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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ultiple target tracking system using Normalized Rayleigh likelihood of amplitude 

information of target. Although many studies of Radar systems using amplitude information have been studied, they 

are focused on single target tracking. This paper proposes the multiple target tracking using amplitude information 

as well as kinematic information from Radar sensor. The amplitude information are applied in generating the 

association probability of joint 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JPDA) algorithm through the normalized Rayleigh 

likelihood. It is verified that the proposed system can enhance the track maintenance and tracking accuracy, 

especially, in the target crossi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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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험준한 야지 및 산악 환경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

서는 무인경계태세 및 전방위 감시를 위해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지하여 다른 차량이

나 물체, 사람 등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 가능하도

록 하는 자율주행 무인차량 기술개발이 필수가 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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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 영상 카메라(camera),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더(RADAR, Radio Detection 

And Ranging)와 같은 지형/지물에 대한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원격센싱(Remote sensing)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이를 차량에 탑재하여 무인자율주행이 가

능한 무인지상차량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 장애물 인지 및 회피에 강인한 자율 감

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물체 탐지 및 강인한 물

체 추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물이 많은 야지 환경에서는 환경 인지 및 물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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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위하여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획득한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트랙을 생성하고, 이후 측정치들을 기반으로 

트랙정보를 쇄신하기 위해서 항적과 유효측정치를 연

관시켜주는 데이터연관기법(Data Association)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데이터 연관기법으로는 탐지결과를 

기반으로 유효 게이트(Gate)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

재하는 측정치를 항적과 연관시키는 Nearest Neighbor 

(NN)기법[2]과 측정치와 항적사이에 연관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확률로 연관도를 판단하

는 Joint 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JPDA)[3], JPDA의 

높은 복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NN기법을 혼용한 NN- 

JPDA[4] 기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데이터 연관기법에서 나아가 표적의 추

적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측정치들로부터 거리, 속도, 가속

도 등의 운동학 정보(Kinematic information)를 사용하여 

데이터 연관을 수행하는데서 나아가 측정치로부터 반

사 신호세기(Amplitude), 형태 특성(Appearance) 등의 

유용한 정보를 융합하여 연관시키는 기술 들이 개발되

고 있다[5-9]. 특히 레이더센서 기반 표적추적 기술에서

는 신호세기 정보를 활용한 표적추적기술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지만 주로 신호세기, 즉, 레이더

반사영역(RCS, Radar Cross Section)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5-8]. 또한 D. LERRO는 RCS정보

를 활용하여 추적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으나 단일표적 추적 시스템에만 국한되어 있다[5].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 센서기반 다중표적 추적 기술

로 기존의 레이더 센서로부터 획득된 표적의 거리 및 

방위각 정보 외에 신호세기 정보를 다중표적 추적시

스템에서의 데이터 연관기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특히 그동안의 레이더 신호세기 적용 연구는 단

일표적 추적에만 국한됨에 비해 다중표적 추적 기술

로 확장하였으며, Rayleigh 우도비(Rayleigh likelihood 

ratio)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Normalized Rayleigh likelihood를 활용한 신호세기 

정보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신호세기 

정보를 활용한 다중표적 추적처리를 위한 다중 표적 

추적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며, 3절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추적시스템으로의 신호세기정보 적용 방안을 설

명하며 4절에서 추적 필터로의 적용방안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2. 다중 이동물체 추적 시스템

  Fig. 1은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다중 이동물체 추적

시스템을 나타낸다. 제안 다중표적 추적 시스템은 레

이더 센서로부터 획득된 탐지 값, 즉 거리 및 방위각 

그리고 신호세기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의 항적 추적

을 수행한다. 거리 및 방위각을 통한 위치정보를 통해 

Gate(유효표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관심영역)내에 존

재하는 유효측정치와 그렇지 않은 클러터를 분리한 후

(Gating), 유효측정치와 항적을 연관시키는 JPDA과정

(Data Association)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에

서 제안하고자 하는 신호세기가 JPDA의 연관확률 생

성과정에 활용된다. JPDA를 통해 획득된 연관확률이 

추적필터 내 추정과정의 가중치로 적용되어 표적의 

다음 항적이 추정되며(Track Filtering), 이때 게이트 외 

새로운 측정치는 항적 초기화 과정을 통해 유효 시 

새로운 항적으로 생성된다. 항적의 정보는 생성, 유지 

또는 삭제를 결정하는 항적관리(Track Management) 과

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Fig. 1. Proposed multiple target tracking system

