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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대역폭을 갖는 FMCW 레이다 송수신기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Manufacture of FMCW Radar with Multi-Frequency Bandwidths 

황지환․김승희․강기묵․김덕진 

Ji-hwan Hwang․Seung Hee Kim․Ki-mook Kang․Duk-Jin Ki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X-밴드 대역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기반의 다중대역폭를 갖는 영상 레이다 설계
와 자체 제작된 레이다 시스템의 성능시험 결과를 선보인다. 다중대역폭을 갖는 FMCW 레이다 송신기 설계를 위해 300 
MHz와 500 MHz 대역폭을 갖는 두 개의 톱니파 조합을 주파수 변조신호로 활용하였으며, X-밴드 대역의 수신 신호로부
터 비트 주파수(beat frequency)를 효과적으로 수신하기 위해 L-밴드 대역 신호발생기와 주파수 변환회로가 혼합된 송․
수신회로를 구성하였다. 자체 설계/제작된 레이다의 다중대역폭 성능시험을 위해 송신기 최대 출력 35 dBm, 데이터수집
장치의 샘플링 주파수 1.2 MHz와 기록시간 1 ms로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대역폭 500 MHz와 300 MHz를 갖는 변조신
호로부터 거리방향과 방위각방향 해상도(0.28 m, 0.26 m)와 (0.44 m, 0.27 m)를 각각 확인하였다.  

Abstract

Design of X-band frequency FMCW based imaging radar with multi-resolutions and performances of the self-manufactured radar 
system are presen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lement the multi-bandwidths, a ramp sequence of the FMCW signal is consisting 
of two kinds of ‘saw-tooth’ waveform with different bandwidth, and a receiver circuit consisting of L-band source and frequency 
converter circuit is used to effectively extract spectra of beat-frequency from the received signal of X-band frequency. The system setup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of self-manufactured radar system are maximum output power of 35 dBm, sampling frequency of 1.2 
MHz and sweep time of 1 ms. Then, the measured resolutions of the modulated signal having bandwidth of 500 MHz and 300 MHz 
in range & azimuth-direction are (0.28 m, 0.26 m) and (0.44 m, 0.27 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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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신호 기반
의 레이다 시스템은 거리와 이동물체 상대속도 등의 정

보 획득이 용이하며, 설계/제작을 위해 chirp 펄스 기반의
레이다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송․수신기 구조가 간단

한 장점 등이 있어 마이크로파 원격탐사 분야의 다양한

연구목적을 위해 영상 레이다(imaging radar 또는 synthetic 
aperture radar), 고도계(altimeter), 산란계(scatterometer) 등
과 같은 형태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1],[4]. 특히, 저출력
고해상의 지상운용 및 근거리 레이다 시스템은 하드웨어

개발과 레이다 신호처리 등의 연구측면에서 위성/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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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대규모 SAR 시스템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시험대
로써 그 활용 가치가 높다

[5]. 
하지만, FMCW 레이다는 chirp 펄스 레이다 시스템과

비교할 때, 수신 신호가 송신신호와 직접하향변환(direct 
down-conversion, zero-IF)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즉, 
비트 주파수(beat frequency) 스펙트럼이 내․부잡음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6].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간주파수(IF: intermediate frequ-
ency)를 활용한 회로구성과 다중대역폭을 갖는 FMCW 신
호발생기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중간주파수를
활용한 회로구성을 위해 L-밴드 대역의 FMCW 신호발생
기와 주파수 변환회로(L↔X-밴드)를 혼합한 X-밴드 대
역의 송․수신 회로를 기본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수신경로 상의 직접하향변환 단계를 주파수 변환회로 다

음 단계로 배치시킬 수 있어 L-밴드와 X-밴드 대역 주파
수의 차이만큼의 중간주파수가 발생되는 효과를 시스템

구성에 이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다중대역폭을 갖는 FMCW 신호발생기 설계

는 기울기(변조율, slew rate 또는 chirp rate)가 다른 두 개
의 톱니파를 조합한 변조파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조

건의 데이터수집 장치로부터 선택적으로 특정 대역폭의

신호를 수신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조합된 두 신호는
서로 다른 변조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단위거리 당 비트
주파수 비율(beat frequency to range ratio) 또한, 다른 특성
을 갖게 되어 대역폭 변화에 의한 해상도뿐만 아니라, 거
리정보 획득을 위한 비율도 다른 두 종류의 원시데이터

