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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학영상과는 달리 전천후의 특성을 갖는 합성개구

면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에서 획득된 

영상은 감시정찰 수행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나, 광학영상에 비해 직관적인 영상 이해가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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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문가의 SAR 영상 판독지식이 필요하다. 그

러나 SAR 센서를 통해 획득되는 영상의 수량에 비해 

전문가의 수는 제한적이므로 SAR 영상에 있는 주요 

표적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 또한 지난 30
여 년 동안 중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SAR 
영상 표적 자동식별(SAR-Automatic Target Recognition, 
SAR-ATR)[1]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핵심요소는 

SAR 표적영상의 데이터베이스(DB)이며, DB에 저장된 

표적영상과 실제 획득되는 영상간의 유사도와 관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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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successful automatic target recognition(ATR) with synthetic aperture radar(SAR) imagery, SAR target images 
of the database should have the identical or highly similar resolution with those collected from SAR sensors. 
However, it is time-consuming or infeasible to construct the multiple databases with different resolutions depending 
on the operating SAR system. In this paper, an approach for resolution conversion of SAR target images is 
proposed based on condi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cGAN). First, a number of pairs consisting of SAR 
target images with two different resolutions are obtained via SAR simulation and then used to train the cGAN 
model. Finally, the model generates the SAR target image whose resolution is converted from the original one. 
The similarity analysis is performed to validate reliability of the generated images. The cGAN model is further 
applied to measured MSTAR SAR target images in order to estimate its potential for re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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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뢰성[2]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한 운용 중인 SAR 시스템 변수와 관계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SAR 영상의 해상도 측면에서는 

DB의 표적영상과 실제 획득되는 표적영상 간 해상도

가 상호 일치해야 한다. 미 MIT 대학 링컨 연구소에

서는 HDVI(High Definition Vector Imaging)기법을 통

한 SAR 표적영상의 해상도 변환을 통해 해상도와 

SAR 표적식별 성능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2]. 
이러한 해상도 변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해상(super 
-resolution)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HDVI 외에도 주파

수 영역에서의 매개변수 추정 기법[3,4]이나 칼만 필터 

및 압축 센싱과 같은 레이더 신호 추정 기반 기법[5,6]

이 주로 연구되었다. 한편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및 여기서 파생된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7,8]이 영상처리 분야에서 각

광받으면서, SAR 영상 품질개선[9,10]이나 SAR/광학영

상 일대일 변환[11,12]과 같이 SAR 영상을 GAN에 적용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GAN을 이용한 

SAR 영상의 초해상 연구도 최근 발표되기 시작하였

으며, 주로 표적영상 단위가 아닌 수백 픽셀 가로, 세

로 크기의 scene에 대해 적용되거나[13], 영상정보를 보

존하는 업 샘플링[14] 등 광학영상 관점의 연구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SAR 표적

식별을 위한 DB의 측면에서는 단순히 해상도를 높이

는 것 이상으로 DB에 저장된 표적영상의 해상도와 

센서에서 획득되는 SAR 표적영상의 해상도를 상호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전자가 후자보다 높은

(해상도 값이 더 적은) 경우 획득된 표적영상의 해상

도를 각종 초해상 알고리즘에 의해 높여야 하지만, 반
대의 경우는 다운 샘플링 등으로 해상도를 낮춰야 한

다. 단순한 접근법으로는 운용되는 SAR 시스템에 따

라 다양한 해상도의 DB를 구비할 수 있으나, 시간과 

자원의 소모가 많으며 다양한 해상도를 갖는 실측 표

적영상이 DB로 구성할 만큼 충분치 못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획득되는 SAR 표적영상의 해상도를 

DB의 표적영상 해상도에 맞추기 위해 초해상이나 다

운 샘플링과 같은 단방향 기법의 범위를 넘어, SAR 
표적영상의 해상도 변환이라는 보다 범용적인 접근방

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GAN 보다 안정적

인 학습이 가능하여 GAN 연구의 대세를 이루는 조건

부 GAN(conditional GAN, cGAN)을 활용한다. 다양한 

cGAN의 구조 중에서도 조건 설정을 위한 벡터를 부

여하는 방식[9]보다는 영상을 부여하는 방식의 pix2pix[8] 

구조를 차용한다. cGAN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SE- 
WORKBENCH-RF 소프트웨어로부터 해상도가 다른 

