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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플러 특성 개선을 위한 랜덤 위상 및 부호율 천이 기반

저피탐 레이다 파형

The Low Probability of Intercept RADAR Waveform Based on Random 
Phase and Code Rate Transition for Doppler Tolerance Improvement

이 기 웅․이 우 경

Ki-Woong Lee․Woo-Kyung Lee 

요  약

전자전(Electronic Warfare) 상황에서 레이다는 재머에 의해 전파교란공격(ECM: Electronic Counter Measures)을 받게 된
다. Linear-FM 신호는 도플러 특성이 우수하고, 신호의 구현이 용이하여 레이다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반복된 패턴
에 의해 피탐 확률이 높고, 신호 특성변수 추정이 가능하여 기만재밍에 취약하다. 최근 제안된 APCN(Advanced Pulse 
Compression Noise) 신호는 랜덤 진폭과 랜덤 위상코드로 이루어진 신호로서, 저피탐 성능이 우수한 신호이다. 하지만, 
APCN 신호를 비롯한 일반적인 위상코드 신호는 도플러 특성이 좋지 않으므로, 주파수 천이에 의해 신호수신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플러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랜덤 위상천이 및 부호율 천이(RPCR: 
Random Phase and Code Rate transition) 레이다 신호 파형을 제안하고, 도플러 성능과 저피탐 성능을 분석하였다. 
Ambiguity 함수를 이용하여 부호율 천이에 의한 도플러 특성 개선을 제시하며, WHT(Wigner-Hough Transform)을 이용한
신호 특성 변수 추정 실험을 통해 RPCR 신호의 저피탐 성능을 분석하고, 전파교란대응책(ECCM: Electronic Counter 
Counter Measures)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Abstract

In modern electronic warfare, RADAR is under constant threat of ECM(Electronic Counter Measures) signals from nearby jammers. 
The conventional linear frequency modulated(Linear-FM) waveform is easy to be intercepted to estimate its signal parameters due to 
its periodical phase transition. Recently, APCN(Advanced Pulse Compression Noise) waveform using random amplitude and phase 
transition was proposed for LPI(Low probability of Intercept). But random phase code signals such as APCN waveform tend to be 
sensitive to Doppler frequency shift and result in performance degradation during moving target detection. In this paper, random phase 
and code rate transition based radar waveform(RPCR) is proposed for Doppler tolerance improvement. Time frequency analysis is carried 
out through ambiguity analysis to validate the improved Doppler tolerance of RPCR waveform. As a means to measure the vulnerability 
of the proposed RPCR waveform against LPI, WHT(Wigner-Hough Transform) is adopted to analyze and estimate signal parameters 
for ECCM(Electronic Counter Counter Measures) application.

Key words: Radar Waveform, Jamming, LPI(Low Probability of Intercept), ECCM(Electronic Counter Counte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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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자전(Electronic Warfare) 상황에서 레이다는 재머에
의해 전파교란 공격을 받게 된다. 전파교란 기법은 방법
과 효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잡음재밍(Noise Jamming)과 기만재밍(Deceptive Jamming)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잡음재밍은 잡음과 유사한 신호를
상대방에게 방사하여 SNR(Signal to Noise Ratio) 성능을
저하시키며, 기만재밍은 DRFM(Digital Radio Frequency 
Memory)를 이용한 재밍으로 탐지한 레이다 신호의 정보
를 이용하여 저전력의 고효율 재밍이 가능하다. 특히 기
만재밍은 다양한 형태의 허위표적 신호를 방사함으로써

상대방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기만 재밍은 탐지한 신호를
저장하여 다시 방사하는 리피터 재밍이 가장 일반적이었

지만, 최근에는 저장한 신호를 분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호를 구성하여 방사하는 C&I(Chopping and Interleaving)
기법, SMSP(SMearing Spectrum) 기법들과 같은 기술이 연
구되고 있다[1].
재밍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레이다 신호를 수신하

고, DRFM에 저장하여 레이다의 정보를 추정하는 신호
피탐(interception) 과정이 필요하다. 피탐과정에서 추정이
가능한 신호 변수로는 펄스폭, PRI(Pulse Repitition In-
terval), 주파수 변조율, 안테나 특성 등이 있으며, 이를 이
용하여 재밍신호를 구성하게 된다. 그 중 대역폭, 주파수
변조율과 같은 주파수 관련 특성들은 신호의 수신 품질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들이다. 
Linear-FM 신호는 레이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