(raw data) 획득이 가능하다. 이는 하나의 변조파형의 동
일한 변조율 내에서 수신기의 샘플링 주파수와 길이를

재조정하는 방법과 송신기에 내장된 다수의 변조파형 중

특정 변조율을 갖는 파형을 선택하는 등의 기존방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현한 것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영

상복원의 해상도 분석과 거리정보의 교차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다중대역폭을 갖는 FMCW 레이다 송․수신회로 구성

과 변조파형의 최적화 기법은 2장 ‘FMCW 레이다’와 3장
‘다중해상도 영상 레이다’에서 각각 기술되며, 자체 제작
된 FMCW 레이다 성능시험 결과는 4장 ‘성능시험 결과’
에서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해 복원된 레이다 영

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Ⅱ. FMCW 레이다

특정 목표물과의 거리정보 획득을 위한 FMCW 레이다
의 기본구성은 특정 대역폭을 갖는 연속된 주파수 변조

신호 생성과 비트 주파수를 추출하기 위한 안정된 수신

회로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개선된 FMCW 레이다 송․
수신기 구조와 범용의 마이크컨트롤러를 활용한 FMCW 
신호발생기 그리고 주파수 변환회로의 신호특성을 최적

화 시킨 FMCW 레이다 시스템 설계와 구성에 대해 설명
한다. 

2-1 FMCW 레이다 이론

목표물과의 거리정보 획득을 위해 톱니파 형식의 주파

수 변조 신호를 이용한 레이다 거리방정식(range equation)
은 그림 1과 같은 레이다 신호 모델을 이용해 설명될 수
있다[6].
그림 1은 시간에 따른톱니파주파수변조 신호의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송․수신 신호의 시간지연(td)과 비트
주파수(fb) 그리고 최대 대역폭(△f )과 변조주기(Tm)의 특
성을 각각 나타낸다.
다음의 레이다 거리방정식은 변조신호의 선형성을 전

제로 한 것으로 식 (1)은 목표물의 거리(R)를 수신 신호의
시간지연(td)과 광속(c=3×108 m/s)의 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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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MCW 레이다 송․수신 신호
Fig. 1. FMCW radar Tx․Rx signals.



다중 대역폭을 갖는 FMCW 레이다 송수신기 설계 및 제작

379




 

 

∆  (3)
  

  


  


∆

  (4)
  
식 (2)는 대역폭과 변조주기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변

조신호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FMCW 신호발생기 설계

시 주파수 변조도 즉, 변조신호의 기울기를 최적화하여
특정 해상도 레이다 신호 설계가 가능하다. 식 (3)은 특정
변조도 조건에서 비트 주파수와 거리의 비를 나타낸 것

으로 단위거리 당 비트 주파수 비를 의미한다. 이는 수신
신호로부터 거리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로 시스템의

대역폭과 변조주기의 비인 주파수변도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 시 적용된 주파수 변조도와 수신기

로부터 획득된 비트 주파수 정보를 이용해 식 (4)의 거리
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다. 

2-2 FMCW 레이다 송․수신기 구조

그림 2는 간략화한 FMCW 레이다 송․수신기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2(a)는 주파수 직접하향변환방식의
회로구성을 나타내며, 그림 2(b)는 중간주파수(IF)를 적용
한 간접하향변환방식의 회로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그림 2(a)에서는 X-밴드 대역의 주파수 신호원을 L-밴드
대역의 VCO와 주파수 변환회로를 이용해 구현한 것으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출력신호를 국부발진기(LO: local os-
cillator)의 교체로 조정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그림
2(b)는 X-밴드 대역의 신호원을 직접 적용하고, 중간주파
수를 추가함으로써 수신경로 상에 안정된 비트 주파수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회로구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 2(c)는 그림 2(a)와 (b)회로의 장점을 이용하여 L-

밴드 신호원과 주파수 변환회로를 적용한 개선된 송․수

신 구조를 나타낸다. 송신기 측면에서는 그림 2(a)의 장점
을 유지하고, 수신기 측면에서는 중간주파수를 이용한 2
단계 주파수 하향변환 과정을 유지하여 비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반면에 제
안된 구조는 주파수 믹서의 비선형 특성으로 발생되는

고조파 성분의 제거를 위해 출력주파수의 필터링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a) Zero-IF 회로(homodyne)          (b) IF 회로
(a) Zero-IF circuit(homodyne)        (b) IF circuit

(c) Zero-IF 회로와 주파수 변환회로를 혼용한 구조
(c) Configuration using zero-IF circuit and frequency converting 

circuit

그림 2. FMCW 레이다 송․수신 회로 구조
Fig. 2. FMCW radar Tx․Rx circuit architecture.