SAR 표적영상 쌍을 다수 생성하고, 학습된 cGAN 모

델을 이용하여 학습에 활용되지 않은 표적영상의 해

상도를 변환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기법의 신뢰

성을 확인하기 위해, cGAN에 의해 해상도가 변환된 

표적영상과 실제로 변환목표 해상도를 갖는 표적영상 

간의 유사도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cGAN 모델은 

실측 표적영상인 MSTAR 영상에 적용되어 제안된 기

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2. cGAN 모델 학습을 위한 표적영상 쌍 생성

  SAR 표적영상 해상도 변환을 위한 cGAN 모델 학

습을 위해서는 다수의 해상도가 서로 다른 표적영상 

쌍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KTAL-SE 社의 SE- 
WORKBENCH-RF SAR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Table 1의 설정변수를 이용하여 해상도가 0.1 m, 0.3 
m인 SAR 표적영상 쌍을 생성하였다. 이 시뮬레이션 

도구에서는 지면에 놓인 표적으로부터 기준거리(slant 
range) 및 고도에 의해 정의되는 지점에 가상의 SAR 
센서를 위치시킨다. 이후 ‘side-looking’에 의한 SAR 
신호수집을 모사하기 위해 센서를 합성개구길이 만큼

의 직선 궤적을 따라 정의된 센서속도 및 시간, 펄스 

반복 주파수(Pulse Repetition Frequency, PRF)에 의해 

이동시킨다. PRF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센서에서는 광

선추적에 의한 전자기 수치해석 기법인 Shooting-and- 
Bouncing Ray(SBR)를 적용하여 기준거리 만큼 떨어진 

표적으로부터의 전자기 산란파를 거리 해상도 마다 

수집하고, 이를 궤적 방향(along-track)으로 누적시킴으

로써 2차원 SAR 데이터를 획득한다. 이러한 SAR 데

이터에 SAR 프로세싱 알고리즘(본 논문에서는 range 
migration algorithm 사용)을 적용하고, 표적영상 만큼의 

영역만 잘라내면 표적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SAR 시

뮬레이션에 적용된 표적 CAD 모델의 종류는 BM21, 
BTR70, 2S7 PION, T72 등 4종이며, 표적 및 해상도 

당 내림각 15° 및 방위각 2° 간격으로 180개의 영상을 

생성하였다. 즉 0.1 m 해상도와 0.3 m 해상도의 표적

영상이 각각 720개로서 일대일 쌍으로 존재한다. Fig. 
1에는 내림각이 15°로 고정되어 있고, 방위각 20°, 
40°, 60°인 BM21 표적에 대해 해상도가 0.1 m(좌) 및 

0.3 m(우) 인 표적영상 쌍을 예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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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f SAR target image pairs

제 원 값(해상도 0.1 m) 값(해상도 0.3 m)

주파수 16.8 GHz 9.6 GHz

PRF 1875 Hz 750 Hz

픽셀간격 0.08 m 0.2 m

기준거리/고도 6,720 m/1,740 m 11,520 m/2,980 m

합성개구길이 600 m

센서속도,시간 150 m/s, 4 s

내림각 15°

대역폭 1.5 GHz 500 MHz

해상도 0.1 m 0.3 m

Fig. 1. BM21 SAR target image pairs(1st row : 0.1 m 

resolution, 2nd row : 0.3 m resolution)

3. cGAN 모델 구조

  3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다른 해상도의 표적영상 

쌍을 이용하여 학습시킬 cGAN의 간략한 이론 및 

cGAN의 일종인 pix2pix 네트워크 구조를 다룬다.

3.1 GAN 및 cGAN의 개념

  Fig. 2(a)에는 GAN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먼저 생

성기(Generator, G)에서는 랜덤 벡터 z를 받아서 CNN 
형태의 네트워크를 거친 후 ‘fake’ 영상 G(z)를 생성한

다. 이후 분별기(Discriminator, D)에서는 G(z) 또는 

‘real’ 영상 x를 입력받아 real이면 1, fake이면 0을 출

력한다. 이러한 복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GAN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손실함수  을 G와 D를 기

준으로 번갈아 최소화, 최대화하는 ‘minimax’과정을 

거치며, G에서는 D에서 ‘real’로 간주되도록 실제와 

유사한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최종목표가 된다.

