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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해양 업계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탐지 시스템은 고출력의 X-Band 대역을 활용한 장비들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X-Band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탐지 시스템들은 광범위한 탐지 성능 이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장비의 특성상 크고 무거우며 정밀한 탐지를 요하는 분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Ku-Band 대역 중 17GHz 주파수 대역에서 2W 미만의 저출력으로 주변의 물표뿐만 아니라 바다의 파랑까지 탐지가 

가능한 Electronic Scanner를 설계 및 제작하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저전력에서도 충분한 탐지성능을 확보하기 위하

여 고성능의 패치 어레이 안테나 및 도플러 효과를 활용하여 충분한 탐지 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험 결과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oday, most detection systems used in the marine industry are the majority of devices operating in the high-power 
X-band bands. While most detection systems using these frequencies in the X-Band band can expect a wide range of 
detection performance, they are not suitable for precision detection and have the limitation that they are large and heavy. 
In this paper, we designed, fabricated and tested an electronic scanner capable of detecting not only the surrounding 
objects but also the ocean waves at a low power of less than 2W in the 17GHz frequency band of the Ku-Band. A 
high-performance patch array antenna and Doppler effect were utilized to obtain sufficient detection performance even at 
low power. As a result of the te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was sufficiently valu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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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에 맞는 

탐지 센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많

은 탐지 시스템이 고출력의 X-Band 대역을 이용하고 있

다. 하지만 고출력 X-Band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구축되는 대부분의 탐지시스템의 성능은 그 주파수 특

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탐지 범위의 이득은 있

지만, 정밀한 탐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

다. 목표물의 정밀한 탐지를 위해서는 높은 대역의 주파

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탐지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신호처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주파 대역에

서의 신호처리 모듈 및 안테나 등이 상용화됨에 따라, 
필요에 따라 X-Band 이후의 영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전통적인 방

식을 사용하고 있는 X-Band 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정밀한 탐지성능 확보를 위하여 Ku-Band 대역

의 저출력 전자식 스캐너의 개발이 대두되게 되었다. 안
테나는 길이, 크기, 면적 등이 파장과의 비례관계에 의

존하는데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소형화가 용이해

진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정밀도는 

높으면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전자식 스캐너의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1, 2].
본 논문에서는 Ku-Band 대역인 17GHz 대역에서 저

전력의 신호를 송신하여 목표를 탐지하고 궁극적으로 

최대 2km 범위 내의 바다의 파랑을 탐지하는 Wave 
Radar를 개발하고 시험한 결과에 대해 서술하였다. 저
전력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비의 특성상 SNR비 확보

가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플러 효과를 이용

하여 속도를 갖는 목표물만 탐지하도록 하였다.

Ⅱ. 기술 현황 및 관련이론

국내의 소형 선박용 레이더는 마그네트론을 이용한 

고출력 펄스 레이더로 한때 국산화를 통해 판매하였으

나 성능상의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바 있고, 현재 국내 

소형 선박용 레이더는 돔형 레이더와 Open형 레이더를 

사용하며 기계적으로 회전시키는 스캐너를 돔 안으로 

설치한 2~6kW 이상의 고출력 펄스 레이더가 대부분이

고 몇몇 극소수의 아날로그 제품이 외국업체의 지원을 

받아 OEM 공급하고 있다[3].

2.1. Pulse-Doppler Radar 관련 기술 현황

Pulse-Doppler Radar는 펄스파를 이용하며 도플러 시

프트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써, Continous-Wave 
Doppler Radar에 비해 시스템이 작고 단순하다는 장점

을 갖는다.
Pulse-Doppler Radar는 목표물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

생하는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 한다. 특정한 목표물이 

속도 를 가지고 이동할 때 도플러 효과에 의해 Doppler 
Shift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수신 주파수는 식 

(A)라고 볼 수 있다.

  
 



 



 (1)

식 (1)에 따라 다가오는 목표물은 수신 주파수가 증가

하게 되며, 멀어지는 목표물은 수신 주파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Doppler Shift는 Clutter를 제거하고 해상

도를 크게 개선시키는 장점을 갖지만, 특정 경우에서 탐

지확률을 낮추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일반적인 레이더

의 Target은 광속에 비해 극히 낮은 속도를 갖기 때문에, 
식 (1)은 식 (2)와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2)

따라서 송신과 수신주파수의 차이인 Doppler Shift 
()는 식 (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

식 (3)를 통해, 17GHz 대역에서의 Doppler Shift는 식 

(4)와 같이 개략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식 (4)에 따라, 만약 Target이 1 m/s의 속도로 다가오

고 있을 경우, 약 113.3 Hz의 Doppler Shift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Doppler Shift를 계산하기 위한 는 레이더

와 Target 사이의 가시선(Line of Sight)을 따라 주어지

는 시선속도(Radial Velocity)를 의미하게 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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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Doppler Radar는 1960년대에 전투기의 레이더

로써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효과적으로 클러터를 

제거하여 레이더가 지상을 향함에 따른 이상 신호 수신

을 효율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전투기에서의 

Look-Down/Shoot-Down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원하는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 전력이 감소되

었다. 이후 Pulse-Doppler Radar는 기상 및 Chaff, 지형 

등 외부 영향에 강한 특성으로 인해 미사일 요격 레이더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었고, 오늘날 기상 레이

더 등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Pulse-Doppler 
Radar는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의료분야 등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5, 6]. 