3. 신호세기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연관기법

  데이터연관 기법은 클러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레

이더센서를 통해 탐지된 표적에 대한 속성 정보로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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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된 표적의 위치, 도플러, 신호세기 정보를 활용하여, 

표적으로부터 기인한 측정치를 유효 항적으로 연관시

켜 주는 기법이다. 클러터는 항적 생성 및 유지율이 

떨어지게 되어 추적 성능을 열화 시킬 수 있기 때문

에 클러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추적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데이터 연관기법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도는 높지만 다중표적추적에서 높

은 성능을 보이는 JPDA기법을 고려한다. 특히, 물체

로부터 반사되어 들어오는 RCS 즉 신호세기 정보를 

데이터연관기법에 적용하여 추적의 성능을 향상시키

는 기법을 제안한다.

3.1 JPDA 데이터연관 기법

  JPDA는 다중물체의 위치를 추정을 위해 게이트 내 

검출된 모든 측정치와 다중트랙과의 연관확률을 구하

는 방식이다. 이는 측정치와 트랙 간에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사건의 경우를 고려함으로써, 클러터가 많은 

환경에서 보다 강인한 성능을 보인다.

  JPDA에서의 연관확률은 현재시간까지의 측정치 집

합 
 가 주어졌을 때,  모든 각 결합사건 에 

대한 복합확률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3].

  


    (1)

  여기서,  는 번째 측정치가 번째 트랙

에 연관되는 어떤 사건 에 대한 복합확률을 의미하

며 아래와 같다.

  

 ⋯  

∙  

 (2)

  여기서, 는 표준화상수를 나타내며, 

 ⋯  는 결합사건 가 주어졌

을 때 개의 유효화 측정치들의 사전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이며,  는 에 대한 사전 

확률 값이다.

  또한 는 번째 측정치와 번째 항적간의 발

생 가능한 모든 결합사건에 대한 행렬을 의미한다. 그 

외 JPDA에 대한 상세한 유도과정은 참고문헌 [3]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한다.

  요약하면 JPDA는 획득된 유효화 행렬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결합 사건 들을 구하게 되며, 는 

가 표적 에 연관될 확률은 어떤 사건 
 을 포

함하는 모든 복합 사건 에 대한 복합 확률의 합,   

표적 로부터 아무런 측정치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써 다음식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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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측정치들의 거리오차가 정

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번째 측정치와 번째 

항적추정치의 거리 차이인 이노베이션 와 그의 공

분산 으로 이루어진 측정치-항적 우도(measurement- 

to-track likelihood)로 아래 식과 같으며, 이하 로 표

현한다.


   











  




 (4)

3.2 기존 신호세기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연관기법

  레이더 센서기반 추적시스템에서는 레이더의 신호

에서 획득한 정보 중 거리 및 방위각 정보만이 아니

라, 신호세기라 여겨지는 레이더반사영역(RCS) 정보를 

활용하여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행해져 왔

다[5-8]. 대부분의 연구는 단일표적에 대한 연관확률 획

득과정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따라서 PDA 기반에서 

신호세기 정보는 거리정보와 독립적(independent)이다

는 가정 하에 Rayleigh 우도비(Rayleigh likelihood ratio)

가 연관확률 획득과정에서 가중치로 적용되었다. 따라

서 단일표적의 측정치-항적 우도식은 아래와 같다.

 ×



 exp

 

× exp




 
  

 (5)

  여기서 는 수식 (4)에서  = 1인 경우를 의미하

며, 는 단일표적에서의 Rayleigh 신호세기 우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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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leigh Amplitude likelihood ratio)를 의미하며 아래

와 같이 표현된다.

