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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기법을 이용한 PCM 파형에서의 표적 탐지 및 도플러 추정

Maximum Likelihood Based Doppler Estimation and Target Detection 
with Pulse Code Modulated Waveform

양 은 정․이 희 영․송 준 호

Eunjung Yang․Heeyoung Lee․Junho Song

요  약

PCM(Pulse Code Modulation) 파형은 펄스에 특정 code를 실어 보내는 형태로 추적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 특히 단일 펄스의
송수신만으로 표적의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므로, 여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기능 레이다(MFR: Multi-Function Radar)에서는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하지만 PCM 파형은 모호성 함수(ambiguity function) 의 특성으로 인해 표적을 탐지하고, 거리와 속
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플러 필터 뱅크(Doppler filter bank)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량과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도플러 필터 뱅크를 사용하는 대신, ML(Maximum Likelihood) 기반의 도플러 추정 방법을 고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폐형(closed form) 수식의 suboptimal 방법으로 적은 계산량으로 정확한 도플러 주파수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표적의
탐지에 적용할 수 있다.  

Abstract

Characteristics of PCM(Pulse Code Modulation) waveform are suitable for target tracking. Especially in terms of dwell time, it is 
desirable to detect and track a moving target with the single PCM waveform for a MFR(Multi-Function Radar) which carries out 
multiple tasks. General PCM waveform processing includes Doppler filter bank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ambiguity function, to 
detect target and estimate Doppler frequency, which induces hardware burden and computational complexity. We propose a 
ML(Maximum Likelihood) based Doppler estimator for a PCM waveform, which is the closed form suboptimal solution and 
computationally efficient to estimate Doppler frequency and detect a moving target.  

Key words: Pulse Code Modulation Waveform, Doppler Frequency Estimation, Multi-Function Radar, Target Detection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Manuscript received August 26, 2014 ; Revised October 15, 2014 ; Accepted November 4, 2014. (ID No. 20140826-063)
․Corresponding Author: Eunjung Yang (e-mail: ejyang@add.re.kr)

Ⅰ. 서  론      

다기능 레이다(MFR: Multi-Function Radar)는 여러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한 레이다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최대한 많은 임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이
다의 파형은 임무와 목적에 따라 파형의 특성을 고려하

여 선택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레이다의 임무는 표적의

탐지 및 추적이다. 모호성 함수(ambiguity function)의 특성
으로 인해 LFM(Linear Frequency Modulated) 파형은 감시
(surveillance)에 적합하고, PCM(Pulse Code Modulated) 파
형은추적 시유리하다. 추적시표적의 정보획득도다기
능 레이다의 중요한 임무로, 일반적으로 위치 정보와 속
도 정보를 얻는다. 속도 정보를 획득하는 측면에서는 co-
herent PT(Pulse Train)을 사용하는 것이 도플러 분해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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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할 뿐 아니라, 클러터 제거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파형 중 PCM 파형에서의 속도 정

보 획득과 표적 탐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언급했듯
이, 표적의 속도 추정 시 PT 파형이 유리하지만, PT는 여
러 개의 펄스를 송수신하므로 긴 dwell time이 필요하다
는 단점이 있다[1]. 다기능 레이다에서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중요하므로, 짧은 dwell time으로 표적의 탐지 및
속도 추정이 가능한 PCM 파형이 적합하다. 

PCM 파형은 단일 펄스를 송수신하므로 dwell time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모호성 함수의 특성 때문에 표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도플러 필터 뱅크(Doppler filter 
bank)를 사용해야 한다. 각 도플러 필터뱅크는 주파수 축
에서 중심주파수 만큼 이동된 정합필터(matched filter)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탐지된 도플러 필터 뱅크의 중심주파
수를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로 추정하여 속도 정보를 얻

는다. 도플러 추정에 초점을 맞춘 경우,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심주파수 간격을 좁히고, 도플러 필터 뱅크의
수를늘려야하는데, 이는하드웨어의부담을가중시킨다[2].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를 알고 있다면 도플러 필터 뱅

크를 사용하는 대신 표적의 도플러만큼 보상한 정합필터

를 사용하여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표적의 도플
러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여 표적을 탐지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근 참고문헌 [3], [4]의 연구에서는 MMSE(Minimum 

Mean Squared Error) 추정 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적
응 탐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표적의 도플
러 주파수 추정보다는 부엽 레벨을 낮추어 표적을 탐지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만일 표적의 속도 정보를 얻지
않아도 된다면,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를 nuisance 파라미
터로 두고, 확률적 특성을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할 수도
있다[5].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움직이는 표적의 탐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 추정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PCM 파형의 수신 신호로부

