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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irborne radar performance can be sensitive to 

the variation of the Doppler center frequency and 

the spectral spread of the ground clutter return due 

to the radar platform moving and aspect angle of 

the scanning beam to the target. In this paper, for 

the performance test of the airborne pulsed Doppler 

radar system developed, the high-speed radar data 

acquisition system is implemented for acquiring the 

raw radar signal in real-time. Based on the various 

test scenarios from airborne-platform to the moving  

platform, the various radar target and clutter signals 

are collected and their spectrum is analyz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radar performance in the 

real-time flight test environments.

I. 서론

비행 탑재 이다의 표  탐지 성능은 이다의 랫

폼 이동에 의한 클러터 도 러 심 주 수의 변화와 

클러터 스팩트럼 분포의 변화에 많은 향을 받는다. 

이러한 클러터 스팩트럼 성질을 비행탑재 이다 시스

템 모델과 지면 클러터 기하학  구조를 이용하여 

이다 이동에 따른 클러터 향을 분석하고 실제 이

다 수집 자료와 비교 분석 함으로서 표  탐지 확률을 

향상시키기 한 클러터의 도 러 보상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행 탑재 펄스 도 러 이다의 시험 

모델을 개발하여 헬기 탑재 성능 시험을 한 다양한 

지상이동 시험  비행시험을 수행하 다. 비행 탑재 

이다의 클러터  .도 러 스팩트럼 측정을 하여 

실시간 고속 이다 자료 수집 장치를 개발 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지상 차량 이동 시험  최종 으로 

헬기 탑재 시험을 수행하 다. 수집된 이다 신호를 

이용하여 이동 표  신호  이동 클러터 스팩트럼을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1].

 II. 비행체 탑재 이다 시험 모델

표 1. 비행 탑재 펄스 도 러 이다 시스템 사양

항목 사   양

동작 주 수 X-밴드

탐지거리 7.5km/ 30km/ 75km (다 모드)

운용모드 이ㆍ착륙 / 항행 / 기상

PRF 주 수 5 kHz / 2 kHz / 1 kHz

펄스폭 0.1usec / 6.4usec / 6.4usec

펄스압축 LFM 방식:2.5 MHz(압축비 :16)

신호처리
단 구조

Dwell time : 16msec/ 2CPI
CPI : 16 pulse / 1CPI 

거리분해능 
15m (PRF 5kHz), 

60m (PRF 2kHz)

빔 폭 3(수평), 7(수직)

스캔 범 수평:360°/120°, 고도:+20°/-80°

스캔 속도 회 :30 rpm, 섹터:120°/sec

 비행시험에 용하는 개발 이다는 X-밴드 다 모

드 펄스 도 러 이다의 시스템 사양으로 동작 주

수는 X-밴드 9.38GHz를 사용하며 탐지거리는 임무에 

따라 다 모드를 용하여 단거리(이착륙), 거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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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장거리(기상탐색)로 나 어 펄스폭과 PRF를 조정

할 수 있다. 시스템 사양은 표. 1과 같다. 주요 특징은 

고이득과 부엽 벨의 평  슬롯 배열(Plan Slot 

Array) 안테나를 사용하여 방 방 방향으로 구간탐색 

 회  탐색이 가능하다. 송신기는 코히어런트 방식 신

호처리가 가능한 TWT를 사용하고, 고성능 DSP 로세

서를 기반으로 표 탐지 성능개선을 해 펄스압축, 

MTI, MTD, CFAR등의 신호처리를 용하 다.

Ⅲ.비행체 탑재 이다 이동 클러터 

스팩트럼 특성

 비행탑재 이다에서의 클러터 분포 특성 분석과 

이다 이동 효과 분석을 한 비행탑재 이다 시스템 

모델과 지면 클러터 패치의 기하학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다 지면 클러터 패치 기하학  구조

 클러터 도 러주 수 이동 효과는 그림1의 구조에서 

이다 이동으로 인한 지면 클러터 패치 심의 도

러 주 수 는 식 (1)으로 정의된다. 