 

 exp


 

   (6)

  여기서, 는 수신된 평균 신호대잡음비(SNR)을 의

미하며, 는 표적으로부터 반사되어 들어오는 RCS 

크기를, 는 클러터가 아닌 표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RCS 크기의 임계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다중표적시스템에서는 다중표적이 동시에 존

재하여 유효측정영역에서 표적이 서로 결합하는 경우

에는 주어진 측정치들이 다중표적들에 대하여 독립적

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된 단일추적시

스템에서의 신호세기 적용방안을 바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중표적추적 시스템에서의 신호세기 정보를 

적용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으며, 최근 Liu[4]

가 다중표적에서 모든 표적과 측정치를 동시에 고려

하지 않고, 단순화 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항적과 측

정치만 고려하여 다중표적에서의 데이터연관 기법을 

단순화 시킨 Cheap-JPDA(CJPDA) 기법에서의 신호세기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Liu[4]는 PDA에서 확장된 형태로 각 표적은 연관되

지 않는 다른 항적과 독립적이며, 신호세기 정보는 거

리정보와도 독립적이다는 가정 하에 연관확률을 단일

표적의 경우와 유사하게 연관확률에 Rayleigh 신호세

기 우도비를 가중치의 형태로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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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안 신호세기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연관기법

  앞절에서 설명한 Liu의 연구와 같이 Rayleigh 신호

세기 우도비를 연관확률의 가중치로 적용하게 되면 

신호세기적용이 오히려 데이터 연관의 성능을 떨어트

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다중 표적의 경우, 단일

표적의 경우와 다르게 Rayleigh 신호세기 우도비를 바

로 적용하면 신호세기가 큰 표적의 우도비가 크게 연

산되어 해당표적이 아닌 신호세기가 큰 표적으로 치

우쳐 연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표적의 경우에는 신호세

기를 우도비로 적용하지 않고, Normalized Rayleigh 우

도비(Normalized Rayleigh likelihood)를 활용한 신호세기 

정보 적용방안을 제안한다. Normalized Rayleigh 우도는 

클러터와 표적 RCS의 수신신호세기 비율이 아닌 수신

표적 RCS분포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Normalized 

Rayleigh 신호세기 우도를 적용한 제안 측정치-항적 우

도(measurement-to-track likelihood)는 아래 수식과 같다.

 ×



 exp

 

× exp




 
  

 (8)

  Fig. 2와 3은 15 dB와 20 dB RCS가 탐지되었을 때 

추정된 항적의 신호대 잡음비에 따른 Likelihood 분포

를 나타낸다. Fig. 2와 같이 기존의 Rayleigh 신호세기 

우도비를 적용 시에는 모두 20 dB의 측정치에 항적이 

더 높은 확률로 연관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Fig. 3에

서 보는바와 같이 Normalized Rayleigh 우도를 고려하

면 18.5 dB를 기준으로 기준보다 낮은 신호세기는 15 

dB 항적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 dB 항적에 연관

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수신된 신호세기 정보에 따

라 측정치를 해당 표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Fig. 2. Likelihood distribution according to signal to 

noise ratio when applying Amplitude likelihoo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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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kelihood distribution according to signal to 

noise ratio when applying Normalized Rayleigh 

likelihood

4. 추적필터

  클러터가 많은 환경에서 데이터연관 기법을 통해 

항적과 연관되는 유효측정치들이 검출되며, 추적필터

를 통해 이 측정치과 연관된 항적의 위치가 추정된다. 

제안기술에서 획득한 연관확률은 추적필터의 칼만게

인에 가중치로 적용된다.

  레이더의 수신신호는 극좌표계의 거리와 방위각 정

보로 나타내지며, 추적필터의 위치는 직교좌표계인  , 

로 표현되기에, 본 논문에서는 측정값()과 추적필

터의 상태벡터() 사이의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여 

비선형 필터를 고려한다. 상태벡터와 측정치와의 관계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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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추적필터에서의 상태 추정은 다음과 같고,

   (10)

  표적 에 대한 오차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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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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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기서, 는 이노베이션의 오차공분산 행렬, 

은 필터게인, 은 측정잡음의 공분산 행렬

을 나타낸다. 또한, 은 측정치와 상태변수의 관

계를 나타내는 상태변환행렬로, 적용 시스템마다 다르

게 정의 될 수 있으며,  ′ 는 의 역행렬을 의

미한다.

  수학식 (11)에서의 는 이노베이션의 가중치합

으로 앞절에서 제안한 신호세기정보를 활용한 연관확

률은 아래식과 같이 연산되어 수학식 (10)의 필터게인

에 적용된다.