터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를 추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어, ML(maximum likelihood) 함수를 바탕으로 한 도플러
추정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표적
의 탐지 성능을 살펴본다. 제안한 도플러 주파수 추정 알

고리즘은 Morelli와 Mengali의 연구[6]가 동기가 되었다.  
  논문의Ⅱ장에서는신호모델및 optimal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기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Ⅲ장에서
는 MLE를 기반으로 한 closed form의 suboptimal 방법을
제안한다. Ⅳ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
의 성능을 증명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신호 모델 및 MLE 기법

일반적인 레이다의 baseband 수신 신호는 식 (1)과 같
이 나타낸다. 

     
      (1)

 
여기에서 는 표적의 크기로 zero mean Gaussian random 
variable이다. 의 분산은 표적 RCS의 함수이고, 신호를
수신하는 동안 상수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PCM 파형
은 단일 펄스를 사용하므로, 표적이 swerling model II 또
는 IV의 특성을 가져도 가 상수라는 가정이 성립한다. 
는 송신 신호, 는 표적의 거리에 따른 시간 지연, 
는표적의도플러주파수이다. 는 zero mean gaussi-

an 분포를따르는노이즈신호로 
의분산을가진다. 수신

신호를 주파수 로 sampling하여 얻은 snapshot sequence

   ⋯   ∈ × 는벡터형

태로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은 snapshot sequence 혹은 PCM 코드의 길이이다. 

   ⋯   ∈ × 은복소수신

호로   를 만족하는 PCM 송신 파형이고, 
 ･ 는 transposition을 나타낸다.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
에 의한 위상 변화는 대각행렬(diagonal matrix)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
   

노이즈 벡터   ⋯   는 공분

산 행렬이 
 ∈ × 을 가지는 zero mean complex 

Gaussian 분포를 따른다. 는 sampling 시간으로 이

고, 은 ×  단위행렬(identity matri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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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

을  
 

으로 정의한다. 

식 (2)에서 도플러 주파수 와 표적 신호의 크기 

는 모르는 파라미터로, 이 파라미터에 대한 조건부 확률
로부터 log likelihood 함수를

       
     (3)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은 complex conjugated trans-
position을 의미한다. MLE 기법은 를 nuisance 파라미터
로 두고, log likelihood 함수를 최대로 하는 를 구한다. 
임의의 도플러 에 대하여 함수   를 최대로

하는 는

            이고, 이를 식 (3)에 대입
하여 식 (4)와 같이 만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4)

 
여기에서, 

≡ 
  

    

  

    ⋯   
(5)

 

이고, ⋅은 괄호 안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

은 complex conjugate를 나타낸다. 
MLE 기법은 함수  을 최대로 하는 를 구하는

데, 이 경우  는 에 대하여 비선형 함수이고, clo-

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치 해석적 방법
(numerically)을 사용해야 한다. FFT(Fast Fourier transform)
를 이용한 방법은 효율적인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식 (4)
의 중괄호 안의 수식이 에 대한 DFT(Discrete Fou-
rier Transform) 형태인 것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개의

데이터에 FFT를 취하면 개의 도플러 빈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보다 많은 개수의 도플러 빈을 얻기 위해서

에 원하는 만큼의 0을 추가하여(zero padding) FFT
를 수행한다. 이는 일종의 내삽법(interpolation)을 이용하
여 도플러 분해능을 개선시키는 방식이다. 

Ⅲ. 제안한 도플러 추정 기법

3-1 Closed Form 추정기

도플러 주파수 를 수치해석적인 방법이 아닌 closed 
form으로 구할 수 있다면, 계산량과 안정성 측면에서 효
율적인 도플러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를 

에 대하여 미분하고, 추정된 도플러 주파수  에서의 미

분치가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한다.

′   
  

  


   

(6)
 
･은 괄호 안 복소수의 허수 부분을 의미한다. 

수식에서 불필요한 상수 부분은 생략하였다.

한편, 수신 신호    
   을 식

(5)에 대입하여 을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  
  



 
  

    

 
(7)

 
여기에서

 

   
  

 

 
 

   

 

이다. 식 (7)의 을 식 (6)에 대입하고, 이 홀수라고
가정하면 식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cos     
  

  

 
 
  

 


  

   

 ⋅


    (8)

만일 가충분히작다면, cos    

 ≃ cos       
  ≃

  

로 근사할 수 있고, 이로부터 식 (8)은 식 (9)와 같이 근사
될 수 있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5, no. 12, Dec. 2014.