 

2-3 FMCW 신호발생기

FMCW 신호발생기 구성은 그림 3(a)와 같이 크게 L-밴
드 주파수 대역의 VCO와 이를 특정 주파수 대역폭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전압제어신호인 변조파형 생성회로 부

분으로 구성된다. 변조파형 생성을 위해 마이크로컨트롤
러(예, Microchip社, PIC16F877A)와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를 활용해 5 V 범위의 전압파형을 생성하고, 그
변조파형 정보를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를 반복 재
생하는 메모리맵(memory-map) 방식의 주파수 변조 기법
을 적용하였다. 이때, 최대 1,024단계의 분해능을 갖는
DAC 회로를 거친 5 V 범위의 계단형태 출력 신호의 고
주파성분은 저역통과필터에 의해 제거되고, 다시 증폭회
로를 거쳐 VCO 출력주파수 제어를 위한 0～15 V 범위의
신호로 변환되어 L-밴드 대역의 주파수 변조신호를 출력
시킨다. 
그림 3(b)는 L-밴드 대역의 출력을 갖는 VCO(Crystek社

CVC055BE)를 적용해 1.1～1.8 GHz 주파수 범위의 FM-
CW 신호발생기 회로를 설계한 예로써 출력주파수 스펙
트럼을 측정한 결과이다. 

2-4 주파수 변환회로

FMCW 레이다 송․수신기 설계 시 앞서 FMCW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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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MCW 신호발생기 구성도
(a) Block-diagram of FMCW signal generator 

(b) L-밴드 FMCW 신호발생기 출력주파수 스펙트럼
(b) Output frequency of L-band FMCW signal generator

그림 3. 메모리맵 방식의 FMCW 신호발생기
Fig. 3. FMCW signal generator using memory-map.

 
발생기의 선형성 확보와 더불어 상․하향 주파수변환 시

주파수 혼합기(frequency mixer)의 비선형 특성으로 발생
되는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의 제거와 레이다 신호의 효

과적인 처리는 정확도가 높은 거리정보 획득을 위해 우

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혼합기를
통과한 FMCW 레이다 송․수신 신호의 주파수 변환 특
성을 식 (5)～(7)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다. 

 cos cos (5)

         ⋯ (6)

   ･ ± ･ (7)
  
식 (5)와 (6)은 주파수 혼합기 입력 주파수(ω1, ω2)와

비선형 특성을 다항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파수 혼합기

의 출력 주파수 성분은 식 (7)과 같이 두 입력 신호의 조

 

(a) 계산된 주파수 혼합기 출력 스펙트럼
(a) Simulated frequency spectra of RF mixer

(b) 측정된 주파수 혼합기 출력 스펙트럼
(b) Measured frequency spectra of RF mixer 

그림 4. 송신신호의 주파수 혼합기 출력 스펙트럼

Fig. 4. Frequency spectra of mixer’s output for Tx-signal. 
 
합으로 분석될 수 있다[7]. 
그림 4는 X-밴드 대역 FMCW 신호생성을 위한 L-밴드

FMCW 신호발생기와 주파수 상향변환 회로를 포함한 송
신기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나타낸 예로써 앞선 식 (5)와
(6)을 이용한 계산결과와 측정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
림 4(a)의 계산결과는 1.0～1.5 GHz FMCW 신호와 8.7 
GHz 국부발진 주파수가 적용된 것으로 상호변조 주파수
성분과 이미지 성분 그리고 고조파 성분이 모두 포함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7～10.2 GHz 출력신
호 대역에 인접한 3차 상호변조(IM3) 주파수 성분은 회로
설계 시 FMCW 신호발생기와 국부발진기 출력(식 (5)의
계수 A와 B)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최적화된 출력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림 4(b)는 mini-circuit社의 주파수 혼
합기(ZX05-153LH+)와 VCO(ZX95-1600W-S+)를적용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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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파수 하향변환과 비트 주파수 스펙트럼
(a) Frequency down-converting and beat frequencies

(b) 비트 주파수 스펙트럼: 최적화 전
(b) Beat frequency spectra: before optimizing

(c) 비트 주파수 스펙트럼: 최적화 후
(c) Beat frequency spectra: after optimizing

그림 5. 수신 신호의 주파수 혼합기 출력 스펙트럼
Fig. 5. Frequency spectra of mixer’s output for Rx-signal.
 