 







  (12)

5.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JPDA기반 다중표적추적 시스템에서 

신호세기를 적용한 알고리즘 성능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환경은 서로 다른 RCS값을 갖는 두 표적이 교차

하는 경우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상세 시험 환경은 

아래 표와 같다.

Table 1. Simulation environment

Parameter Value

Range error covariance 1 m

Angle error covariance 1°

Estimated SNR [10 20] dB

Gate Size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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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신호의 거리오차는 1 m, 방위각오차는 1°의 

공분산을 가지며, 신호세기 우도비의 평균신호대 잡음

비()는 각 10, 20 dB이며 게이트 크기는 3 m로 설정

하였다.

   Fig. 4. Tracking performance without amplitude 

information

     Fig. 5. Tracking performance with amplitude 

information

  Fig. 4는 신호세기정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추

적성능을 나타낸다. 여기서 항적은 항적의 순서에 따

라서 빨간색, 파란색, 코발트색, 검정색 순으로 표현하

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두 표적 즉, 파란색 항

적과 빨간색 항적이 교차하였을 때 신호세기 정보가 

없는 경우 거리정보만 고려 시 인접위치에서 유사측

정치가 수신되어 하나의 항적으로만 연관되어 항적 

끊겨, 새로운 항적 발생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차 

후 파란색 항적이 이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항적으로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와 같이 거리정보만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영

역 내 측정치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신호세기 정보를 활용하면 Fig. 5와 같이 측

정치와 항적 간 연관확률이 증가되어 교차인 경우에

도 어느 한 항적으로만 연관되지 않고 항적의 끊김 

없이 추적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파란색 

항적과 빨간색 항적은 교차 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적

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는 신호세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적용한 

경우에서의 추적성능을 거리오차의 RMSE(Root Mean 

Squared Error) 값으로 비교한 것이다. Monte Carlo 분

석으로 100번과 200번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신호세기 

값을 적용한 경우 각각 거리오차가 12 cm, 19 cm 줄

어듦을 보인다.

 Table 2. Tracking performance without amplitude 

information and with amplitude information

Without amplitude 
information (m)

With amplitude 
information (m)

iteration = 100 0.7370 0.7259

iteration = 200 0.7542 0.7355

  Fig. 6은 [-4, 83]의 좌표에서 두 개의 표적이 동시에 

교차할 때, Rayleigh likelihood ratio와 Normalized 

Rayleigh likelihood ratio 적용 시 다중표적 추적 성능을 

나타낸다. 우측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이동하는 검은

색 표적은 20 dB, 중앙상단으로 이동하는 빨간색 표적

은 10 dB의 평균 신호 대 잡음비를 갖는 표적이라 가

정한다.

  Fig. 6에서 보는바와 신호세기를 Rayleigh 우도비를 

활용하여 적용하는 경우 두 표적이 교차할 때, 측정치

는 신호세기가 큰 표적, 즉, 검은색 표적으로 측정치

들을 모두 할당하게 되는 항적오할당이 발생하게 되

어 항적 추정의 정확도 및 유지율이 떨어지게 된다.

  Fig. 7은 제안기법인 Normalized Rayleigh 우도를 적

용한 예시이다. Fig. 6과 다르게 제안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항적이 교차하더라고 각 표적별 유사 신호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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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항적으로 표적을 할당하게 되어 항적이 유지되며 

항적 추정의 정확도도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 Tracking performance when applying the 

Rayleigh likelihood ratio

   Fig. 7. Tracking performance when applying the 

Normalized Rayleigh likelihood ratio

6.  결 론

  그동안 레이더센서 기반 신호세기 정보를 활용한 표

적 추적 기술은 단일 표적의 경우로 국한되어 연구되

어 왔다. 또한 다중표적의 경우 Liu[4]가 CJPDA의 경우

로 단순화 하여 신호세기 정보를 Rayleigh 우도비를 가

중치로 적용하여 시험하였는데, 이는 다중표적의 경우 

신호세기가 큰 표적으로만 할당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ormalized 

Rayleigh 우도비를 JPDA 연관확률 획득과정에 적용하

여 다중표적의 경우에도 신호세기 정보에 따른 측정치 

대 항적 연관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는 기법을 제안하

였다. 제안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다중표적의 항적 유지

율 및 항적 추정의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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