1278

′ ≃ 
 




  

  

･
cos    

  
  

 
 
  

 


  

   

 ⋅


  ≡ ′ ≃  (9)

 
식 (6)에서 (8)까지의 유도과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근

사된 식 (9)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는다. 

 ′   
  

 


  ≃

(10)
 
이 근사식은 지수부분(exponential term)이 에 독립적

이므로, closed form으로 도플러 주파수를 도출할 수 있다.

 ≃




  

  

 (11)
 
이 짝수인 경우에도 이 근사는 유효하다. 

3-2 Acquisition Range Extension

식 (4)의 likelihood 함수는 를 주기로 주기성을 가

진다. 도플러 주파수 가     의 범위에 존

재하는 경우, MLE 방법은 모호성(unambiguous) 없이 도
플러 주파수를 추정할 수 있다. 도플러 추정의 acquisition 
range는 모호성 없이 추정 가능한 범위를 의미하고, MLE
의경우     이다. 앞에서제안한알고
리즘의 acquisition range는식 (10)으로부터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MLE와 비
교하여, snapshot sequence의 길이 에 반비례하여 협소해

진 값이다. 즉,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값이 커질수록

acquisition range가 좁아져, 추정 가능한 도플러 주파수가
한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 관계없이 MLE와 동일한 acquisition range를 가지도록
알고리즘을 확장하였다. 확장된 알고리즘은 PT에서의 거
리 모호성 해결 방법(range ambiguity resolving)과 이론적
으로 유사하다.
실제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 가 제안한 알고리즘의

acquisition range를 벗어나는 경우, 추정된 도플러 주파수

는 실제 도플러 주파수와 다음의 관계를 가진다.

 
 



(12)
 
이때 는 임의의 정수이다. Acquisition Range를 확장하

기 위해서, 길이가   인 snapshot sequence를 추가
적으로 사용한다. 추가된 snapshot sequence에 제안한 알
고리즘을 적용하면, 식 (12)와 비슷한 관계식을 식 (13)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3)
 


는 길이의 snapshot sequence로부터 추정된 도플

러 주파수이고, 는 적절한 정수 값이다. 이 경우, 두
snapshot sequence가 동일한 표적에 대한 수신 신호이므
로, 다음의 관계를 만족하는 정수 쌍  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

    

    
    (14)

 
하지만 노이즈 신호가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식

(14)의 등식이 정확히 성립하는 경우가 드물다. 알고리즘
을적용하는단계에서는     ≪ 인경우를   

로 간주한다.   

식 (14)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쌍이 유일하다면 


는 실제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이고, acquisition range는

MLE과 동일한 

  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수 쌍  는 과 의 관계에 의해 여러 개 존재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의 값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과 가 서

로소가 되도록 선택하면 식 (14)를 만족하는 정수 쌍이
유일하게 된다. 여기에서 과 가 서로 관계를 가지지

않고 최소공배수  ≡ ≠의 값을 가지면

acquisition range가     가 된다. 
Acquisition range를 MLE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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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의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길이의 두 수신 신호

(snapshot sequence)  , 가 필요하고, 이로부터   와 
  

를 얻어 결과적으로  와


를 구한다. 수신 신호

 , 는 동일한 표적에 대하여 두 개의 펄스를 순차적으
로 송수신하여 얻는 것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

법이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dwell time이 길어진다. 이는
하나의 펄스를 송수신하여 얻은 에서 일부를 취하여 

로 선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 길이 로 가능한 가장 긴 값인

   로 선택하면    를 항상 만족

하고, 추정 정확도가 가장 좋은 
  를 얻을 수 있다. 즉, 

는 의 가장 첫 sample이나 가장 마지막 sample을 제거
하여 얻을 수 있다. 확장한 알고리즘은 표면적으로 식
(11)의 closed form 도플러 추정을 2회 반복하여 적용하지
만, 실제 두 추정 과정은 독립적이지 않다. 는 의 부

분집합이므로 를 추정하는 과정 중간에


의 값을 얻

을 수 있다. 따라서 식 (11)의 제안한 알고리즘과 비교하
여 확장된 알고리즘의 계산량 추가는 미미하다. 
그림 1은 제안한 알고리즘과 확장한 알고리즘의 도플

러 추정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제안한 closed form 알고

그림 1.     인 경우 제안한 알고리즘과 확장한 
알고리즘의 acquisition range

Fig. 1. Acquisition range of the proposed algorithm with 
     .