호로서, 도플러 특성이 우수하고, 신호의 구현이 용이하
지만, 일정 진폭과 위상의 규칙적인 변화 특성으로 피탐
확률이 높다. 특히, 대역폭 특성은 복사신호(Replica Sig-
nal)의 대역폭을 변화시키며, 신호를 수신하는 수동 ELI-
NT(Electronic Intelligence) 수신기를 이용하여 추정이 가
능하다[2]. 레이다 수신기와 같은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방
법 외에도 탐지된 신호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신호변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도 연구되어 왔다. 그 중 WHT(Wig-
ner-Hough Transform)은 WVD(Wigner-Ville Distribution)을
이용해 특정 신호를 시간-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후

Hough 변환을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서, 레이다에서 수신

된 신호의 초기 주파수와 주파수 변조율 특성을 추정하

는 기법이다[3]. Linear-FM 신호는 시간-주파수 특성이 규
칙적이기 때문에, WHT 기법을 이용하면 신호의 주파수
특성변수 추정될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Linear-FM 신호

는 피탐확률이 높고, 특성 변수 추정이 용이하여 전파교
란으로부터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대 전자전
에서 레이다 신호의 저피탐 성능은 중요 특성으로 대두

되었으며, 다양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랜덤 코드 기법은 신호의 불규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신호의 저피탐 성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MLS(Ma-
ximum Length Sequence) 코드는 0과 1의 값을 가진 n단위
의 시프트 레지스터의 임의의 단에서 XOR을 앞단으로
피드백 시키어 랜덤으로 신호가 구성되고[5], Chaotic 신호
는 변조방식이 무작위로 구성되어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랜덤코드를 이용한 신호는 조
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코드 생성이 가능하므로 저피

탐 성능이 우수하지만, 도플러 특성이 비교적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6]. 최근에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 
MTI(Moving Target Indicator)와 같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
한 레이다 시스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도플러 레이다 시스템에 랜덤코드 기반의 저피탐

레이다 신호를 이용할 경우, 저피탐 성능은 뛰어나더라도
주파수 천이로 인한 수신 성능 저하가 발생된다[7].
최근 제안된 APCN(Advanced Pulse Compression Noise) 

신호의 경우, Linear-FM 신호를 기반으로 한 레이다 신호
로서 Linear-FM 특성의 유지가 가능하다[8]. 랜덤진폭과
랜덤위상 성분으로 구성된 랜덤신호를 이용하여 저피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랜덤신호 영향의 조절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APCN 신호는 도플러 레이
다 시스템에 활용하기에 도플러 내성 특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랜덤진폭 신호 성분에 의해 신호 대 잡음비(SNR)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APCN 신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랜덤 위상 및 부호율 천이(RPCR) 레이다 신호를 제안하
고 분석한다. 랜덤신호의 위상성분만 적용함으로써 신호
대 잡음비 손실을 방지하며, 부호율 천이에 의한 평균 부
호율 감소 효과로 APCN 신호보다 도플러 특성이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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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한 신호의 압축결과를 통해 랜덤위상 천이와 랜
덤 부호율 천이에 의한 신호의 성능 변화를 확인하고, 
ambiguity 함수를 이용해 부호율 천이에 의한 도플러 특
성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WHT를 이용하여 제안된 신호
의 저피탐 성능을 확인하며, Linear-FM 신호와의 비교분
석을 통해 전파교란대응책(ECCM)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Ⅱ. 랜덤 위상 및 부호율 천이 기반 레이다 신호 

2-1 APCN(Advanced Pulse Compression Noise) 신호

최근 DRFM을 이용한 기만재밍의 위협으로 저피탐 레
이다 신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
에는 랜덤 위상코드만을 이용한 저피탐 레이다 신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Linear-FM 신호
기반의 저피탐 레이다 신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제안된 APCN 신호는 Linear-FM 신호를 기반으로

한 잡음 신호 파형(Noise Waveform)이다. APCN 신호는
Linear-FM 신호와 stochastic 신호와의 Hadamard 곱(∘ )으
로 구성되며, 아래 식 (1)～(5)와 같이 표현된다[2].

   exp   for  ≤  ≤         (1)

   exp   for  ≤  ≤     (2)

 ∼ ∈       (3)

 ∼∈                          (4)

  ∘   exp  for  ≤  (5)
  