2.2. Wave Radar 관련 기술 현황

해수의 표면파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Wave Radar는 

대표적으로 OceanWaves사의 WaMos Ⅱ, Miros사의 

SM-050 및 Radac사의 WaveGuide, RS AQUA사의 

WaveRadar REX 등의 제품을 들 수 있다. 상용화되어 

시판되고 있는 이러한 레이더들은 대부분 X-Band 혹은 

C-Band의 상용 레이더에 수신되는 반사파를 이미징하

여 연산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러한 장비의 특성상 소

형화가 제한되고, 평균 전력이 높은 편에 속하며, 2~3 
m/s 이상의 풍속이 있을 경우에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7].
OceanWaves사의 WAMOS 시스템은 관측하고자 하

는 파도의 높이, 피크 파장, 피크 파 방향, 표면 전류 속

도와 같은 매가 변수를 측정하고 표시하며, 선박용 

X-Band 레이더를 이용하여 약 4 km까지 파고의 정보를 

획득한다[8]. Miros사의 WaveX 시스템 또한 선박용 

X-Band 레이더에 의해 수집되는 후방 산란(Backscatter) 
전자기파를 기반으로 해수면 표면파를 측정하게 된다

[9].

Ⅲ. Scanner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lectronic Scanner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1) 최대 2,000m까지의 파도를 측정하여, 파도의 높

이, 주기, 방향등의 파도 상태를 측정함.
2) 목표물의 방향과 속도는 Doppler Effect를 이용하

여 측정하고 Display할 수 있도록 함.
3) 사용되는 주파수의 범위는 17.4GHz ~ 17.7GHz를 

사용함.

Fig. 1 Sea Backscatter Coefficient (dBm2/m2)

그림 1은 주파수 대역별 해상 상태에 따른 후방산란 

계수를 표시한 것이다[10]. 전체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후방 산란 계수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Sea State가 낮을수록 주파수 대역간 차이는 더 커지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측정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주파수 대역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된다.

Parameter Value

Frequency 17.55GHz

Wavelength 1.71 cm

Peak Power 1.6 W

Average Power 0.4 W

Antenna Beamwidth 3°×15°

Antenna Gain 26 dB

Antenna Rotation Rate 15 rpm

Coherent Processing Interval 25 ms

Resolution Bandwidth 50 MHz

Range Resolution 4 m

Reference Range 2,000 m

Resolution Cell Area @ 2,000 m 24 dBm2

Sea Backscatter Coefficient (SS1 Average) -47 dBm2/m2

Reference RCS @ 2,000m -23 dBm2

Receiver Noise Figure 4.5 dB

System Losses 2.5 dB

Signal-to-Noise Ratio (Average) 7 dB

Signal-to-Noise Ratio (Wave Crests) 10 dB

Table. 1 Nominal System Parameters

표 1은 설계한 Electronic Scanner의 파라미터이다. 
Antenna Rotation은 15rpm으로 설계하였는데, 이는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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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분한 Dwell Time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대 전력

이 1.6W 수준으로써 기존의 상용 레이더에 비해 훨씬 

더 낮은 전력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충분한 SNR을 

얻기 위하여 15rpm 수준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Zone Ranges (m) Delays (us) Pulse (us) PRI (us)

Far 1072-
2000

7.15-
13.33 7.15 20.48

Near 75-
1072

0.50-
7.15 0.50 7.65

Table. 2 Interleaved Pulse Schedule

Fig. 2 Interleaved Pulse Schedule Image

또한 동일한 분해능을 얻기 위하여, 두 구간에서 펄스

를 Time Domain에서 Interleaving 처리하였다. Long 
Pulse와 Short Pulse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2종류의 신

호가 송·수신을 반복하게 된다. 표 2는 두 구역의 펄스 

스케줄이며,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신된 신호는 디지털화를 위하

여 낮은 중간주파수 대역으로 변환되며, 샘플링 및 FFT
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압축된다. 표 3은 Sampling 과정

을 거치면서 압축되는 샘플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Pulse Forward FFT Inverse FFT Retained Samples

Long 4,096 1,024 309

Short 2,048 512 331

Table. 3 Retained Samples

Fig. 3 RF Board Process

그림 3은 RF 보드의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RF Board에서 Pulse Schedule에 따라 선형 주파수 변조 

(Linear Frequency Modulation)가 진행되며, 이는 Switch
를 통해 전환된다. 이렇게 생성된 신호는 그림 4에서 표

현된 RF Board를 통해 합성되어 송신되게 된다. 