         (1) 

여기서 f는 이다 탑재체인 비행체의 속도에 의한 

도 러 주 수, 는 비행체의 속도, 는 안테나 빔의

Depression 각, 는 안테나 빔의 Azimuth각이다. 

 이다 이동에 의한 클러터 스팩트럼 폭의 퍼짐 효과

는 주로 안테나 빔의 Azimuth각과 Depression각의 변

화에 향을 받는다. Depression 각이 작을 경우, 안테

나 빔의주엽(Mainlobe) 폭은 주로 안테나 빔의 방 방

향 빔폭(θ)에 의해 결정되고, 안테나의 개구면에 계 

되어 진다. 안테나 빔의 Azimuth각과 Depression각의 

향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스팩트럼 폭은 다음 식 

(2)와 같다.

( )[ ] ( )[ ]φθφθφθθφθ τ cos/cossin8/coscossincos 32 hRff BBac ++=∆  (2)

 여기서 τR  는 이다 펄스폭에 해당하는 거리이고, h

는 이다의 고도이다. 이다의 이동으로 인해 지면 

클러터는 이다 이동 속도에 해당하는 도 러 주 수

를 갖게 되고, Azimuth각  Depression각의 변화에 

따라 스팩트럼 폭의 퍼짐 상이 생기게 된다. 이 두 

가지 효과로 인해 비행 탑재 이다에서 클러터 스팩

트럼은 MTI 필터의 통과 역으로 이동하여 잔류 클러

터로써 표  신호 역에 존재하여 이다 표 탐지성

능에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된다. 와 같은 이다 

이동 향에 의한 클러터의 스펙트럼 분포특성으로 인

하여 이를 보상하기 한 TACCAR 기법의 사용으로  

이동 클러터의 주 수를 보상한다[2].

Ⅳ. 실시간 고속 이다 자료수집 장치

 실시간 고속 이다 자료수집 장치는 이다의 지상 

이동 시험  헬기 탑재 시험시 이다의 수신신호  

자료를 수집하기 해 설계 구 하 다.

그림 3. 실시간 이다 자료 수집 장치 구성

 실시간 고속 이다 자료 수집 장치 와 이다 시스

템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입력 단은 2개의 이다  

I/Q 비디오  신호 아날로그 입력 채 과, 안테나정보, 

비행정보 데이터, PRF 펄스와 CPI 펄스의 장을 

한  9개의 디지털 입력을 가지고 있다. 이다 비디오 

신호는 12bit resolution으로 20 MHz까지 가변 으로 

샘 링 가능하다. 그리고 Disk Streaming   기법을 사

용하는 Streamstore 보드를 통하여 메인보드의 데이터 

버퍼를 거치지 않고 직  700Gbyte 의 용량의 하드디

스크에 실시간으로 장된다[3].

Ⅴ. 이동 클러터 신호 측정 시험

  
5.1 지상 이동 표  MTD 탐지 시험 

 이다 고정 시험 치는 한국항공 학교로 이동 표

 탐지 시험을 해 시험 치에는 남서 방향으로 약 

15km 근방에 김포공항과 40km 근방에는 인천국제 공

항이 치하고 있어, RCS가 큰 비행체 표  신호 획

득에 용이하다. 이동 항공기 표  신호는 이다 시험 

치에서 고각을 10도로 로 올리고 30RPM으로 스

캔하여 인천 공항 근처 방 에서 탐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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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동표  Raw Video Signal

 그림 4과 같이 이다 Raw 신호 안에는 표 신호가 

잡음과 합께 나타나있어 표 탐지가 어렵다. 그러나 

그림 5와 같이 펄스 압축 처리를 한 뒤에는 21.36km 

치에 표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5. 펄스 압축처리후 이동표  신호 

 이러한 표 신호를 MTD 처리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1250Hz 도 러 주 수(70km/h)를 같는 이동 표 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7은 이 신호를 CFAR 처리하여 표

탐지된 결과이다. 