 은 기저대역에서의 Linear-FM 신호이며, 는 Li-

near-FM의 주파수 변조율이다. 은 불연속 시간 샘플을

나타내며, 총 샘플 수는   
log 로 신호의 대역폭

과 펄스폭과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aliasing 현상 방
지를 위한 Nyquist 조건을 만족한다.  은 기저대

역에서의 stochastic 신호이며, 랜덤 진폭( )과 랜덤 위상
(  )으로 구성된 복소 신호이다. 랜덤 진폭은 Rayleigh 

(a) Linear FM 신호파형
(a) Linear FM waveform

(b) APCN(a5k5) 신호파형
(b) APCN(a5k5) waveform

그림 1. Linear-FM 신호와 APCN(a5k5) 신호 파형
Fig. 1. Linear-FM and APCN(a5k5) waveform

 
분포() 특성을 따르고, 위상은 균일분포( ) 특성을
따르며, 식 (3), (4)와 같이 랜덤 지수 와 를 이용하여

stochastic 신호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P-
CN(a5k5)은 와 에 각각 0.5가 적용된 APCN 신호를 의
미한다. Linear-FM 신호파형과 APCN(a5k5) 신호파형은
그림 1과 같다. 

Linear-FM 신호에 적용된 랜덤 진폭 및 위상 천이의 영
향으로 APCN 신호는 잡음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Linear-FM 신호와 APCN 신호
의 스펙트럼으로 주파수 특성 차이를 보여준다. 랜덤 진
폭과 위상으로 구성된 stochastic 신호의 고주파수 성분들
에 의해 대역확산 효과가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8].

APCN 신호는 stochastic 신호의 효과로 신호 특성이 불
규칙해지고, 잡음과 유사해짐으로써 저피탐 성능이 향상
된다[2]. 또한, 레이다 시스템 요구조건에 따라 랜덤 진폭
및 위상 천이 범위를 제한하여 도플러 내성과 같은 Li-
near-FM 신호의 장점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랜덤
진폭과 위상천이 범위를 과도히 제한하면 저피탐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stochastic 신호에 의한 도플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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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 FM 신호파형
(a) Linear FM waveform

(b) APCN(a5k5) 신호파형
(b) APCN(a5k5) waveform

그림 2. Linear-FM 신호와 APCN(a5k5) 신호 스펙트럼
Fig. 2. Linear-FM and APCN(a5k5) spectrum.

 
저하는 APCN 신호의 취약점으로 분석된다[9].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랜덤 부호
율 천이를 적용하여 신호를 재구성하였다.

2-2 랜덤 위상 및 부호율 천이 기반 레이다 신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PCR(Random Phase and Code 
Rate transition) 신호는 Linear-FM 기반의 신호로서 APCN 
신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된다. APCN 신호의 sto-
chastic 신호는 랜덤 진폭과 랜덤 위상성분으로 구성되지
만, RPCR 신호의 stocahstic 신호는 부호율 천이가 적용된
랜덤 위상성분만으로 구성된다. 그림 3은 APCN 신호와
RPCR 신호의 stochastic 신호 구조의 차이를 나타낸다. 
APCN 신호의 stochastic 신호는 Linear-FM 신호와 같은
샘플 간격이 적용되지만, RPCR 신호는 부호율 천이가 적
용되어 랜덤 위상성분이 할당되는 샘플간격이 변하게 됨

을 확인할 수 있다. RPCR 신호는 식 (6)～(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exp   for  ≤  ≤          (6)
   exp   for  ≤  ≤        (7)

그림 3. APCN 신호와 RPCR 신호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APCN & RPCR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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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9)  

  ∘  exp  
 for  ≤     (10)

 는 기저대역의 Linear-FM 신호이며,  은
RPCR 신호에 적용되는 stochastic 신호이다. RPCR 신호의
stochastic 신호는 랜덤 위상만으로 구성되며, 랜덤으로 천
이되는 부호율이 적용된다. 식 (8)은 부호율 천이가 적용
되는 stochastic 신호를 나타낸다. RPCR 신호의 stochastic 
신호는 Linear-FM 신호와 동일한 시간 샘플 개수로 구성
되지만, 일정 샘플간격에 동일한 위상성분을 할당함으로
써 부호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은      범위의모든
 을 의미하며, 은 부호율 천이값으로 같은

위상 성분이 할당되는 샘플 개수를 나타낸다. 랜덤 부호
율 천이값은 균일 분포특성( )을 따르며, 에 따라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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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PCR(r1k5) 신호파형
(a) RPCR(r1k5) waveform

(b) RPCR(r1k5) 신호파형 스펙트럼
(b) RPCR(r1k5) waveform spectrum

(c) RPCR(r5k5) 신호파형 스펙트럼
(c) RPCR(r5k5) waveform spectrum

그림 4. RPCR 신호 파형과 스펙트럼
Fig. 4. RPCR waveform and spectrum.
 