로의 측정결과로써 7～12 GHz 측정대역 내의 주파수 스
펙트럼이 계산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주파수 하향변환을 통해 얻어지는 비트 주파

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로 목표물이 특정 위치로부터

점차 멀어질 때의 계산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5(a)는 반송
파대역과 기저대역의 신호성분을 간략히 도식화한 것으

로, 상호변조 신호와 외부로 유입된 간섭신호(fint)(예, 62 
kHz의 신호성분이 추가된 경우)로부터 얻어진 비트 주파
수 스펙트럼을 그림 5(b)와 (c)에 각각 나타낸다. 간섭신
호의 유입과 수신신호 이득의 부정합은 그림 5(b)와 같이

(a) FMCW 레이다 구성도
(a) Block-diagram of FMCW radar  

(b) 제작된 FMCW 레이다
(b) Prototype of FMCW radar

그림 6. FMCW 레이다 시스템 구성도
Fig. 6. Block-diagram of FMCW radar system.
 

목표물 식별이 어려운 복잡한 주파수 성분을 발생시킨다. 
그림 5(c)는 외부간섭신호와 주파수 하향변환의 송․수신
신호를 최적화한 예로써, 간섭신호의 억압은 혼변조 특성
을 개선시키고, 송․수신 신호이득의 정합은 혼변조뿐만
아니라, 비트 주파수의 고조파 성분의 감쇄 특성을 최적
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5 FMCW 레이다 구성

자체설계/제작된 FMCW 레이다시스템은그림 6과같
은구성도로요약정리될수있다. FMCW 레이다신호생
성을 위한 L-밴드 대역 FMCW 신호발생기의 출력신호는
자체 고조파 제거를 위해 필터링된 후 주파수 혼합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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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MCW 레이다 주요 부품
Table 1.  Main components of FMCW radar.

구 분 품명  규격 비고

VCO ZX95-1600 
W-S+ 0.8～1.6 GHz, 9 dBm 신호발생기

MCU PIC16F877A
8 bits microcontroller unit,
20 MHz, 10 bits for DAC 〃

LPF VLFX-1100 Pass band DC～1.1 GHz
stop band 1.7～20 GHz

〃

Mixer ZX05-
153LH+

LO/RF 3.2～15 GHz, 
IF DC～4 GHz, 

Pin 10 dBm
주파수변환

LO MD 
DRO-1000

8.7 GHz 〃

BPF
-

Pass Band 
9.5～10.5 GHz

송․수신

- Pass Band 
1.0～1.5 GHz

Amplifier
(PA/LNA)

AHP1000
-10-3335

9.5～10.5 GHz,
P1dB 35 dBm 송신

ALN1000
-10-3010

9.5～10.5 GHz,
gain 30 dB, NF 1.0 dB 수신

ZRL-2150+ 0.9～2.1 GHz, 
gain 30 dB, NF 1.5 dB

IF 증폭

LPF
VLFX-1350

Pass band DC～1.35 GHz
Stop Band 2.4～20 GHz 송신

VLFX-80 Pass band DC～80 MHz
Stop band 0.2～20 GHz

수신

데이터

수집장치
U2701A

Bandwidth 100 MHz, 2ch, 
vertical resolution 8 bits DAQ

대역통과필터 그리고 증폭기를 거쳐 X-밴드 주파수 대역
(9.7～10.2 GHz)의 레이다 신호로 변환되며, 최대출력 35 
dBm의 주파수 변조신호 송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수신경로 상의 초단에는 시스템 노이즈를 억압하기 위해

LNA(low noise amplifier)와 대역통과필터를 위치시켰으

며, 이를 주파수 하향변환으로 L-밴드 대역의 FMCW 레
이다 신호로 변환된다[8]. 1차 변환된 주파수 성분은 필터
링과 신호증폭을 통해 분석이 용이한 FMCW 레이다 수
신 신호 성분만을 분리해낼 수 있으며, 2차 주파수 하향
변환을 거쳐 기저대역의 비트 주파수를 추출한다. 이때, 

저역통과필터(80 MHz 이하)와 증폭회로를 거쳐 데이터
수집장치(DAQ: Data Acquisition) 입력범위의 안정된 신호
로 최적화된다.