  

그림 6. MTD Detection(1250Hz->70km/h)

그림 7. CFAR Detection (CA-CFAR 21.36km)

5.2 지상 차량 이동 시험 

 이다 지상 이동 시험은 가양 교에서 김포 교에 

이르는 주변 88 로에서 시행 되었다. 이다 랫폼

의 이동속도는 50km에서 80km로 주행하 다. 이다 

운용 모드는 거리 모드로 클러터 신호를 Azimuth는 

30, 60, 90도 와 Depression은 0, -5. -10도로 각을 변

화 시켜 지상 시험 차량을 이용, 일정 속도로 이다 

랫폼을 이동시키며 신호를 수집 분석하 다.

그림 8. 지상차량 이동시험 경로 

가양대교

김포대교

방화대교

행주대교

가양대교

김포대교

방화대교

행주대교

가양대교

김포대교

방화대교

행주대교

 신호의 비교 분석을 해 정지 상태에서의 지상클러

터 신호를 수집하여 비교하 다. 그림 9와 10은 AZ각

이 30도이고 EL각 0도일 때 이다 랫폼 85km/h의 

이동속도로 이동했을 때 이동클러터 이다 수집신호 

 주 수 스팩트럼 분포이다.

그림 9. 이동 클러터 이다 수집신호

행주대교

방화대교
방화 대교 ~ 행주대교

거리 = 2.2km

행주대교

방화대교
방화 대교 ~ 행주대교

거리 = 2.2km

그림 10. 이동 클러터 이다 주 수 스팩트럼 분포

1 2 5 0 H z1 2 5 0 H z

  이다 랫폼 이동속도가 85km(23.6m/s)일 경우. 

이다 이동으로 인한 지면 클러터 패치 심의 도

러 주 수 는 식 (1)에 따라 θ=30도, φ=0도, 속도

=13.9m/s, λ= 0.032m로 도 러 심 주 수가  

1282Hz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하 다.

5.3 헬기 탑재 시험 

 이다 헬기 탑재 시험은 에서 논산부근 평야  

서산 앞바다에서 실시하 다. 이다 랫폼의 이동속

도는 60knots에서 90knots로 비행하 다. 이다 운용 

모드는 거리 모드로 클러터 신호를 안테나 Azimuth

는0, 30, 60, 90도 와 Depression은 0, -5. -10, -20도로 

각을 변화 시키며 수집하 고, sector scan  회  모

드일 경우도 신호를 수집 비교 분석하 다. 

그림 11. 헬기 탑재 시험  이동클러터 스팩트럼 

2 5 3 5 H z

도 플 러 스 펙 트 럼

2 5 3 5 H z2 5 3 5 H z

도 플 러 스 펙 트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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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는 Depression은 -5도, 비행속도 80knots, 고

도 3200ft일 경우 Azimuth 각 변화에 따른 이동클러터

의 도 러 주 수 변화를 보여 다.

 

그림 12. Az 변화에 따른 이동 클러터 스팩트럼 

( Az =  30  도 )

fd = 2082 .9H z 

( Az =  0  도 )

fd = 2403 .22Hz

( Az =  60  도 )

fd =1207 .33H z

( Az =  90  도 )

fd =  0Hz
( Az = 30  도 )

fd = 2082 .9H z 

( Az =  0  도 )

fd = 2403 .22Hz

( Az =  60  도 )

fd =1207 .33H z

( Az =  90  도 )

fd =  0Hz

 그림 13는 Azimuth은 30도, 비행속도 60knots, 고도 

2500ft일 경우 Depression각 변화에 따른 이동클러터의 

도 러 주 수 변화를 보여 다.