Fig. 2. Conceptual diagram of GAN and cGAN

   log log (1)

  Fig. 2(b)는 cGAN의 개념도를 나타내었으며, GAN에 

비해 조건설정 인자 y가 추가된다. y는 랜덤 벡터 z로
부터 영상을 만드는 G에 일종의 제한조건을 부여하여 

영상의 생성과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

다 안정적인 GAN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SAR 표

적영상에 cGAN을 접목한 초기연구[9]에서는 y 에 특정 

설정을 의미하는 값의 벡터가 부여되었으나, cGAN의 

G에서 생성된 SAR 영상이 y 에서 고려하지 않은 스

펙클 잡음의 형상을 따라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pix2pix 구조의 cGAN[8]을 차용하

여 조건설정 인자 y 에 벡터 대신 해상도 변환 이전의 

실제 표적영상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0.3 m 해상도 

영상으로부터 0.1 m 해상도 변환 영상을 생성 시, G
에서는 y 로부터 변환한 0.1 m 해상도 영상 G(z, y)를 

생성하고, D에서는 0.3 m 해상도 영상 y를 참조하여 

실제(real) 0.1 m 해상도 영상 x 또는 G(z, y)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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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 fake 여부를 구분한다. pix2pix 구조의 cGAN 모

델에서는 (1)과 유사한 GAN 손실함수 뿐만 아니라, 
해상도 변환영상 G(z, y)와 실제영상 x간 유사도를 높

이기 위한 L1 손실함수를 추가 고려한다. 즉 (4)와 같

이 두 손실함수의  가중합을 G와 D에 대해 minimax 
과정을 거쳐 cGAN 모델을 학습시킨다. cGAN은 최근 

GAN 연구의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손실함수의 도입 

및 조합법 또한 cGAN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loglog (2)

      (3)

minmax   (4)

3.2 네트워크 구조

  Fig. 2(b)에 나타낸 pix2pix 형태 cGAN의 G와 D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구조(사다리꼴 표시)에 대해 살펴

본다. Fig. 3의 좌측과 같이 G(Generator)는 크게 인코

더(좌)와 디코더(우)로 구성되어 있으며 256×256×1 크

기의 y SAR 표적영상을 입력으로 받는다. 입력영상은 

인코더의 down 모듈 8개를 거쳐 2×2×512 크기 특징

맵(feature map)으로 변환되며, (각 모듈에 표기된 M× 
N×C 수치는 해당 모듈에서의 특징맵 크기) 각 모듈은 

4×4 convolution(conv)과 batch 정규화(BN), 0.2 leaky 
ReLU로 구성된다. 이러한 특징맵은 디코더의 up 모듈 

8개를 거쳐 해상도가 변환된 256×256×1 크기의 G(z, y) 
SAR 표적영상이 된다. up 모듈 8번부터 5번까지는 

4×4 transposed conv와 BN, 50 % drop-out, 0.2 leaky 
ReLU 및 채널방향 concatenation(쌓기)으로 구성되며, 
up 모듈 4번부터 1번까지는 drop-out을 제외하고 동일

하게 구성된다. 여기서 50 % drop-out의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영상에 확률적인 불확정성을 부여하며, 이는 

Fig. 2에서 설명한 랜덤 벡터 z를 모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up 모듈과 그에 대응되는 down 
모듈의 특징맵을 ‘skip connection’으로 연결하는 U-Net 
구조를 차용하여 인코딩 과정에서 특징맵의 가로, 세

로 크기가 줄어들면서 손실된 부분을 보존한다.
  Fig. 3의 우측과 같이 D(Discriminator)는 심도 4인 단

방향의 CNN으로 구성되며, 256×256×1 크기의 G(z, y) 
또는 x, 그리고 동일한 크기의 y를 채널방향으로 쌓은 

형태의 256×256×2 크기 영상을 입력 받아서 4개의 모

듈(D1~D4)을 거친 후 32×32×1 크기의 특징맵을 산출

한다. 각각의 모듈은 4×4 conv와 BN(D1 제외), 0.2 
leaky ReLU로 구성되며, 마지막 1×1 conv에 의해 도

출되는 32×32개의 요소 값을 바탕으로 입력 영상의 

real 및 fake 여부를 가리는 ‘patch GAN’ 구조를 사용

한다. 즉 32×32 크기 특징맵에 ‘1’인 요소가 더 많으

면 입력 영상을 real로 판별하고, ‘0’인 요소가 더 많

으면 fake로 판별한다. patch GAN 구조는 영상의 지역

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영상의 고주파 성분(SAR 표적

영상에서 산란점이 다수 분포하는 부분)을 더 정확하

게 구분할 수 있게 한다.