Ⅲ. 다중대역폭 영상 레이다 

다중대역폭를 갖는 FMCW 레이다 시스템은 앞서 설계
된 송․수신회로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다중대역의 FM-
CW 신호를 생성을 설계목표로 한다. 이는 송․수신기의
기기설정 변경 없이 데이터 수집장치(Agilent社 U2702A)
의 트리거(trigger) 설정만으로 특정 대역폭의 레이다 신
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3-1 주파수 변조파형 최적화 기법

주파수 변조신호의 최적화는 출력주파수의 선형성 확

보를 의미하며
[9], 이는 앞서 제시된 자동화된 open-loop 

시스템(그림 7(a) 참조)에 의해서 최적화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파수 변조신호의 출력주파수 특성을 반복적으로

계측하여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메모리맵을 재작성하

는 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정교한 주파수 변조신호
생성과 조정을 위해 open-loop 시스템의 변조파형 분해능
을 10 bits로 설계하였으며, 이는 최대 15 V 범위의 신호
를 1,024단계(0.015 V/step)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7은 주파수 변조신호의 선형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자동화된 open-loop 시스템 구성도와 측정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 7(b)는 최적화 기법 적용 전의 VCO 
(mini-circuit社 ZX95-1600W-S+)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측
정한 것으로 open-loop 시스템의 최적화 과정을 위한 초
기값으로 사용된다. 그림 7(c)는 앞선 초기 측정값으로부
터 얻어진 전치왜곡(pre-distortion) 특성을 변조파형(예, 
메모리맵 길이=100 time steps≈1 ms)에 적용해 최적화시
킨 결과이며, 반복된 최적화 과정을 거쳐 설계 기준값(주
파수 변조도 500 MHz/ms) 대비 대역 내 평균 약 80 kHz 
이내의 편차를 확인한 결과이다.

3-2 다중대역 주파수 변조파형 설계

FMCW 레이다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폭 조정을 위해서
는 일반적으로 특정 변조도 조건에서 샘플링 주파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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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U, PIC16F877A

시험모드
• single tone gen.
• RS232 interrupt
• 8~10bits index ctrl.
• Single tone gen.

운용모드
• pre-distortion
• 8~10bits output
• update lookup table

Peak search
• Frequency
• Output power

* DAC 0~15V

8~10bits DAC
(ladder circuit)
• 5/10Kohm
• 0~5V inputs

증폭회로
• non-invert AMP
• 0~15V output

VCO
Vt 1-20V

Trigger신호

스펙트럼분석기

제어용PC, GUI

스펙트럼분석기 제어
• Peak search
• DAQ

MCU 제어
• RS232 interface
• Single tone control
• Update lookup table

L-밴드
FMCW

전압측정
• tuning voltage, Vt

전압계

RS232
RS232,
GPIB

USB

(a) 자동화된 open-loop 시스템 구성도
(a) Block-diagram of an automatic open-lo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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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최적화 전: VCO 출력주파수 특성
(b) Before optimizing: VCO output frequency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8

1

1.2

1.4

x 10
9

time steps

V
C

O
 o

ut
pu

t 
fr

eq
.,

 [
H

z]

 

 
meas
fit:y=(0.005*x+0.9011)*1e9

7

(c) 최적화 후: 전치왜곡 적용 예
(c) After optimizing: pre-distortion

그림 7. 전치왜곡을 이용한 주파수 변조파형 최적화

Fig. 7. Optimization of ramp sequence using pre-distortion.
 

기록시간(sweep time) 등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송신신호
의 변조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앞선 두 방법을 모두 적용해 시스템 설정변경 없이

서로 다른 대역폭과 변조도를 갖도록 두 종류의 톱니파

를 조합한 주파수 변조파형 설계를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 FMCW 신호발생기의 변조신호를 시간적으

로 다중대역 신호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데이터

수집장치의 동일한 샘플링 주파수에서 트리거 설정조건

(예, rising/falling edge trigger)만으로 특정대역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은 다중대역 주파수 변조파형 설계를 위한 기준

변조파형과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두 종류의 변조신
호는 동일한 변조시간(Tm1=Tm2)과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
폭 △f1=500 MHz, △f2=300 MHz를 갖는다. 이때, 데이터
수집장치의 대역별 기록시간(Tsweep1,2=1 ms)은 송․수신