율 천이 범위가 제한된다. 은 stochastic 신호에 할당되

는 랜덤 위상성분을 나타내며, APCN 신호의 랜덤 위상성
분과 마찬가지로 균일 분포 특성을 따르고, 값에 따라
위상천이 범위를 제한된다. RPCR(rXkY)은 와 에 각각

X와 0.Y가 적용되는 RPCR 신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이 적용된 RPCR(r1kX) 신호는 랜덤 위상성분이 Li-
near-FM 신호와 같은 샘플간격으로 일정하게 할당됨을
의미하며, r값이 증가할수록 RPCR 신호의 평균 부호율이
감소된다. 그림 4는 RPCR(r1k5) 신호와 RPCR(r5k5) 신호
및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랜덤 부호율 천이의 영향을 확
인할 수 있다. Stochastic 신호에 의한 랜덤 위상 천이로
신호의 대역폭이 확산되지만, 부호율 천이가 적용된 RP

CR(r5k5) 신호는 RPCR(r1k5) 신호에 비해 대역확산 효과
가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부호율 천이가 적용됨에 따
라 stochastic 신호의 평균 부호율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신호의 고주파수 성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랜덤위상코드 신호들은 도플러 특성이 취약하

여 도플러 레이다 시스템 적용이 어려우며, 최근 제안된
APCN 신호도 도플러 특성 개선을 위해서는 랜덤 위상
천이 범위를 제한해야 되는 한계가 존재한다[9]. 하지만,  
RPCR 신호는 부호율의 천이를 이용하여 Linear-FM 신호
와의 유사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랜덤 위상 천이의 범
위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도플러 내성의 개선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RPCR 신호의 도플러 특성을 분석
하여 랜덤 위상과 랜덤 부호율 천이에 따른 신호의 도플

러 특성 개선을 분석하였다.

Ⅲ. 랜덤 위상 및 부호율 천이 기반 

레이다 신호 분석

3-1 RPCR 신호 압축 결과

레이다 시스템의 수신기에서는 신호 대 잡음비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합 필터를 이용하여 신호를 압축시키

는 과정이 수행되며, 이를 이용하여 거리, 속도, 각도 등
의 표적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신호의 수신 성능은 압축
된신호의 주엽 및부엽의특성 분석을 통해수행되며, 일
반적으로 PSLR(Peak Side Lobe Ratio), ISLR(Integrated 
Side Lobe Ratio)이 주요성능 지표로사용된다. 신호 분석
을 위해 모델링된 RPCR 신호는 40  의 펄스폭과 20 
[MHz] 대역폭의 Linear-FM 신호가 모델링되었으며, 신호
압축시 Uniform window가 적용되었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PCR 신호는
랜덤 위상 천이에 의해 대역확산효과가 발생된다. 수신기
의 대역폭이 제한될 경우, 고주파수 성분의 손실이 발생
하여추가적인신호 대잡음비성능이저하될수 있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stochastic 신호에 의한 신호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충분한 수신 대역폭이 가정되었다.
그림 5는 정합필터를 통한 RPCR 신호의 이상적인 압

축 결과이다. RPCR(r1k0), RPCR(r1k5), RPCR(r5k5)의 3가
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신호의 랜덤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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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할 수 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RPCR(r1k0) 신호는 랜덤 위상 천이가 적용되지 않은

파형으로 13.4 [dB]의 PSLR과 —9.8 [dB]의 ISLR 성능을
지니며, linear-FM 신호와 같은 압축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 랜덤 위상 천이와부호율 천이가 적용될경우, 신호의
압축 성능이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RPCR(r1k5)는 랜
덤 위상 천이만 적용된 신호로 APCN(a0k5) 신호와 동일
한 파형로 신호는 22.3 [dB]의 PSLR과 1.4 [dB]의 ISLR이
측정되며, RPCR(r5k5)는 랜덤랜덤 부호율 천이가 적용된
신호로 RPCR(r1k5) 17.3 [dB]의 PSLR과 1.48 [dB]의 ISLR
의 측정된다.    
랜덤 위상 천이가 적용된 RPCR(r1k5) 신호는 Linear- 

