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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장거리 다기능레이더용 주파수합성기 개발에 관한 것으로 다기능레이더 체계의 기능 및 성능을 보장하

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합성기 성능지표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다기능레이더는 위상배열 전자 스캔 방식을 적용한 

레이더체계이고, 주파수합성기는 STALO를 포함하여 다기능레이더에 필요한 다양한 주파수신호를 합성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다기능레이더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최적의 주파수합성 방식을 선택하고, 회로크기를 포함한 성능 및 

기능을 최적화하였다. 도출된 MFR용 주파수합성기 개발규격을 만족하기 위해 DDS-driven Offset-PLL(Phase 
Locked Loop) 방식을 사용하여 낮은 위상 잡음과 빠른 주파수 고정 시간, 우수한 불요파 특성을 갖는 주파수 합성기

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작된 다기능 레이더용 주파수합성기는 위상잡음 -131dBc/Hz@100kHz 이하, 주파수 고정 

시간 4.1μs 이하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d then analyzed the specifications of the frequency synthesizer which was applied to 
long range MFR (Multi-function Radar). These specifications were able to guarantee the functions and performance of 
MFR. MFR was the radar system that used phase array for electronically scanning. This frequency synthesizer made 
various frequency signals including to STALO (Stable Local Oscillator) for MFR. By analyzing the MFR requirements, 
we choose the optimal frequency synthesis method and then we got the best performance and functionality including to 
physical size for this system. We designed and fabricated DDS (Direct Digital Synthesizer)-driven Offset-PLL (Phase 
Locked Loop) synthesizer to meet the requirements which were low phase noise, fast switching time and low spurious. 
This synthesizer had less than –131dBc/Hz@100kHz phase noise and less than 4.1μs switching tim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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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기능레이더(MFR: Multi-Function Radar)는 위상

배열에 의한 전자 스캔 레이더(ESR: Electronically Scanned 
Radar)로 분류되는 레이더 체계이다[1]. 다기능레이더

는 그 기능이 탐색 혹은 추적에 각각 제한되어 있는 탐

지 레이더 및 추적 레이더와 달리 그림 1과 같이 지형 및 

기상 클러터 조건에서 고정익 항공기, 헬리콥터, 무인 

항공기와 각종 유도탄 및 탄도탄 등의 다양한 표적을 동

시에 탐색하고, 탐지된 다중 표적에 대한 정밀추적을 수

행함과 동시에 적아식별(IFF: Identification of Friend or 
Foe)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또한 교전 시 위협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된 유도탄에 대한 포착/추적 및 비행 

중인 유도탄에 대한 무선 링크 연동 기능을 수행하며, 
상부 체계와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 데이터 링크를 

통한 연동 기능을 지원한다[2].

Fig. 1 Surface-Based Multi-function Phased Array Radar 
Operations[3]

Fig. 2 Multi-function Radar System

다기능레이더 체계는 그림 2와 같이 안테나세트, 운
용/통제세트, 전원세트, 냉각장치세트로 구성한다. 안테

나세트는 다양한 레이더 파형을 생성하고, 고주파신호

로 변환/증폭한 신호를 능동형 위상배열소자를 통하여 

지정된 방향으로 조향하여 외부로 방사하고, 원거리 외

부표적에서 반사된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테나세트의 블

록도는 그림 3과 같다. 운용/통제세트는 레이더 구성품

의 제어를 통해 안테나로부터 전달된 수신 신호를 처리

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운용하여 표적을 추적하고 운

용자 또는 통제소와 연동을 담당한다. 냉각장치 세트는 

발열량이 많은 안테나의 능동형 배열소자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고, 전원세트는 다기능레이더 전체에 전원

을 공급한다.

Fig. 3 MFR Antenna Set Block diagram

본 논문은 다기능레이더 안테나세트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주파수합성기에 관한 것이다. 주파수합성기는 

레이더체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신체계에서 국부신

호 포함 체계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주파수 신호를 발

생하는 장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기능레이더 체계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주파수합성기 규격을 도출하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 측정한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Ⅱ. MFR 주파수합성기 요구사항 분석

다기능레이더의 운용환경 및 표적종류에 따른 최대 

탐지거리, 탐지영역, 탐지속도 등의 규격에 따라 안테나

세트의 운용주파수, 최대 송신전력, 수신동적영역, 안테

나빔폭, 안테나빔조향각도, 레이더파형 종류, 송수신운

용타이밍 등 다양한 하드웨어 규격이 결정된다. 또한 레

이더 수신신호에서 클러터 신호를 효과적으로 억압하

고, 도플러 신호처리를 수행하여, 탐지 속도 측정 및 분

해능을 개선하기 위해 하드웨어 제작시 코히어런스

(Coherence) 특성도 필요하다. 초창기의 펄스레이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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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레이더 신호의 진폭 검파를 통해 반사 신호의 지