리즘의 acquisition range와 확장한 알고리즘의 acquisition 
range를 알 수 있다. 수신 신호의 길이가   이고, 
  인 경우로 제안한 알고리즘의 각 acquisition range
는      , 


   

 로 에 반비례하여 좁아지고, 확장한 알고
리즘은 MLE 수준으로 acquisition range가 확장된다.  

3-3 Target Detection using Doppler Frequency

PCM 파형은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가 존재하면 송신파
형을 이용한 정합필터로는 표적의 탐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만일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를미리 안다면, 이 값을
정합필터에 보상하여 정지된 표적을 탐지하는 것과 동일

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
으로 이 값을 추정하여 탐지에 사용한다. 추정한 도플러
 
를 이용하여 대각행렬,   

 

⋯


    


를구성하여송신신호 에곱한 를정

합필터로 사용한다. 

Ⅳ. 모의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III장에서 제안한 도플러 주파수 추정 알
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절대크기
(absolute value)가 1인(  ) 코드에 적용 가능하
다. 일예로 bi-phase code나 poly-phase code는 조건을 만족
하므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도플러 주파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poly-phase code인 Frank 
code[2]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모의
실험은 중심주파수가    GHz인 X-band 레이다를
고려하였고, 각 모의 실험마다 코드의 길이 은 가변적

이나 subpulse duration은    usec로 유지하였다. 
이 경우, 속도가  ms인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는

 kHz이고, 정규화된 도플러 주파수는 0.02 정도의 값
을 가진다. 

4-1 도플러 주파수 추정 오차 분석

알고리즘의 추정 성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정규화된 도

플러 주파수(Normalized Doppler frequency)의 MSE(Mean 
Squared Error),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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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알고리즘이 MLE를 기반으로 한 방법이므로 오
차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추정 도플러 의 CRB(Cra-
mer-Rao lower bound)를 사용한다(부록 참고). 

 
       




(15)

    ,  ⋯  (16)
 
그림 2는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에 따른 알고리즘의 추

정 성능을 나타낸다. 모의실험은 길이 16인 코드를 사용
하였고, SNR이 25 dB인 수신 신호에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다. 그림 2의 결과는 10,000번의 Monte Carlo 시뮬레이
션의 평균값을 도시한 것이다. 알고리즘의 추정오차는 정
규화된 도플러 주파수의 절대크기가 커질수록 커지고, 
CRB와의 격차도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LE를
근사하는 과정에서 정규화된 도플러 주파수 의 값

이 작다는 가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표
적의 속도를 감안하면 0.02 근처 혹은 더 작은 값의 정규
화된 도플러 주파수를가지므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MLE
와 비슷한 수준의 오차를 가진다. 설사 표적의 정규화된

그림 2. 정규화된 도플러 주파수에 따른 제안한 알고리

즘의 추정오차, 길이 16인 Frank code를 사용하

고, SNR이 25 dB인 경우
Fig. 2. MSE of the proposed algorithm corresponding to nor-

malized Doppler frequency with a     frank co-
de when    dB .

그림 3. Frank 코드 길이에 따른 제안한 알고리즘의 추정
오차, 정규화된 도플러 주파수가 0.02이고, SNR
이 20 dB인 경우

Fig. 3. MSE of the proposed algorithm corresponding to co-
de length with a Frank code when     
and    dB .

 

도플러 주파수가 0.06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절
대적인 추정 오차 값이 상당히 작으므로 알고리즘을 적

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림 3은 코드 길이 혹은 snapshot sequence의 길이에

따른 알고리즘의 추정 오차를 보여준다. 표적의 정규화된
도플러 주파수가 0.02이고, SNR이 20 dB인 경우에 대하
여 모의실험하였다. 코드 길이가 길어질수록, 즉 추정에
사용한 snapshot sequence의 길이가 길수록 추정 오차는
점차작아지는것을알수있다. 반면, 코드길이가길어질
수록 CRB와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데, 이는 식 (6)의 모

든  ⋯ 에 대한 지수 부분 
  을

제안한알고리즘에서는식 (10)과 같이 
  로근사

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는 SNR에 따른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낸다. 모

의실험은 길이가 36인 코드를 사용하고, 정규화된 도플러
주파수가 0.02인 경우에 대하여 10,000번 이루어졌다. 
SNR이 커질수록 MSE는 작아지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MSE가 점차 CRB에 근접한다. 하지만 SNR이 15 dB 이상
이 되면 SNR이 커져도 CRB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알고리즘의 근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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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NR에 따른 제안한 알고리즘의 추정 오차, 길이
36의 Frank code를 사용하고, 정규화된 도플러 주
파수가 0.02인 경우

Fig. 4. MSE of the proposed algorithm corresponding to SNR 
with a     Frank code when    .