FM 신호와 동일한 RPCR(r1k0) 신호보다 PSLR 성능은 개
선되고, ISLR 성능은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랜덤 위
상 천이의 영향으로 주엽에 근접한 부엽의 간섭 영향은

감소되지만, 신호의 전반적인 부엽의 간섭은 증가되는 것
으로 분석된다. 랜덤 부호율 천이도 신호의 주엽과 부엽
간의간섭특성에영향을미치며, 그림 5를통하여확인할 
수 있다. 부호율 천이가 적용된 RPCR(r5k5) 신호는 부호
율 천이가 적용되지 않은 RPCR(r1k5) 신호에 비해 PSLR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부호율의 감소로
Linear-FM 신호와의 유사도가 증가하여 발생되는 현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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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PCR 신호 압축 결과(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K=100)

Fig. 5. Matched filter output of RPCR waveform(Monte- 
Carlo Simulation, K=100).

로 분석된다. ISLR의 경우, 부호율 천이를 적용하더라도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데, 신호 부엽에 의한 전반적인
간섭영향은 랜덤 부호율 천이보다 랜덤 위상 천이에 따

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3-2 도플러 성능 분석

최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레이다 시스템의 연구와

함께 신호 파형의 도플러 특성도 중요한 특성으로 대두

되었다. APCN 신호는 Linear-FM 신호를 기반으로 하여
신호의 불규칙성과 도플러 특성간 상호조절이 가능하지

만, 신호의 불규칙성 특성이 증가될수록 도플러 성능의
충분한 확보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RPCR 신호는
시간축상에서신호의위상변이구간에랜덤부호율이적용

된다. 랜덤으로 부호율을 천이시킬 경우, 랜덤 위상 천이에
의한 Linear-FM 신호의장점인도플러성능을확보할수있다. 
레이다 신호의 도플러 특성은 ambiguity 함수를 이용하

여 분석할 수 있다. Ambiguity 함수는 시간 지연 및 도플
러 효과에 의한 신호 응답 특성을 나타내며, 식 (11)와 같
이 표현된다.

  

    

   
 ∞

∞

 exp (11)
  
는 2장에서 제안한 RPCR 신호를 나타내며, 와

는 표적으로 부터의 시간 지연과 도플러 주파수 이동

을 각각 나타낸다. 신호의 도플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Zero-Delay를 가정하였으며, 도플러 주파수 범위는 신호
대역폭의최대 1 % 까지적용하여분석하였다. 본논문에
서의 도플러 성능은 Zero-Doppler 상태의 신호레벨을 기
준으로 —3 [dB] 이내의 신호 감쇠를 만족하는 주파수 천
이 구간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 6은 RPCR 신호의 k에 따른 ambiguity 함수의 도

플러 축 윤곽을 나타내며, 랜덤 위상 천이에 의한 도플러
내성의 저하를 확인할 수 있다.    

RPCR(r1k1) 신호는 APCN(a0k1) 신호와 같은 신호로
주파수 천이가 발생하더라도 —3 [dB] 이상의 신호 감쇠
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RPCR(r1k5) 신호의 경우, 약
±0.12 %의 도플러 내성 주파수 천이 구간이 측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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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PCR 신호의 랜덤 위상 천이에 따른 도플러 특
성(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K=100)  

Fig. 6. RPCR waveform Doppler ambiguity for a=0, r=1,  
k=1, 5, 10(Monte-Calro simulation, K=100).

 
RPCR(r1k10) 신호와 APCN(a0k10)은 약 ±0.08 %로 측정
된다. 랜덤 위상 적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3 [dB] 이내
의 신호 감쇠기준을 만족하는 도플러 주파수 천이 구간