  Fig. 3. Structures of G(left) and D(right) of cGAN 

model

4. cGAN 모델 기반 SAR 표적영상 해상도 변환

  4종의 표적에 대해 해상도 0.1 m 및 0.3 m인 표적

영상을 720쌍(x & y) 생성하였으며, x와 y에는 동일한 

표적 종류 및 방위각을 갖는 다른 해상도의 영상을 

각각 입력한다. 이 때 각 쌍마다 평행이동에 의한 9배 

데이터 수량 증대(augmentation)를 적용하여 최종적으

로 6480쌍의 SAR 표적영상이 cGAN 학습에 이용된다. 
x와 y 에는 두 해상도의 표적영상 들을 번갈아 위치시

키면서 고해상도 변환용 cGAN 모델(0.3 m → 0.1 m)
과 저해상도 변환용 cGAN 모델(0.1 m → 0.3 m)을 생

성한다. cGAN 구현 및 학습을 위해서 NVIDIA GTX 
1080 Ti GPU 및 MATLAB 딥러닝 툴박스를 사용하고, 
mini-batch 수는 1, cGAN 및 L1 손실 가중치 는 100, 
G와 D의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02, 총 epoch은 20
이다. 학습된 cGAN 모델에 의한 표적영상 해상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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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결과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훈련에 활용되지 않은 

2종의 표적 CAD 모델(K9, T80)로부터 내림각 15°, 
15° 간격의 방위각을 갖는 해상도 0.1 m 및 0.3 m의 

영상을 별도로 생성하여 (총 48쌍) 학습된 두 종류의 

(고, 저해상도 변환용) cGAN 모델에 입력하였다.

4.1 고해상도 변환(0.3 m → 0.1 m) 결과

  Fig. 4와 Fig. 5에는 0.3 m 해상도를 갖는 K9 및 

T80 모델의 SAR 표적영상을 고해상도 변환용 cGAN 
모델에 입력하여 0.1 m 해상도를 갖도록 변환된 결과

(중간 열)를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해 첫 번째, 세 

번째 열에는 실제 0.1 m 해상도 표적영상 및 0.3 m 
표적영상에 쌍 삼차보간(bicubic interpolation)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쌍 삼차보간 기법을 SAR 표적영

상에 대해 적용하면, 0.3 m 해상도 영상을 더 많은 픽

셀로 표현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K9 모델의 표적영상

의 경우, 대표적으로 나타낸 30°,75°,165°,255°,345° 방

위각에 대해서 cGAN모델에 의해 0.1 m 해상도로 변

환된 결과가 실제 0.1 m 해상도 영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0.3 m 해상도 영상에서 하나의 산

란점으로 합쳐져 나타나는 부분이 여러 산란점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실제 0.1m해상도 표적영상에서 이면각(dihedral) 반

사에 의해 선형 산란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모사의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며, 마지막 행의 90° 방위각의 

경우 변환 전 영상의 표적신호가 미약하여 변환결과

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다. T80 모델의 표적영상의 경

우도 cGAN모델에 의해 0.1 m 해상도로 변환된 결과

가 실제 0.1 m 해상도 표적영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135° 방위각에서는 T80 표적모델의 뒤 부분이 

제거되는, 잘못된 해상도 변환결과를 생성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험용 표적 K9 및 T80의 SAR 표적영상에 대한 고

해상도 변환 결과, cGAN 학습결과에 대해 공통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저해상도의 산란점을 보다 세분화하여 높은 해상

도의 산란점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로 학습한다.
② 표적주변의 랜덤한 클러터(스펙클)를 실제 고해상도 

영상과 매우 유사하게 학습한다. 이로부터 cGAN 
학습 시 표적부분을 중심으로 주변 클러터를 더 잘

라낸(crop) 영상을 이용하면 보다 표적부분에 대한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4. Comparison after resolution up-conversion(K9)

③ 일부 클러터 패턴의 경우, 고해상도 변환 시 cGAN 
모델이 표적으로 오인하여 클러터 영역에 밝은 산

란점, 즉 artifact를 생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변환결과와 실제영상 간의 유사도를 분석하기 위하

여 구조적 유사도(Structural SIMilarity) 및 최대신호 대 

잡음 비(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의 지표[15]를 

도입한다. Fig. 6(a)에는 실제영상과 cGAN 변환결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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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 뿐만 아니라 실제영상과 쌍삼차보간 결과 간 

