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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각 방식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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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신호방식에는 펄스 
방식, FSK, FMCW 방식 등을 등 수 있으며, 펄스 
방식은 단일 펄스 방식과 이를 개선한 펄스 압축 방
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펄스 방식은 짧은 펄스
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높은 
SNR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큰 에너지를 갖는 펄스
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
한 펄스 압축 기술이 있지만, 연속신호 형태로는 선
형 주파수 변조, 즉 첩(chirp) 신호 등이 이용되며, 
이산신호 형태에서는 의사 잡음 시퀀스를 이용한 방
법이 주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통신 분야에서는 상관의 최대값인 
 및 는 다른 사용자에 대해서는 잡음으로 

인식되므로 이를 최소하도록 확산 부호를 설계하게 
되며, 가능한 작은 값을 갖는 것이 통신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유리하다.  RF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양극성(bipolar)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상호상관이 0
이 되는 소거 특성을 갖지만 광 신호의 경우 단극성
(unipolar)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광 신호를 위한 1차원 부호의 경
우 과 는 모두 1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차이로 인해 광 신호를 위한 다양한 PRS 또는 
PN 시퀀스(pseudo noise sequences)가 연구되고 
있다[4]. 

 그러나 레이더 시스템에서 다른 사용자의 신호는 
단지 클러터일 뿐이며 통신 분야와는 다른 요구사항
을 갖고 있다. 기존의 광 CDMA를 위한 대부분의 
확산 부호들은 동기 또는 비동기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 시스템과 같이 완전 
비동기(full asynchronous) 환경에서 동작하는 경우 
적용이 곤란하다. 또한 우수한 상관 특성을 갖는 부
호일수록 부호수는 더욱 적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광 CDMA를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확산 부호인 
OOC(orthogonal optical codes)의 경우 우수한 상관 
특성을 갖지만, 한정된 부호수로 인해 각 레이더 시
스템마다 고유의 부호를 할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
다. 게다가 작은 Hamming 무게(wieght)를 갖는 

OOC 부호의 특성상 1의 수가 0에 비해 적게 분포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광 출력의 감소 문제를 수반
하며, 이로 인한 SNR(signal to noise ratio)의 감소
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5].  

 제안 기법에서는 양극성 2진 m-시퀀스를 표 2
와 같이 두 개의 파장에 할당함으로써 2차원 
OOC[6]와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
한다. 단, 두 파장 간에서의 간섭은 존재하지 않으
며, 수광부에서 완벽한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
한다.  

 그림 3(a)는 양극성 2진 m-시퀀스를 이용한 송
신부의 구조를 나타내며, 두 개의 레이저 다이오드 
중 하나만이 발광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b)는 수
신부의 구조를 나타내며, 두 개의 포토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차동 구조를 갖도록 하였으며, 합성된 신
호는 A/D 변환을 거친 후 적분기(integrator)에 의
해 기준 m-시퀀스와의 상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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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a)는 OOK(On-Off Keying)와 IM/DD 방
식의 광통신에서 자주 이용되는 ON/OFF 형태의 단
극성 신호를, 그림 4(b)는 듀얼 빔을 이용한 제안 
방식에서 Gaussian 잡음에 의한 영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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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섭을 포함한 배경잡음은 AWGN으로 가정하였
으며 그래프에 표시된 양쪽 화살표는 잡음역역 즉, 
허용 가능한 잡음의 크기를 나타낸다. 원 빔 방식에 
비해 두 배의 신호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는 SNR
의 증가를 의미하며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 거리
(ranging distance)와 차량 간 간섭 신호에 따른 오
보율은 상관 출력에 대한 SNR에 의존하므로, 이하
에서는 단극성 신호방식과 양극성 신호방식에서의 
상관 출력에 대한 SNR을 고찰한다. 

 제안 듀얼 빔 방식에서 각 파장에 할당된 두 시
퀀스는 ,  와 같은 상보 신호
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상보 시퀀스
의 합차 특성을 이용한 간섭 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신부에서 합신호가 필요하며 그림 
3(b)에 나타낸 수신부에 그림 5와 같이 가산 회로
를 추가하여 간단히 구성할 수 있다.
  

 그림 5는 제안 방식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간
단한 시뮬레이션 모델이며, 의사 잡음 발생부와 감
쇄(attenuation)부, 가산 백색 잡음 생성부, 그리고 
이들을 더해서 기준 신호와 상관을 구하기 위한 상
관 계산부로 이루어지며, 상관 결과가 기준치 이상
이면 자차에서 송신한 신호가 대상물체에 반되어 수
신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상관 결과가 기
준치 미만인 경우 SNR의 부족으로 탐지에 실패한 
경우이거나 간섭 등으로 인한 오경보로 판단하여 오
경보율(FAR; flase alarm rate)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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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듀얼 빔 레이저 방식의 레이더 시
스템을 설계하였으며, 배경잡음, 레이더 신호 간의 
상호 간섭에 따른 탐지 성능의 저하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제안 방식은 단극성 
광신호를 기반으로 제안된 최근의 우수한 연구결과
들에 적용함으로써 3dB의 SNR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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