이 좁아지며, 주파수 천이에 의한 신호 감쇠 정도 또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PCR(r1kX) 신호의 경우, 랜덤 위상천이 만 적용된 신
호로 APCN(a0kX) 신호와 동일한 형태의 신호이다. 따라
서 APCN 신호의 k에 따른 도플러 내성 특성은 RPCR 신
호의 특성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7은 APCN 신호파형의 랜덤 진폭 천이 정도에 따
른 ambiguity 함수의 도플러축 윤곽을 나타낸다. APCN 
신호의 경우, 랜덤 진폭천이범위의 변화는 도플러 내성
특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RPCR 신호파형의 랜덤 부호율 천이에 따른 ambigui-
ty 함수의 도플러축 윤곽을 나타내며, 도플러 성능이 개
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PCR(r5k10) 신호의 —3 
[dB] 도플러 내성 범위는 약 ±0.17 %이며, RPCR(r10k10) 
신호는 약 ±0.26 %의 도플러 내성범위를 확인할 수 있
다. r의 증가에 따라 랜덤 부호율 천이 범위가 넓어지고, 
평균 부호율이 감소되어, 도플러 특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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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PCN 신호의 랜덤 진폭 천이에 따른 도플러 특
성(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K=100) 

Fig. 7. APCN waveform Doppler ambiguity for a=1, 5, 10, 
k=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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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PCR 신호의 랜덤 부호율 천이에 따른 도플러

특성(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K=100) 
Fig. 8. RPCR waveform Doppler ambiguity for r=1, 5, 10, 

k=10.
 
그림 9는 APCN(a10k10) 신호와 RPCR(r10k10) 신호의

ambiguity 함수를 3차원으로 나타낸 것으로, 부호율 천이
에 의해 개선된 RPCR(r10k10) 신호의 도플러 특성을 확
인할 수 있다. 
도플러 환경에서 RPCR 신호의 수신 응답특성을 효과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3개의 임의의 표적에 대한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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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CN(a10k10) 신호의 ambiguity 함수
(a) Ambiguity function of APCN(a10k10) waveform

(b) RPCR(r10k10) 신호의 ambiguity 함수
(b) Ambiguity function of RPCR(r10k10) waveform

그림 9. (a) APCN(a10k10) 신호와 (b) RPCR(r10k10) 신호
의 ambiguity 함수

Fig. 9. Ambiguity function of (a) APCN(a10k10) and (b) 
RPCR(r10k10) waveform.

  
이션을 수행하고, APCN 신호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0 
[m] 거리 지연이 적용된 1개 표적은 정지 물체이며, 나머
지 2개 표적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표적으로, 지연
거리는각각 200 [m], 400 [m]로 설정하였다. 또한, 움직이
는 표적에서 발생되는 도플러 주파수 천이는 대역폭의

0.2 %인 200 [kHz]가 가정되었다. 시뮬레이션은 무잡음, 
무손실 환경의 이상적인 전파 환경과 표적의 일정한 RCS 
가 가정되었으며, 주파수 천이에 대한 효과만이 고려되도
록 설정하였다. 

그림 10은 설정된 3개 표적에 대한 APCN(Na0k6) 신호
의 수신응답을 나타낸다. 3개 표적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으나, 0 [m] 표적에대한 신호에 비하여 도플러 주파
수 천이가 적용된 200 [m] 표적과 400 [m] 표적으로부터
의 신호에서 약 13 [dB] 정도 감쇠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그림 10. APCN(a0k6) 신호의 3개 표적에 대한 응답 특성
Fig. 10. Matched filter output of APCN(a0k6) waveform for 

three moving targets having     

,     KHz .
 

그림 11. RPCR(r8k6) 신호의 3개 표적에 대한 응답 특성
Fig. 11. Matched filter output of RPCR(r8k6) waveform for 

three moving targets having     

,     K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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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잡음 환경이 고려될 경우, 13 [dB] 정도 감쇠된 신
호는 탐지가 어렵다. 
그림 11은 부호율 천이가 적용된 RPCR(r8k6) 신호의

수신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RPCR(r8k6) 신호의 경우, 도
플러 주파수 천이가 적용된 200 m 표적과 400 m의 표적
에 대한 신호의 감쇠는 약 3 [dB] 정도 발생되며, APCN 
(a0k6) 신호보다 약 10 [dB] 개선된다. 랜덤 부호율 천이
가 적용된 RPCR 신호를 이용할 경우,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신호 응답특성이 개선될수 있음을확인할수 있다.