SSIM을 나타내었다. 가로축의 ‘test case index’는 1~24
는 K9 표적영상, 25~48은 T80 표적영상을 나타내며, 
표적 별 첫 index(1, 25)가 방위각 0°를 나타내고 index
가 증가할 때마다 방위각이 15° 씩 증가한다. SSIM의 

경우 쌍 삼차보간 결과보다 cGAN 변환결과가 실제 해

상도 영상과 더 높은 유사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전체 SSIM 평균은 cGAN 결과는 0.8691, 쌍 삼

차보간 결과는 0.7657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Fig. 
6(b)의 PSNR 그래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cGAN 
변환결과와 실제영상 간의 평균 PSNR이 32.1dB로서 

쌍 삼차보간 결과보다 약 2dB 높다. 영상 1장에 대해 

해상도 변환에 걸리는 시간은 cGAN은 평균 0.16초, 
쌍 삼차보간의 경우 평균 0.006초가 소요된다.

Fig. 5. Comparison after resolution up-conversion(T80)

(a)

(b)

  Fig. 6. Performances for resolution up-conversion 

(a) SSIM (b) PSNR

4.2 저해상도 변환(0.1 m → 0.3 m) 결과

  Fig. 7과 Fig. 8에는 0.1 m 해상도를 갖는 K9 및 

T80 모델의 SAR 표적영상을 저해상도 변환용 cGAN 
모델에 입력하여 0.3 m 해상도를 갖도록 변환된 결

과(중간 열)를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해 첫 번째, 
세 번째 열에는 실제 0.3 m 해상도 표적영상 및 

0.1 m 표적영상에 쌍 삼차보간 기반의 smoothing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cGAN 변환결과의 경우, 
smoothing으로 해상도를 의도적으로 낮춘 결과보다 

실제영상에 유사하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Fig. 7 마지막 행 표적영상), 
해상도 변환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

다. Fig. 8의 마지막 행 표적영상(방위각 285°)에서는 

cGAN 변환결과의 표적부분이 실제 0.3 m 해상도 표

적영상의 표적부분과 상당히 일치하지만 클러터 부분

의 값이 다소 높게 변환되어 쌍 삼차보간 smoothing 
결과의 SSIM 값 0.91에 비해 0.66으로 매우 낮은 

SSIM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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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상도 변환 문제는 미지의 표적신호를 추정해야 

하는 고해상도 문제보다 난이도가 낮아 smoothing 결

과 또한 cGAN 변환결과 못지않게 실제영상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제공한다. 다만 smoothing은 모든 영상

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만, cGAN 모델의 경우 학습

을 기반으로 구현되므로 지속적인 해상도 변환의 품

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Fig. 8의 마지막 행과 

같이 유사도 지표가 육안 관측과 상이한 결과를 제공

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신뢰도 높은 SAR 표적영상의 

유사도 지표가 필요하다. Fig. 9(a)에는 실제영상과 

cGAN 변화결과 및 쌍삼차보간 smoohting 결과 간의 

SSIM을 나타내었다. 평균 SSIM의 경우 cGAN 변환결

과가 0.8452로서 0.8 이상의 높은 유사도를 갖지만, 
smoothing 결과도 0.8435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PSNR도 각각 30.7 dB와 30.3 dB로서 차이가 적다. 
이는 저해상도 변환문제의 난이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채택된 유사도 지표의 한계에 따른 결과이기

도 하다.

Fig. 7. Comparison after resolution down-conversion 

(K9)

Fig. 8. Comparison after resolution down-conversion 

(T80)

(a)

(b)

 Fig. 9. Performances for resolution down-conversion 

(a) SSIM (b) P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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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STAR 영상에 대한 고해상도 변환 적용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GAN 기반의 SAR
표적영상 해상도 변환기법의 실측영상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4.1에서 언급한 고해상도 변

환용 cGAN 모델을 MSTAR 표적영상에 적용한다. 
MSTAR 표적영상의 명목 상(nominal) 해상도는 0.3 m
이지만 Taylor 윈도우 적용 등과 같은 영상 후처리

(post-processing)과정을 감안하면 실제 해상도는 약 

0.253 m이다. 따라서 cGAN 모델 적용 후에는 해상도

가 약 2.5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Fig. 10에는 MSTAR 표적 10종 중, BMP2, BTR70, 
T62, ZIL131 표적에 대해 일부 방위각에 대하여 원본 