그림 13. EL 변화에 따른 이동 클러터 스팩트럼 

( E l =  0도 ) 
fd=1672 .93Hz

(E l =  10도 )

fd=1648 .18Hz

(E l = 20도 )

fd=1571 .5Hz

(E l =  5도 )

fd=1666 .32Hz 

( E l =  0도 ) 
fd=1672 .93Hz

(E l =  10도 )

fd=1648 .18Hz

(E l = 20도 )

fd=1571 .5Hz

(E l =  5도 )

fd=1666 .32Hz 

 그림 14는 Azimuth는 0도, Depression은 -15도 , 고

도 2000ft일 경우 비행 속도 변화에 따른 이동클러터의 

도 러 주 수 변화를 보여 다.

그림 14. 비행속도 변화에 따른 이동 클러터 스팩트럼 

(   속 도 =  9 0 k n o ts )

fd = 2 7 9 7 .1 5 H z  

(  속 도 =  8 5 k n o ts )  
fd = 2 6 4 1 .7 6 H z

(  속 도 =  7 0 k n o ts )

fd = 2 1 7 5 .5 6 H z

(  속 도 = 7 5 k n o ts )

fd = 2 3 3 0 .9 6 H z

(   속 도 =  9 0 k n o ts )

fd = 2 7 9 7 .1 5 H z  

(  속 도 =  8 5 k n o ts )  
fd = 2 6 4 1 .7 6 H z

(  속 도 =  7 0 k n o ts )

fd = 2 1 7 5 .5 6 H z

(  속 도 = 7 5 k n o ts )

fd = 2 3 3 0 .9 6 H z

 클러터 심 도 러 주 수는 이다 이동 속도에 비례

하여 증가하게 되고, 안테나 빔의 방향에도 향을 받게 

된다. 그림 15는 이다 이동 속도를 헬기 속도를 80 

knots로 설정하고 고도 3200ft경우 안테나 빔의 주사 방

향이 변할 때의 클러터 심 도 러 주 수를 변화를 시

뮬 이션한 결과와 실제 수집된 데이터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 15. 이동 클러터 도 러 심 주 수 비교  

 안테나 빔이 이다 진행방향 일 때 클러터 심 주

수는 최  2554Hz이고 진행 방향에 해 수직일 때 

4Hz로 최소가 되며 depression각이 증가할수록 클러터 

심 주 수는 감소한다. Az 각과 El 각이 변함으로써 

주 수의 스팩트럼이 (1)의 계와 같이 이동속도와 

거의 일치하게 이동함을 확인 하 다. 한 식(2)의 주

수 폭의 퍼짐 상의 경우 Az각 과 El 각이 랫폼

의 이동방향 기 에서 멀어질 경우 스팩트럼의 폭이 

퍼지는 것을 확인하 다

Ⅶ. 결론 

 비행 탑재 이다의 표  탐지 성능을 높이기 해 

이동 랫폼의 향으로 인한 클러터 신호를 수집하여 

도 러 주 수 스팩트럼을 분석 하 다. 본 논문에서

는 비행 탑재 이다의 클러터 도 러 스팩트럼 측정

을 하여 실시간 고속 이다 자료 수집 장치를 개발

하여, 이다 이동에 따른 클러터 향에 한 이론  

분석결과와  실제 이다 수집 자료와 비교 분석 하

다. 지상 이동 표  신호의 MTD 탐지 성능을 분석하

고, 한 지상 차량 이동 시험  비행 탑재시험을  

통하여 이다 랫폼의 이동에 따른 클러터 주 수 

분포 특성이 지면 클러터 패치의 기하학  구조에 따

라 모델된 이론식과 일치하여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하

다.  최근 최종 헬기탑재 비행 시험을 통하여   다

양한 랫폼 속도와 안테나 빔 스캔 속도, 방   앙

각에 따른 이다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

하 다. 향후 비행탑재 이다 랫폼에 의한 클러터 

도 러 주 수 이동 보상을 실시간으로 수행하여 표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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