신호가 중첩되는 범위 내(그림 8(a) 회색영역)에서 설정되
어야 하며, 변조시간(Tm1,2)은 1 ms보다 약간 더 큰 값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인접한 변조신호로부터 유입될 수 있
는 비트 주파수 성분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영역으로써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림 8(b)는 자동화된 open-loop

(a) 다중대역 주파수 변조파형 설계기준
(a) Reference ramp sequence for multi-frequency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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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결과(전압파형-위, 출력주파수-아래)
(b) Measurements(voltage signal-top, output frequency-bottom)

그림 8. 다중대역 주파수 변조파형

Fig. 8. Ramp sequence with multi-frequency bandwid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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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측정결과로 설계기준값(주
파수 변조도 500 MHz/ms, 300 MHz/ms) 대비 대역 내 평
균 117.5 kHz와 101.8 kHz의 편차를 확인하였다. 

3-3 데이터 수집장치(DAQ)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수집장치는 8 bits 해상도, 
기록시간(Tsweep) 1 ms 설정 시 약 1.2 MHz 샘플링 주파수
와 최대 ～105 arrays/sec 데이터 전송속도를 갖는다. 이때, 
최대 전송속도는 영상레이다의 2차원 데이터 배열 구성
시 거리방향과 방위각방향 배열은 1,252×105(×8 bits) 
points/sec가 된다. 
위와 같은 데이터 수집장치의 샘플링 조건에서 약 1 

ms의 변조주기(Tm1,2)를 갖는 변조신호는 데이터 최대 전
송속도에 의해 약 1/10의 비율로 트리거 됨을 알 수 있고, 
이를 다중대역 주파수 변조파형 설계를 위해 적용할 경

우, 계산상으로 최대 10종류 이내의 변조파형이 매 데이
터 수집시간 간격 사이에 위치할 수 있어 동수의 변조파

형 조합이 설계 가능하다. 

Ⅳ. 성능시험 결과 

자체 설계/제작된 다중대역폭을 갖는 FMCW 영상 레
이다의 동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2차원 레이다 영상
복원 기법 중 하나인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으며, 레이다영상 획득을 위해 1.5 m 길이의 레일시스템
이 이용되었다. 또한, 복원 영상의 비교검증을 위해 동일
한 시험조건 하에서 네트워크분석기 기반의 시험용 레이

다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4-1 다중해상도 FMCW 레이다 시스템

다중해상도를 갖는 FMCW 레이다 시스템은 그림 9와
같이 시험용 레일 시스템과 연동되어 레이다 목표물의

분산전력(power-spill) 특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자동화된
측정을 위해 자체 제작된 시스템 제어용 GUI(Graphic 
User Interface)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때, 데이터 수집 장치로부터 전달된 실수형식의 실

시간 측정데이터는 Hilbert 변환을 이용한 I/Q 복조 과정
을거쳐복소수형식의데이터가되도록처리하였으며, 비

FMCW 레이더

데이터수집장치

1.5m 레일시스템

(a) 다중해상도 FMCW 레이다
(a) Multi-resolution FMCW radar

(b) 시스템 제어용 GUI(graphic user interface)
(b) GUI(graphic user interface) for system control

그림 9. 자체 제작된 다중해상도 FMCW 레이다
Fig. 9. Self-manufactured FMCW radar with multi-resolutions.
 
트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위한 Fourier 변환과 range- 
filtering을 위한 디지털 대역통과필터를 적용하였다(그림
9(b) 참조: (위) 실시간 수집된 수신 신호와 트리거신호, 
(아래) 비트 주파수 스펙트럼과 range-filtered 스펙트럼). 

4-2 다중해상도 레이다 영상

다중대역 FMCW 수신 신호 중 데이터 수집 장치로부
터 선택적으로 수집된 신호는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해 레이다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10]. 