3-3 저피탐(Low Probability of Intercept) 성능 분석

전자전 상황에서 재머는 전파교란 신호를 방사함으로

써 레이다 시스템에 성능 저하를 발생시킨다. 재머로부터
레이다 신호가 피탐될 경우, 신호의 변수 추정과정이 수
행되며, DRFM을 이용한 기만재밍의 전파교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RPCR 신호는 불규칙한 신호 특
성으로 일반적인 Linear-FM 신호파형보다 우수한 저피탐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WVD(Wigner-Ville Distribution)와 WHT 

(Wigner-Hough Transform)을 이용하여 RPCR 신호의 저피
탐 성능을 Linear-FM 신호와 비교 분석하였다. 모델링된
Linear-FM 신호는 40  의 펄스폭과 20 [MHz] 대역폭
의 특성을 갖도록 500 [GHz/s]의 주파수 변조율과 —10 
[MHz]의 초기주파수가 적용되었으며, RPCR 신호의 랜덤
지수인 r과 k는 각각 8과 6이 적용되었다. 

WVD는 신호의 시간-주파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
법으로 활용되며, 식 (12)와 같이 표현된다. WHT는 WVD 
수행결과의 Hough 변환을 의미하며, 식 (13)～(17)과 같이
표현된다.

 

                                     

 
 ∞

∞

  exp
(12)

  
                                    


 ∞

∞

 cos  sincos  cos 
(13)

  cos  sin                       (14)

  cos    sin                      (15)

   cot     sin    (16)
  

   cot × 

      sin   ×  (17)
  
는 WVD 수행 결과이며, 는 WHT 수행 결과

이다. 는 레이다 신호를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Linear-FM 신호와 RPCR(r8k6) 신호를 적용하여 저피탐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2는 WVD의 Hough 변환 기하 구조를 나타낸 것

으로 WHT 수행과정을 나타낸다. Hough 변환은 직선을
한 점으로 변환함으로써 직선 성분을 검출하는데 활용되

는 기법이다. x 좌표와 y 좌표상의 직선 성분은 원점으로
부터의 거리()와 각도성분( )으로 변환되며, 식 (16)을
이용하여 주파수 변조율( )과 초기 주파수(  ) 변수가
추정될 수 있다. WVD 수행과정에서 적용된 시간 구간
( ), 샘플 주파수( ), 단위 샘플 주파수 간격( )을이용
하여 식 (17)에 적용하면 신호의 초기 주파수( )와 주파

수 변조율( )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13은 Linear-FM 신호와 RPCR 신호의 WVD 수행

그림 12. Wigner-Hough transform 구조
Fig. 12. Wigner-Hough transform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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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FM 신호파형의 WVD  
(a) Linear-FM WVD contour plot

(b) RPCR(r8k6) 신호파형의 WVD
(b) RPCCR(r8k6) WVD contour plot

그림 13. Linear-FM 신호와 RPCR(r8k6) 신호의 WVD 
Fig. 13. WVD of Linear-FM and RPCR(r8k6) waveform.
 
결과를 나타내며, 랜덤 위상 천이에 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Linear-FM 신호는 WVD를 통해 주파수의 선형
변조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RPCR(r8k6) 신호는
stochastic 신호에 의한 랜덤 위상 천이 효과로 주파수 변
조 특성의 불규칙성이 증가된다. 
그림 14는 Linear-FM 신호와 RPCR 신호의 WHT 수행

결과로 그림 13에 제시된 WVD 결과의 Hough 변환 수행
결과를 나타낸다. Hough 변환시 경우, 거리()-각도( ) 좌
표계에서 최대를 만족하는 좌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
를 이용하면 신호의 주파수 변조율과 초기 주파수 변수

의 추정이 가능하다. 

(a) Linear-FM 신호파형의 WHT  
(a) WHT of Linear-FM waveform

(b) RPCR(r8k6) 신호파형의 WHT
(b) WHT of RPCR(r8k6) waveform

그림 14. Linear-FM 신호와 RPCR(r8k6) 신호의 WHT 
Fig. 14. WHT of Linear-FM and RPCR(r8k6) waveform.

 

그림 14(a)는 Linear-FM 신호의 WHT 결과로,   =
 좌표에서 최대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식
(16)을 이용하면   과 = 0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WHT 수행과정에서 적용된 시간 샘플 간격과 주파수 샘
플 간격을 이용하면 —20 [MHz]의 초기 주파수와 500 
[MHz]의 주파수 변조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가정된
신호의 특성 변수와 일치하며, WHT를 이용해 Linear-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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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특성변수의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b)는 RPCR(r8k6) 신호의 WHT 수행 결과를 나

타내며, 저피탐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WHT는 Hough 변
환을 이용하여 신호의 주파수의 선형변조 특성을 추정하

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stochastic 신호가 적용된
RPCR 신호는 주파수 선형변조 특성이 저하되어 정확한
주파수 변조율 특성 변수의 추정이 어려워진다. 또한, 