Fig. 4 Transceiver PCB

안테나는 Sage Millimeter사의 Patch Array Antenna
를 사용하였다. 표 4는 Antenna의 사양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Parameter Value

Frequency 17.55 GHz

Bandwidth +/- 150 MHz (Min)

Gain 25 dBi (Typ)
26 dBi (Goal)

Sidelobes -15 dB (Typ)

3 dB Beamwidth 3°(H) × 15 °(V)

Number of Elements 32 × 6 (Typ)

VSWR 2:1 (Typ)

Connector SMA (F)

Size 15″(H) × 3.5″(V)

Outline AM-A6-0315

Table. 4 Antenna Specifications

Fig. 5 Pattern @ 17.55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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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lectronic Scanner에
서 사용하는 17.55 GHz 대역에서의 안테나 패턴을 나타

낸다. 지향성 특성이 요구되는 본 논문에 맞게 직선방향

으로 충분한 양의 이득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안테나 회전을 위한 Stepper Motor는 시판중인 

Nanotec사의 ST5918S3008-L2 제품을 선정하였다. 그
림 6은 선정된 ST5918S3008-L2 제품의 사진이다.

Fig. 6 ST5918S3008-L2

Fig. 7 Interconnections for Prototype System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lectronic Scanner의 

연결 도식이다. PC에 설치된 ADC Board를 통해 신호 

및 Clock, Trigger를 전달받아 연산하며, Ethernet Packet
을 통해 각종 센서들의 신호 수집 및 동작제어를 진행한

다. 장치 내부에는 안테나의 회전을 감지하고 제어할 근

접 센서 및 방위를 측정하기 위한 IMU센서인 BNO055
가 포함된다.

Ⅳ. 시제품 제작 및 시험

Fig. 8 Prototype Picture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lectronic Scanner의 

시제품 형상이다. 상단에는 설계 단계에서 선정한 Patch 
Array Antenna가 위치하며, Stepper Motor에 의해 안테

나는 360° 회전하게 된다.
17GHz 대역의 LO주파수를 생성하기 위해 Analog 

Devices 사의 광대역 합성기인 ADF5355를 사용하였으

며, Chirp Source를 생성하기 위해 Direct Digital 
Synthesizer인 AD9914를 사용하였다. 각 보드들에서 생

성된 신호들은 그림 9의 RF Board를 통해 합성되어 송·
수신된다. 

Fig. 9 RF Boar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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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iming Board Schematic

Fig. 11 Timing Board Picture

정확한 신호의 송·수신을 위해 시간동기화는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해 Clock 생성이 요구되는데 그림 10은 

Clock을 생성하기 위한 Timing Board의 Schematic이며, 
그림 11은 이를 토대로 제작한 Timing Board의 시제품

이다.
시제품의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100 m 거리

에 구체를 두고 움직이며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그림 

12와 같이 Doppler Image를 얻을 수 있었다.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에 나타난 형상이 구체를 인식한 형상이다.

Fig. 12 Doppler Image of Sphere @ 100m

해변에 장비를 설치한 후, 들어오는 파도를 측정한 결

과 그림 13과 같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시된 이미지에서 세로 축은 거리를 나타내며, 
가로 축은 속도를 나타낸다. 중앙부분을 0m/s로 하며 좌

측부분은 레이더로 접근하는 방향의 속도, 우측부분은 

레이더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의 속도를 나타낸다. 파
도 뿐만 아니라 약 1km 거리에서 움직이던 보트도 함께 

인식되었다. 

Fig. 13 Doppler Image of Waves (with Sailboat)

이와 같이 해안가의 파도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선박 

및 부유체의 경우에도 측정 범위인 2km 이내의 범위안

에 있다면 Doppler Image 상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동체의 속도 또한 파악할 수 있었

다. 그림 14는 실제 해변에서 촬영된 이미지와 Doppler 
Image를 비교한 그림이다. 파도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범위상에 인식되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4 Comparison of Real Beach and Doppler Images

시제품 테스트를 위해 도식화한 Doppler Image는 실

제 전방향 목표물의 움직임을 표현하지 않으며, Antenna
상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를 실제 레

이더와 같이 전방향의 목표물을 표현하기 위하여 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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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형태로 그림 15와 같이 표시하였다. 하지만 그림 

15의 이미지는 클러터가 제거되지 않아 목표물이 명확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 Threshold 조절을 수동으

로 진행함으로써 그림 16과 같이 명확한 이미지를 표시

하였다.

Fig. 15 PPI Image

Fig. 16 PPI Image with Clutter Removed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7 GHz의 초고주파 대역에서 최대 

1.6W의 저전력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최대 2km 이내

의 범위에서 파도를 측정하고 도식화할 수 있는 Electronic 
Scanner의 시제품을 설계·제작하고 시험하였다. Clutter
를 제거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하여 Parameter
를 사용자가 조절하여야 하는 등의 한계점은 존재하지

만, 기존 WaveRadar에 비해 저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하

고 높은 주파수대역을 통해 낮은 파도도 측정이 가능하

다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소형으로 제작

이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파도 측정용도 뿐만 아니

라 드론 및 새와 같은 소형의 부유체를 인식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arameter 조절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는 등의 추

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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