연시간을 측정하여 표적의 거리를 측정하던 것에 비해, 
최근의 코히어런트 레이더는 위상성분을 포함한 수신

신호의 벡터성분 측정이 필요하다. 수신 신호의 위상 측

정을 위해서는 레이더 송신신호와 수신신호 간의 기준 

및 동기가 잘 제어되어야 하며 이를 만족하기 위해 주파

수합성기의 위상잡음(Phase noise), 지터(Jitter), 불요파

(Spurious), 안정도(Stability) 규격이 잘 정의되어야 한

다[4].
다기능레이더용 주파수합성기의 주요 성능항목은 표 

1과 같다.

Items Specifications Description

Signals STALO, Reference clock, Sampling 
clock, Timing reference and etc.

Frequency [MHz] S-band
(BW ≥ 10%) STALO

Frequency Channel OO channels
Step : O MHz STALO

Phase Noise 
[dBc/Hz] ≤ -OOO @100kHz STALO

Switching Time
[μs] ≤O STALO

Spurious [dBc] ≤ -OO @ in band STALO

Jitter [ps] ≤O.O Sampling Clock

Stability
[ppb]

≤ ± 5
@1day, Power 

Supply ± 5%, 50Ω 
Load ± 5 

Reference 
Oscillator

Table. 1 Frequency Synthesizer specifications for MFR

다기능레이더에 필요한 주파수 신호는 레이더 파형

발생을 위한 파형발생기 기준신호(Reference clock), 주
파수상/하향 및 운용주파수 선택을 위한 국부신호

(STALO, Stable Local Oscillator), 수신기 ADC 샘플링 

클럭, 레이더 운용 타이밍 생성을 위한 기준신호(Timing 
Reference) 등이고, 이 외에 외부 계측장비와 동기를 위

한 동기신호 등이 필요하다.
STALO 신호의 주파수는 그림 4와 같이 송/수신 주파

수 플랜 분석을 통해 선택하였다. 주파수 플랜 분석 시 

제작 가능한 필터 규격을 고려하였으며, 불요파 규격은 

수신기 동적영역 이하로 규정하였다. 또한 다기능레이

더 운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파수 채널 선택이 

가능하고, 다기능레이더 기능에 맞춰 빠른 주파수 이동

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동 시간(Switching Time) 규
격을 정의하였다. 

(a) Tx Frequency Plan

(b) Rx Frequency Plan
Fig. 4 MFR Operating Frequency Plan

STALO 신호의 위상잡음은 다기능레이더 송신신호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성분이고, 수신 동적영역 등 레

이더체계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로 표적과 

클러터를 분리하고, 수신 동적영역을 보장하는 내에서 

결정한다[3].
ADC 샘플링 클럭은 수신기 SNR(Signal to Noise 

Ratio)을 고려하여 수식 (1)과 같이 계산한다[5]. 

 




                                               (1)

여기서, tj는 샘플링 클럭의 지터, fi는 ADC 입력신호 

주파수, SNRdB는 ADC의 SNR값이다. 

안정도(Stability) 규격을 만족하기 위해 Reference 
Oscillator는 단기간/장기간 시간변화, 공급전압 변화, 
부하저항 변화, 주변 온도변화에 따라 주파수 안정도가 

우수한 OCXO(Oven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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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FR 주파수합성기 설계 및 제작

3.1. 주파수합성기 설계

주파수합성 방식은 PLL을 사용한 아날로그 주파수

합성 방식과 DDS를 사용한 디지털 주파수합성 방식으

로 나눌 수 있다. 아날로그 주파수합성 방식은 불요파 

성능이 우수하고, S-대역 주파수에서는 추가적인 주파

수 채배기 없이 주파수 고정이 가능하여, 회로가 간단하

다. 반면에 궤환회로 특성 상 주파수 이동시간이 수~수
십us 수준이고, 주파수 채널 해상도가 PLL의 기준신호

주파수, IC 내부의 분주기 값에 의해 결정되므로 설계가 

어렵다. DDS를 사용한 디지털 주파수합성 방식은 출력 

주파수 해상도가 우수하고, 주파수 이동 시간이 ns 단위

로 매우 빠르다. 반면에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주파수 범

위가 한정되고, 디지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력신

호 불요파 제거가 필요하다. S-대역 주파수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파수 채배기나 믹서 등이 필요하고, 
다기능레이더 운용대역 내의 불요파 억압을 위해 하위 