(a) 잡음환경(SNR=—5[dB])을고려한 Linear-FM 신호파형의 WHT  
(a) WHT of Linear-FM waveform noisy with SNR=—5 [dB]

(b) 잡음환경(SNR=—5[dB])을고려한 RPCR(r8k6) 신호파형의WHT
(b) WHT of RPCR(r8k6) waveform noisy with SNR=—5 [dB]

그림 15. 잡음환경(SNR=—5 [dB])에서의 (a) Linear-FM 신
호와 (b) RPCR(r8k6)의 WHT 

Fig. 15. WHT of (a) Linear-FM waveform and (b) RPCR 
(r8k6) waveform noisy with SNR=—5 [dB].

RPCR 신호의 WHT 최대값은 ×으로 Linear-FM의
WHT 최대값인 ×보다 현저히 낮아지므로 잡음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 
그림 15와 그림 16은 잡음 환경(SNR=—5, —10 [dB]) 

에서 Linear-FM 신호와 RPCR 신호의 WHT 수행 결과를
나타낸다. Linear-FM 신호는 잡음 환경에서도 최대를 만
족하는 거리와 각도좌표가 탐지 가능하며, 신호의 주파수

(a) 잡음환경(SNR=—10[dB])을고려한 Linear-FM 신호파형의 WHT
(a) WHT of Linear-FM waveform noisy with SNR=—10 [dB]

(b) 잡음환경(SNR =—10[dB])을고려한 RPCR(r8k6) 신호파형의WHT
(b) WHT of RPCR(r8k6) waveform noisy with SNR=—10 [dB]

그림 16. 잡음환경(SNR=—10 [dB]) 에서의 (a) Linear-FM  
신호와 (b) RPCR(r8k6)의 WHT 

Fig. 16. WHT of (a) Linear-FM waveform and (b) RPCR 
(r8k6) waveform noisy with SNR=—1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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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 반면, RPCR(r8k6) 신호의 경
우, —5 [dB]의 잡음환경에서는 거리 및 각도의 좌표가 탐
지가 가능하지만, —10 [dB]의 환경에서는 신호 특성을
나타내는 정확한 좌표 획득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실제 전파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잡음뿐만 아니라, 클
러터나 지터와 같은 다양한 간섭신호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잡음환경에서는 RPCR 신호의 특성 변수 추
정이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저피탐 특성은 전파교란대응
책(ECCM)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전자전 상황에서의 레이다 운용에 있어 저피탐 성능은

레이다 신호의 중요 특성으로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랜
덤 위상코드를 이용한 저피탐 성능을 보유한 신호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Linear-FM 신
호를 기반으로 stochastic 신호와 Linear-FM 신호와의 영
향이 조절 가능한 APCN 신호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랜
덤 위상 신호를 사용하는 레이다 신호의 경우, 도플러 천
이에 매우 취약하여 실제 레이다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랜덤 위상 및 부호율 천이를 이용한

RPCR 레이다 신호를 제안하고 분석하였다. RPCR 신호
의 경우, APCN 신호와 유사하지만, stochastic 신호의 랜
덤 진폭을 대신하여 랜덤 부호율 천이를 적용한 신호이

다. 랜덤 위상의 적용 범위를 증가시킬수록 stochastic 신
호의 영향이 강해지어 부엽신호에 의한 간섭 영향이 증

가되고, 도플러 특성이 저하된다. 하지만 부호율 천이 적
용으로 랜덤 위상 신호의 평균 부호율이 감소됨에 따라

도플러 특성은 개선될 수 있다. 
신호의 저피탐 성능은 WHT을 이용한 신호 변수 추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Linear-FM 신호는 신호의
균일 진폭과 규칙적인 주파수 특성으로 피탐 확률이 높

아 재밍에 취약하지만, RPCR 신호는 랜덤 위상 천이와
부호율 천이를 적용하여 신호의 불규칙성을 증가시킴으

로써 신호의 저피탐 성능이 확보될 수 있다. 
RPCR 신호는 시스템 요구조건에 맞추어 랜덤 위상 및

부호율 천이 적용 범위에 따라 신호의 저피탐 특성과 도

플러 특성이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플러 효과를 이

용하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 MTI(Moving Target 
Indicator)와 같은 도플러 레이다 시스템에 전파교란대응
책(ECCM)으로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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