  

 





    
(8)

    

 





  ex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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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0)
  
식 (8)과 (9)는 복원될 영상 내목표물()을 레이

다 신호( )와 송신신호()를 이용한 matched- 
filtering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 시간영역(t)과 주파
수영역(ω)의 표현식이다. 
그림 10은 삼각전파반사기 이용한 2차원 레이다 영상

복원결과이다. 그림 10(a)는 앞선 연구로 검증된 네트워
크분석기 기반의 레이다 시스템을 활용해 얻어진 비교영

상으로 X-밴드 대역 주파수 대역폭 500 MHz으로 설정된
결과이다. 그림 10(b)와 (c)는 각각 그림 8의 다중대역 주
파수 변조파형의 주파수 대역폭 500 MHz(상향 구간)와
300 MHz(하향 구간) 구간에서 획득된 데이터로부터 처리
된 결과이다. 그림 10(a)의 비교영상은 stepped-frequency 
신호기반과 복소수 데이터 및 신호처리가 이루어진 네트

워크분석기 데이터를 이용해 본 연구에서 자체설계/제작
된 FMCW 기반 레이다 시스템의 성능시험과 비교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a) GB-SAR 비교영상
(a) Reference GB-SAR image

(b) 500 MHz 대역폭 영상
(b) 500MHz bandwidth radar image

(c) 300 MHz 대역폭 영상
(c) 300 MHz bandwidth radar image

그림 10. 2차원 레이다 영상 비교
Fig. 10. Comparison of 2-dimensional radar images.

표 2. 다중대역폭을 갖는 FMCW 레이다 성능시험 결과
Table 2. Performance of the FMCW radar with multi-fre-

quency bandwidth.

구분 비교값
1) 500 MHz 300 MHz 비고

거리 방향

해상도
0.27 m 0.28 m 0.44 m 0.3 m,

0.5 m
방위각 방향

해상도
0.28 m 0.26 m 0.27 m -

Peak-sidelobe 
ratio2) 

13.12 dB,  
12.43 dB

12.84 dB,
13.24 dB

9.23 dB,
10.04 dB Near, far 

Peak position 6.06 m, 
—0.04 m

6.02 m,
0 m

6.01 m,
—0.1 m

Range, 
azimuth

참고사항

1) 네트워크분석기 기반 레이다, BW 500 MHz
2) PSLR은 거리방향 성분으로 계산됨.
3) 실험설정: 혼 안테나(>20 dBi), 높이 0.9 m, 이
동거리 1.2 m, 목표물 크기 30 cm, 거리 3 m, 케
이블 길이 3 m(케이블에 의한 지연효과 포함). 

  

4-3 성능시험 결과 요약

그림 10의 레이다 영상은 삼각전파반사기로부터 시스
템 임펄스응답(impulse response)을 확인하기 위한 복원

영상의 IRW(impulse response width)로부터 표 2와 같은
성능변수를 정리할 수 있다[11]. 표 2의 해상도는 거리방향
과 방위각방향에서 각각 측정된 결과이며, 이론값(∆r= 
c/2 BW) 약 0.3 m와 0.5 m와도 잘 부합되는 측정결과, 
0.28 m와 0.44 m를 각각 확인하였다. Peak-sidelobe ratio는
거리방향에 대한 성능분석 결과로 안테나로부터 가까운

쪽과 먼 쪽 순서로 측정한 결과이며, 대역폭 500 MHz 경
우 측정값 12.84 dB, 13.24 dB는 sinc 함수의 이론값 13 dB
과 매우 잘 부합되는 수치로 비교영상으로부터 확인된

수치와도 비교될 수 있다. 반면에 대역폭 300 MHz의 측
정값은 이론값보다 약 3 dB 높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낮
은 해상도와 제한된 측정환경으로부터 기인된 다소 불안

정한 특성을 나타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중대역폭을 갖는 FMCW 기반의 영상
레이다를 자체 설계/제작하였으며, 이론값 및 비교영상
등과 잘 부합되는 측정결과를 선보였다. 그리고 최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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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주파수 수신을 위해 L-밴드 FMCW 신호발생기와
주파수 변환회로를 혼용한 시스템 구성, 그리고 서로 다
른 주파수 변조도를 갖는 다중대역 FMCW 변조파형 설
계와 영상복원을 위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함을 설명하였

다.
특히 다중대역 FMCW 변조파형 적용은 하나의 레이다

시스템으로 서로 다른 변조도를 갖는 신호를 송신하고, 
그로부터 서로 다른 단위거리 당 비트 주파수 비를 적용

한 원시데이터 획득이 용이하여 복원영상의 해상도 및

목표물의 위치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교차검증과 응용연구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제한된 실험조건으로 인한 방위각 방향 데이

터 획득과 분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된 시험

용 플랫폼의 개발과 상용 시스템 수준의 개선된 임펄스

응답 특성 위한 레이다 신호처리 기법연구 등의 연구 필

요성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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