 
오차이다. 더 짧은 코드를 사용하거나, 도플러 주파수가
작으면 이 오차는 줄어들 수 있다. 

4-2 표적의 탐지 성능 분석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표적의 탐지 성능을 알아보

기 위한 모의실험 결과를 그림 5에 도시하였다. □로 표
시된 선은 추정된 도플러를 이용하여 정합필터를 보상한

후 수신 신호에 적용한 결과이고, ○로 표시된 선은 도플
러 보정 없이 기존의 송신 신호를 정합필터로 사용하여

수신 신호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노이즈의 영
향을 배제하고, 도플러의 영향만을 관찰하기 위해 노이즈
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길이
36인 코드를 송신하고, 표적의 파워가 15 dBw인 수신 신
호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점선의 결과
가 이 같은 환경에서의 결과이다. 도플러 보상 없이 일반
정합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정규화된 도플러 주파수의 크
기(absolute value)가 커질수록 결과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표적의 도플러 주파수가 커질수록 표적
의 탐지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환경에
서 이 결과는 Frank code의 모호성 함수(ambiguity func-
tion)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반면, 추정된 도플러 주파

그림 5. 정규화된 도플러 주파수에 따른 정합필터 결과, 
길이 36의 Frank code를 사용하고 SNR이 15 dB
인 경우

Fig. 5. The results of the matched filter corresponding to Nor-
malized Doppler frequency with    dB  re-
ceived target signal from     Frank code.

 
수로 보상한 정합필터를 적용한 경우에는 도플러 주파수

에 상관없이 일정한 결과 값을 가진다.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결과는 노이즈가 존재하는

경우로, 마찬가지로 길이 36인 코드를 송신하였고, 표적
의 SNR이 15 dB인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10,000번의
Monte Carlo 실험을 수행하였다. 도플러 보상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 도플러 주파수에 의한 영향과 노이즈에 의
한 영향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결과

와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경향은 도플러가 클수록 정합
필터 결과 값이 감소하고, 주파수 보상이 이루어진 정합
필터 결과와 비교하여 성능이 떨어진다. 도플러 주파수를
보상한 결과 값은 노이즈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안정된

성능을 보인다. 이는 MLE 기반의 제안한 알고리즘이 노
이즈 환경의 수신 신호에 적합하도록 도플러 주파수를

적응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추정한 값이 실제 도플러
주파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노이즈가 존재하는 수신 신

호에는 추정한 값으로 보상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도

출한다.  
그림 6은 제안한 알고리즘과 기존의 도플러 필터 뱅크

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탐지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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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규화된 도플러 주파수에 따른 정합필터 결과의 
비교, 길이 36의 Frank code를 사용하고 SNR이
15 dB인 경우

Fig. 6. The comparison with results of the matched filter co-
rresponding to normalized Doppler frequency with 
   dB  received target signal from     
Frank code.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중심 주파
수의 간격을 ambiguity function의 3 dB width로 하는

(   ) 일반적인 도플러 필터 뱅크를 사용하면, 
도플러 주파수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좋은 결과

를 보이지만 제안한 알고리즘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 필
터 뱅크의 수를 늘려서 중심 주파수의 간격을 점점 줄여

가면 성능이 향상되어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에 가까워

지지만, 하드웨어와 계산량의 부담이 가중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CM 파형을 사용하는 레이다에서 표적
의 도플러 주파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표적을 탐
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MLE를
기반으로한 closed form의 suboptimal 추정 방법이다. 제안
한 알고리즘은 동일한 추정 오차를 가지는 타 알고리즘

에 비해 적은 계산량으로 표적의 도플러를 추정할 수 있

다. 이 결과를 이용할경우, 도플러 필터 뱅크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 추후에 제안한 방법을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

탐지과정에서의 모호성 등을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부  록 

도플러 주파수   추정의 CRB를 구한다. 식 (2)에서
와 가 주어졌을 때, 의 joint probability function 
  의 로그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ln  
 

⋅        
  

    (17)
 

이때      

로두고, 과 

는각각 

의 실수와 허수 부분을 의미한다. CRB를 구하기 위한
Fisher information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   






  ln   



(18)
 
식 (17)의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9)

 

여기에서 ×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여  
  

 
을

취하면 의 CRB가 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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