 기울

기들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 함수를 얻어낸다. 마지막

단계로 특징(feature)으로 사용할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9,10].

 


ln  (4)

여기에서 는  인덱스의 확률을 나타낸다. 엔트로피 

함수는 확률 분포의 날카로움(shapness)의 정도를 측정

하는데 사용된다. 표적 1개만 존재할 경우에는 확률 

분포 함수의 모양이 한 곳에 모여 뾰족할 것이고,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퍼진 분포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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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와 3은 전처리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

했을 때를 보여주고 있다. 전처리를 적용했을 경우 표

적과 관련 있는 성분이 주로 남는다. 전처리를 적용하

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 표적과 상관없는 다양한 기

울기 성분들이 이미지로부터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럴 경우 기울기의 확률 분포 함수 모양이 잘 모

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 표적과 그 

외 대상 사이의 최종 엔트로피의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제안된 알고리듬

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든다.

(a) Time-range distribution

(b)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gradients

Fig. 3. Time-range distribu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gradients with preprocessing for 

one target

3. 표적 개수 추정에의 적용

  본 논문에서는 간결성을 위해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산란점으로 구성된 세 표적을 고려하여 시뮬레

이션하였다. 각 표적의 초기 거리는  = 5 km,  
= 5.001 km,  = 4.995 km로 가정하였다. 첫 번째 

및 세 번째 표적의 반사(reflectivity) 크기는 두 번째 표

적의 80 %로 설정하였다. 시선각 속도는 각각  = 
0 m/s,  = 17.6 m/s,  = -30.8 m/s로 설정하였다. 
중심 주파수가 15 GHz인 Ku 밴드 대역을 가정하였으

며, 신호 대 잡음비는 15 dB를 설정하였고, 추가적으

0.05 0.1 0.15 0.2 0.25 0.05 0.1 0.15 0.2 0.25
Time (s)

8

6

4

2

0

-2

-4

-6

-8

-10

R
an

ge
 (m

)

(a) Time-range distribution

P
ro

ba
bi

lit
y 

(%
)

(b)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gradients

Fig. 4. Time-range distribu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gradients for one target



표적 개수 추정 및 근접 채프 탐지를 위한 고해상도 거리 프로파일을 이용한 움직임 미분 기반 엔트로피 특징 추출 기법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2권 제2호(2019년 4월) / 211

로 10 dB, 5 dB인 경우도 설정하였다. 선형 주파수 모

듈레이션(linear frequency modulation)의 주파수 대역폭

은 1 GHz이며 거리 해상도는 0.15 m이다. 펄스 주기 

주파수는 200 Hz이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50개의 펄스를 사용하였다. 고해상도 거리 프로파일을 

얻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5-7]. 본 논문에

서는 고해상도 거리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 선형 주파

수 모듈레이션(linear frequency modulation) 방식을 사

용하였다. 시간-거리 분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거리 

프로파일 관심영역을 20 m로 설정하였다. 전처리를 

위한 를 계산하기 위해 거짓 경보율(false alarm 

(a) Time-range distribution

-1.5 -1 -0.5 0 0.5 1 1.5
Gradient (rad)

0

5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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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range distribu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gradients for two targets

rate)는 5 × 10-3로 설정하였다. 시간-거리 분포 이미지

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의 

다양한 경계선(edge) 발견 데크닉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하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소벨

(sobel) 필터 방법을 사용한다[11]. 기울기의 확률 분포 

함수를 그리기 위한 기울기의 범위를 -/2에서 /2로 

제한하였다. 기울기를 나타내는 축은 50등분하여 3.6
도의 해상도를 갖도록 하였다.
  Fig. 4는 시선각 속도 0 m/s의 표적 한 개만 존재할 

경우 전처리 과정 적용 후 얻어낸 시간-거리 분포 이

미지와 확률 분포 함수를 보여준다. 표적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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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range distribu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gradients for three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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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리 프로파일의 최대값이 시간에 따라 하나의 선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확률 분

포 함수의 대부분의 값들이 0 근처에 모여 있도록 만

든다. 이 경우 엔트로피 값은 0.88이었다. Fig. 5와 6
은 각각 표적 두 개, 세 개가 존재할 경우 전처리 과

정 적용 후 얻어낸 시간-거리 분포 이미지와 확률 분

포 함수를 보여준다. 시선각 속도가 다른 표적의 개수

가 추가됨에 따라 각 표적을 나타내는 흔적이 선을 

따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표적이 한 개 존재

할 경우와 비교하여 기울기의 분포는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엔트로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Table 1은 Fig. 4(b), 5(b), 6(b)에서 측정된 엔트

로피(SNR 15dB) 및 다른 SNR에 따른 엔트로피 값을 

보여준다. SNR이 낮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엔트로피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NR이 낮아지

면서 표적의 움직임 이외의 기울기들이 추출되기 때

문이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표적 개수가 1개 일때와 

3개 일때의 엔트로피 차이가 SNR이 낮아짐에 따라 

적어짐을 볼 수 있다.