MSTAR 영상(좌) 및 cGAN에 의해 해상도 0.1 m로 변

환된 결과(우)를 나타내었다. Fig. 11에는 일부 MSTAR 
표적영상에 대하여 cGAN 변환결과가 부정확하게 산

출된 사례를 나타내었다. Fig. 10과 Fig. 11로부터 실

측영상인 MSTAR 영상에 제안된 해상도 변환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4.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상도 0.3 m의 MSTAR 
영상을 구성하는 산란점 또한 cGAN에 의해 세분

화 되어 해상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cGAN의 조건 설정 인자 y를 벡터로 부여하는 경

우 영상 생성결과가 클러터 학습결과를 주로 반영

하여 영상의 표적부분이 클러터와 같이 흩어지는

(shattered)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9]. 그러나 본 논

문에서 사용한 pix2pix 구조의 cGAN은 영상형태의 

조건 설정 인자로 cGAN 학습의 안정성을 높이므

로 별도의 전처리가 없어도 위와 같은 문제가 발

생하지 않았다.
③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MSTAR 영상에 강한 

산란이 발생하여 산란점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부

분에 대한 해상도 변환결과는 부정확하다.(BMP2, 
T62) 또한 2S1 표적영상과 같이 표적의 일부 산란

점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표적부분

에 대한 변환결과가 부정확하다. ZIL131 표적의 경

우, cGAN 학습에 활용되지 않은 표적 종류인 트럭

에 해당 되므로, 해상도 변환결과가 원래 MSTAR 
영상의 형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른 표적

영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었다.
④ MSTAR 표적영상에는 0.1 m 해상도 영상이 없으

므로 cGAN 변환결과에 대한 유사도 지표를 산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표적

영상 쌍으로 학습시킨 cGAN 모델로부터 Fig. 10에 

나타낸 결과와 같이 실측영상인 MSTAR 표적영상

의 해상도를 높인 결과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동일표적 및 방위각 조건에서 해상도만 다른 

다양한 실측 표적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 고안

한 cGAN 모델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Fig. 10. Comparison after resolution up-conversion 

(M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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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Comparison after resolution up-conversion 

(MSTAR)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GAN 모델을 이용하여 SAR 표적영

상의 해상도를 변환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해상도 

변환을 위해 안정적인 훈련 성능을 보이는 pix2pix 구

조의 cGAN 모델을 채택하였고, SE-WORKBENCH-RF 
SAR 시뮬레이션 도구로 생성한 SAR 표적영상을 이

용하여 고해상도 변환 및 저해상도 변환용 cGAN 모

델을 학습시켰다. 학습된 모델은 학습에 적용하지 않

은 시험용 표적영상의 해상도 변환에 적용되었으며, 
해상도 변환결과 영상과 실제 목표 해상도를 갖는  

표적영상과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유

효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학습

시킨 고해상도 변환용 cGAN 모델을 MSTAR 실측 표

적영상에 적용하여 유의미한 해상도 변환결과를 얻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변환기법의 실제 적용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보다 개선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후과제를 도출하였다.

① 본 논문에서 사용된 cGAN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학습 관점에서는 표적부분이 보다 많은 부분

을 표적영상 내에서 점유할 수 있도록 클러터 부

분의 크기를 잘라내어 학습에 이용하거나, 보다 다

양한 종류의 표적 및 많은 수량의 영상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의 관점에서는 

이미 pix2pix 구조 기반의 후속 cGAN 모델이 많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보다 최신 구조의 cGAN 모델

을 활용하거나 네트워크의 심도 및 patch GAN 등

을 변경하여 다양한 성능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② 저해상도 변환 과정에서 실제 저해상도 표적영상

과 저해상도로 변환된 표적영상의 유사도 비교 시, 
육안으로 관측되는 결과와 SSIM이나 PSNR과 같

은 유사도 지표로 산출되는 결과가 다소 상이하였

다. 따라서 산란점으로 주로 표현되는 SAR 표적영

상의 특성을 고려한 유사도 지표가 필요하다.
③ MSTAR 표적영상에 대한 해상도 변환 결과에 대

해 실제 고해상도 표적영상이 없어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기법의 실

제 적용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갖는 동일 표적의 실측 SAR 표적영상을 

확보한 후, 시뮬레이션 표적영상으로 학습된 cGAN 
모델을 적용하여 해상도를 변환한 결과와 유사도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④ 끝으로 해상도 변환 결과영상 간의 유사도 분석이 

궁극적으로는 SAR- ATR 표적식별 성능과 연계되

어야 하므로, 해상도 변환결과를 식별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식별 성능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결과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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