주파수 대역별 필터 뱅크가 추가되는 등 회로가 복잡해 

질 수 있다.
표 1과 같은 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파수합성

기는 S-대역에서 10%이상의 넓은 대역폭을 갖으면서 

주파수 채널은 O MHz 이하 고해상도 간격으로 6us이하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기능레이더 

성능 확보를 위해 위상잡음과 불요파 특성 또한 우수해

야 한다. 이러한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아날로그 

주파수합성 방식과 디지털 주파수합성 방식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주파수합성 방식의 DDS driven Offset PLL 
구조를 적용하였다[6-7].

Fig. 5 DDS driven Offset PLL Block Diagram

DDS driven Offset PLL의 블록도는 그림 5와 같으며, 
블록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A. PLL 부는 기

존의 PLL 회로와 동일하여 우수한 불요파 특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루프 

필터의 대역폭은 최대한 넓게 설계하였다. PLL 회로의 

주파수 고정 시간은 근사적으로 수식 (2)와 같다[8].

≈
                                            (2)

여기서 Lock time은 주파수 고정시간, BW는 루프 필

터 대역폭이다.

위의 수식과 같이 주파수 고정시간은 루프 필터 대역

폭에 반비례한다. 대역폭을 넓힐수록 빠른 고정시간을 

얻을 수 있지만 불요파, 위상잡음 등 다른 파라미터들이 

열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Fig. 6 Phase Noise Contribution to PLL

그림 6은 주파수 옵셋별로 PLL 출력 위상잡음의 기

여도를 나타낸다. PLL 회로 위상잡음은 ω1 이하 대역에

서는 기준 신호(Reference Oscillator)의 위상잡음이 주

요하고, ω1~ω2 대역에서는 PLL 회로의 잡음 특성이 주

요하며, ω2 이상 대역에서는 VCO(Voltage Controled 
Oscillator) 위상잡음 특성을 따른다. 루프필터 대역폭 

선정 시 위상잡음과 불요파 억압을 위해서는 ω1 근처로 

선택해야 하고, 주파수 고정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ω2 이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PLL 회로의 잡음 특성은 수식 (3)과 같다[6].

 

∙log
 ∙log

         (3)

여기서, PhaseNoise는 PLL IC의 잡음특성이고, N 값
은 PLL IC 내부 분주기 값으로 PLL 기준 신호 주파수

(fref_PLL)와 위상비교 신호 주파수(fPFD) 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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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잡음 특성 개선을 위해서는 위 수식과 같이 PLL 
IC의 위상비교 신호 주파수(fPFD)를 낮추고, N값을 높이

는 것에 비해 위상비교 신호 주파수(fPFD)를 높이고, N 
값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요구사항의 주파수 이동 시간을 만족할 수 있도록 루

프필터 대역폭은 넓히면서, N값은 낮춰서 위상잡음 열

화를 개선하기 위해 그림 5의 B. Offset mixing 부와 같

은 회로를 추가하였다. S-대역의 VCO 출력신호와 

offset 주파수 신호를 혼합하여 위상비교 신호 주파수

(fPFD)와 기준 신호 주파수(fref_PLL)의 차이를 줄여서 위상

잡음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Offset PLL 회로 구성에도 원하는 주파

수 채널 간격을 얻을 수 있도록 DDS driven PLL 회로를 

설계하였다. 그림 5의 C. DDS 부와 같이 PLL 기준신호

를 일반적인 고정주파수 신호가 아닌 DDS 회로로 구성

하여 주파수 선택에 자유도를 높였다. 
그림 7은 설계한 주파수합성기 회로의 STALO 신호 

위상잡음 특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ADS 시뮬레

이터의 PLL 모델을 적용하였고, –130 dBc/Hz @100kHz
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 8은 주파수 고정시간을 시뮬레

이션한 결과이다. 루프필터는 광대역 VCO의 제어전압

을 조정하기 위해 능동형 3차 필터를 적용하였고, 루프

필터 대역폭은 1MHz로 설계한 결과 주파수 고정 시간

은 약 6us이다. 최종 회로 제작시 루프필터 최적화 튜닝

을 통해 위상잡음과 주파수 고정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한다.