Table 1. Entropy according to the number of targets

표적 개수 SNR 15 dB SNR 10 dB SNR 5 dB

One target 0.88 1.29 1.59

Two targets 2.29 2.58 2.80

Three targets 3.14 3.10 3.31

  표적 2개와 3개일 때의 기울기 확률 분포 함수를 

보면 표적들의 시선각 속도와 상관없는 성분들이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각 표적들의 궤도들이 겹침

으로 인한 다른 기울기 추출 및 시간-거리 이미지의 

낮은 해상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심플한 경계선(edge) 발견 필터를 사용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엔트로피 값은 거리 프로파일의 

해상도, 펄스 주기 주파수 등과 같은 시간-거리 분포 

이미지의 설계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

야 한다.

4. 채프 발견에의 적용

  근접 채프(seduction chaff)가 발사된 상황을 시뮬레

이션하는데 있어서 간결성을 위해 직선으로 움직이면

서 하나의 산란점으로 구성된 표적을 고려하였다. 3장
과 동일하게 시간-거리 분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거리 프로파일 관심영역을 20 m로 설정하였고 표적의 

초기거리는 5 km로 설정하였다. 근접 채프가 발사된 

상황을 탐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표적은 정지 상태

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적은 항상 시간-거리 

분포 이미지의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 기본적인 레이

다 세팅은 3장에서 설정한 값들을 유지하였다. 채프 

신호 생성과 관련된 설정은 기존 발표된 논문을 참고

하였다[12].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는 초반에는 표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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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range distribu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gradients for seduction chaff 

detection, t = 2.7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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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다가 2.5초가 되면 근접 채프가 발사되도록 하

였다. 채프의 각 입자의 초기 거리는 평균 4992 m이

며 레이다의 시선각에 표적과 채프가 오도록 위치하

였다. 채프의 블룸 시간(bloom time)은 4초로 설정하였

다. 채프의 산란점은 200개로 설정하였고, 각 입자의 

초기 속력의 표준편차는 5 m/s로 하였고 방향은 가우

시언 분포를 갖도록 하였다. 바람의 방향은 NED좌표

에서 N방향으로 2 m/s, E방향으로 1 m/s로 설정하였

고, 채프 발사 후 5초가 되면 각 채프 입자의 초기 속

도가 바람의 속도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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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me-range distribu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gradients for seduction chaff 

detection, t = 4.75 s

  Fig. 7과 8은 각각 시나리오 시작한지 2.75초와 4.75
초 후의 얻어낸 시간-거리 분포 이미지와 확률 분포 

함수(SNR 15dB)를 보여준다. Fig. 7(a)를 보면 채프가 

발사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약간의 신호가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울기의 확률 분포 함수는 표적 

한 개만 존재하는 Fig. 4(b)의 경우와 비교할 때 표적

과 상관없는 기울기 0이 아닌 곳에서 분포가 생성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a)를 보면 시나리오 시작

한지 4.75초 후에는 채프의 각 산란점이 보강 및 감쇄

에 의해 표적 신호와 크기가 비슷한 신호들이 나타났

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b)에 있는 기울기의 확률 분포 함수를 보면 Fig. 
4(b)와 Fig. 7(b)와 비교하여 분포가 더 퍼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엔트로피 값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전체 시나리오 시간에 따른 엔트로피 값의 

변화를 SNR에 따라 보여준다. 근접 채프가 발사되기 

전에는 엔트로피가 낮은 근방의 값을 보여주다가 근

접 채프가 발사되는 2.5초 이후로 급격하게 엔트로피 

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적이 

한 개만 존재하다가 엔트로피가 급격한 증가량을 보

인다면 기울기를 추출하는 관심 영역에 채프 생성이

나 동시 다발적인 표적 생성 등의 이벤트가 생겼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SNR에 따라서 채프가 

생성되기 전의 엔트로피 값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SNR이 높아야 채프가 생성되었을 때와의 엔

  Fig. 9. Entropy according to time when seduction 

chaff launches(t = 2.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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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 값의 차이가 크므로, SNR이 좋은 환경일수록 

이벤트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Fig. 9
를 보면 5초가 지나가면서 엔트로피 값이 약간씩 작

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블룸 시간에 따른 

채프 산란점들의 파워가 커짐과 동시에 시선각 방향

으로 움직임이 약해지면서 표적과 유사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선들(가로 방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채프 산란점의 초기 속도, 바람 및 표적의 속도를 어

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다. 또

한 표적과 달리 시선각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큰 채

프 입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울기를 추출하는 

관심 영역 밖으로 채프가 퍼져 나가면서 기울기 추출 

시 제외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거리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표적 개수 추정과 근접 채프 탐지를 위한 특징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해상도 거리 프로

파일에서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이미지의 기울기

로 추출하고, 기울기의 확률 분포 함수의 퍼진 정도를 

엔트로피로 계산함으로써 최종적인 특징을 얻어냈다. 
표적 개수 추정에 있어서 시선각 속도가 다른 표적에 

대하여 표적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엔트로피 값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일 표적을 추적하던 

상황에서 근접 채프가 발사되었는지 여부를 엔트로피 

값과 그 변화량으로 유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고해상도 레이다 시스템에서 추

적 대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벤트 발생 여부를 판단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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