Fig. 7 STALO Phase Noise Simulation Result

Fig. 8 STALO Frequency Lock time Simulation Result

3.2. 주파수합성기 제작 결과

제작한 주파수합성기 형상은 그림 9와 같다. 가로×세
로 모듈 크기는 230×230mm이다. 각종 노이즈와 불요

파 성분을 억압하기 위해 디지털회로(DDS 및 제어부)
와 아날로그회로(PLL 및 VCO)를 분리하여 제작하고, 
기구적으로는 격벽을 반영하였다.

Fig. 9 STALO Frequency Lock time Simulation Result

Items Specifications Simulation Test Results

Frequency 
[MHz]

S-band
(BW ≥ 10%)

Frequency 
Channel

OO channels
Step : O MHz

Phase Noise 
[dBc/Hz]

≤ -OOO
@100kHz -132 ≤ -131

Switching 
Time [μs] ≤O 6 4.1

Spurious [dBc] ≤ -OO - ≤ -70

Sampling Clock
Jitter [ps] ≤O.O 0.096 0.14

Table. 2 Frequency Synthesizer Test Results for MFR

주요 시험 측정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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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LO

(b) Sampling Clock
Fig. 10 Phase Noise Measurement Results

그림 10은 STALO 신호와 샘플링 클럭 신호의 위상

잡음을 측정한 결과이다. STALO 신호의 위상잡음은 –

132dBc/Hz@100kHz 이하이고, 샘플링 클럭 지터는 위

상잡음을 환산한 측정결과 0.14ps이하이다. 그림 11은 

STALO 신호의 주파수 고정시간과 불요파를 측정한 결

과로 주파수 고정시간 4.1μs 이하, 불요파 –70dBc 이하

이다. 

(a) Lock Time

(b) Spurious
Fig. 11 STALO Frequency Lock time and Spurious Test 
Result

3.3. 다기능레이더 송신신호 성능 측정

제작한 주파수합성기를 I 장의 그림 3과 같은 다기능

레이더 안테나세트에 적용하여 레이더 송신신호(Tx)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a) Band and Step (b) Phase Noise

(c) Spurious (d) Harmonics
Fig. 12 Tx signal performance for MFR

다기능레이더 운용 파형은 파형발생기가 생성하는 

펄스 형태의 파형이지만, 정량적인 송신 신호 성능 측정

을 위해 CW 파형을 시험용으로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시험 결과는 그림 12에 정리하였다. 그림 12 (a)와 같

이 S-대역에서 OO개 주파수 채널의 레이더 송신 신호

를 생성하였다. 대역내 신호 평탄도는 최대값과 최소값

의 레벨차이가 1.5dB이며, 그림 12 (b)와 같이 주파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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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별 위상잡음이 –131dBc/Hz @100kHz 이하인 결과

를 얻었다. 그림 12 (c) 송신신호의 불요파는 –70dBc 
이하이고, 2차 및 3차 고조파는 그림 12 (d)와 같이 –

60dBc 이하이다.

Ⅳ. 결 론

다기능레이더용 주파수합성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

다. 다기능레이더의 성능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

에서 필요한 목표 규격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과도한 성

능 구현을 지양하고, 규격에 부합하는 주파수합성기를 

설계하였다. 야전에 배치할 장비를 개발할 경우 무조건

적인 고성능 지향보다는 체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성

능 최적화, 설치 환경에 대한 최적화, 개발 비용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주파수합성기는 DDS driven 

Offset PLL 구조를 적용하여, 레이더 신호 성능의 주요 

지표인 운용 주파수 대역 S-대역, 채널 해상도 O MHz, 
위상잡음 –131dBc/Hz@100kHz 이하, 불요파 –70dBc 
이하이며, 4.1μs 대의 빠른 시간 내에 주파수 이동이 가

능하다. PLL 회로를 구현하여 대역내 불요파를 효과적

으로 최소화하고, DDS driven 방식을 통해 채널 해상도

를 구현하였으며, Offset-mixing 방식을 추가하여 PLL 
회로의 위상잡음 특성을 개선하였다. 

개발한 주파수합성기를 다기능레이더에 적용하여 송

신 신호를 생성하고, 성능을 측정하였다. 식별된 요구사

항 분석을 통해 최적의 주파수합성 방식을 선택하고, 성
능 및 기능, 회로 크기 등을 최적화하였다. 

향후 다기능레이더 운용환경이나 레이더신호처리 방

식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을 추가 식별하여 주파수합성

기를 포함한 전체 송수신 하드웨어 설계 시 반영하는 연

구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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