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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공기용 레이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 및 성능 시험을 위해서는 탑재된 레이다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

는 강력한 클러터들의 모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클러터들의 모의 구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실

험실내에서의 알고리즘 검증, 분석 및 성능 평가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우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클러터들은 항공기의 비행경로 또는 안테나 빔의 조향 각도, 지표면 반사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클러터의 모의 구현이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다는 것이 가

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용 레이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클러터들을 효율적으로 모의 

구현할 수 있는 범용 도플러 전력 스펙트럼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범용 스펙트럼 모델에서의 파라미터 값

들의 변경 및 조정을 통하여 실제로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영역에서의 다양한 클러터들을 가변적으로 용이하

게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Simulation of the strong clutter occurring from the airborne radar is essential in the efficient develop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ircraft radar system. If the efficient simulation of the clutter can be successful, algorithms 
can be proved and analyzed and also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possible in the laboratory environment. Therefor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irborne radar system can be achieved very economically in the effective way. 
However, the clutter simulation procedure is very difficult and tedious since the clutter environment changes in numerous 
ways as it depends on the flight path, direction of antenna beam, reflectivity of the surface, etc.. Thus, in this paper, the 
general Doppler spectrum model is suggested for efficient simulation of the various clutter environment. Also, it is shown 
that the various type of clutter in time domain can be generated easily by changing and adjustment of parameters in the 
general Doppler spectr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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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레이다 시스템은 군용 및 민간용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들은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르

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약한 반사 신호를 탐지하여 요구

되는 정확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대

부분의 시스템 운용환경에서 목표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 즉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신호는 주변 환경이

나 인공 구조물 등에 의하여 반사되는 강력한 클러터들

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신호 전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전력을 갖는 신호전력을 효율적

으로 탐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레이다 시스템에 수신되

는 이러한 다양한 클러터들에 대한 실질적인 운용 시험

을 통한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 시스템 개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

나이다. 따라서 실험실내에서의 시스템 알고리즘 검증 

및 성능 분석 등을 위한 모의 클러터 구현이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모의 클러터 구현이 가

능한 지상 레이다 시스템에 비하여 항공기용 레이다의 

경우 운용 특성상 훨씬 더 다양한 클러터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시험 및 성능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클러터들을 충실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항공기용 레이다에서 발생

하는 클러터들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등이 꾸준히 이루어

져 왔다[1-3]. 특히 지표면 또는 해수면에 직접 반사되는 

강력한 클러터 및 비행경로 또는 안테나 빔의 방향에 따

라 클러터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클

러터들에 대한 충실한 모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러나 아직까지도 항공기용 레이다의 시험 및 알고리즘 

검증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클러터를 효율적으로 발

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4-5].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항공기용 레이다 시

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클러터들을 효율적으로 모의 

구현하기 위하여 범용 도플러 전력 스펙트럼 모델을 제

안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범용 도플러 스펙

트럼 모델에서의 파라미터 값들만을 적절히 조정 또는 

변경함으로서 운용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클러터뿐만 아니라 목표물 신호들까지도 매우 용

이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러한 방

법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범용 도플러 스펙트럼 

모델을 이용하여 SCR(signal to clutter ratio), SNR 
(signal to noise ratio) 등 시험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

게 모델 파라미터 값들을 변경함으로서 얻고자 하는 다

양한 모의 클러터들에 대한 도플러 스펙트럼, 시간 영역

에서의 I(inphase) 및 Q(quadarature) 데이터들을 매우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Ⅱ. 범용 클러터 스펙트럼 모델

일반적으로 이동 중에 운용하는 레이다 시스템이 아

닌 경우 정보 추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클러터는 도플

러 주파수 영역에서 0 Hz 를 중심으로 스펙트럼이 나타

나게 된다. 물론 이동 클러터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스템

에서 산, 인공 구조물 또는 지표면 반사 같은 강력한 클러

터들이 가장 문제시 되며 이러한 클러터들은 고정형 클

러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기용 레이다는 시스템 

자체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운용되어진다. 따라

서 안테나 주 빔의 조향 방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정형 클러터의 경우도 장착된 항공기의 속도에 

준하는 도플러 스펙트럼 중심 주파수를 가질 수 있다. 그
러므로 클러터의 경우도 목표물과 마찬가지로 전자파 반

사체와의 상대속도에 따라 다양한 중심 도플러 주파수를 

갖는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된다[6-7]. 
따라서 이러한 범용 클러터 모델은 다양한 도플러 주

파수 성분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전력의 강도나 스펙트럼의 분산정도를 용이하게 가변 

시킬 수 있어야한다. 또한 여러 개의 도플러 스펙트럼 

피크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스펙트럼 모델

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운용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클러터 모델을 표현하기 위하

여 중심 도플러 주파수 및 분산 값, 그리고 그 크기를 달

리하는 여러 개의 가우시안 도플러 스펙트럼의 합으로 

표시되는 범용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식 (1)에서는 L 개의 가우시안 클러터 스펙트럼의 합

으로 범용 모델을 나타내고 있으며 ai 및 fdi, σi 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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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시안 클러터의 크기, 중심 도플러 주파수, 표준편차

를 표시하는 파라미터이다. 여기서는 L 개의 가우시안 

클러터로 표시되는 모델을 표시하였으나 지표면이나 

인공 구조물에 의한 즉 비교적 간단한 클러터의 모의구

현을 위한 L 값은 대부분 3을 넘지 않는다. 물론 해수면

에서의 반사에 의한 클러터는 기상조건에 따라 반사 강

도나 도플러 분산정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개의 피크 값이 나타날 수 있다[8-9]. 또한 안테나 및 시

스템에서 고려해야할 배경 잡음인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즉 부가성 백색잡음전력의 크기 정도

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AWGN 의 

전력 밀도를 N0 로 나타내면 클러터 및 잡음전력을 포함

한 범용 전력 스펙트럼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식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CNR(clutter to 
noise ratio) 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식 (3)에서의 Bd 는 도플러 대역폭을 의미한다. 따라

서 모의 클러터 구현 환경, 즉 CNR 에 따른 잡음 전력 및 

클러터 전력의 가변적인 조정이 매우 용이하다.
이러한 범용 클러터 모델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목표

물의 신호를 모의 구현하는 도플러 스펙트럼으로도 활

용이 가능하다. 즉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가우시안 스펙

트럼의 크기 및 분산 값을 적절하게 변경하면 특정한 도

플러 주파수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목표물의 도플러 스

펙트럼 모델을 나타낼 수 있다. 

 




 













 


 (4)

식 (4)에서의 M은 하나의 거리 방에 나타나는 목표물

의 숫자를 표시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M 
의 값은 2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목표물에 대한 신호 전

력이 클러터 및 배경 잡음 전력과 함께 수신된다면 식 

(2) 와 식 (4)에서 표시된 것처럼 SCNR(signal-to-clutter 

plus noise ratio)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그러므로 이러한 범용 스펙트럼 모델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클러터 및 목표물에 대한 도플러 스펙트

럼의 모의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시험하고자 하는 환경

에 따라서 스펙트럼 모델에서의 각각의 크기 및 잡음 밀

도 값을 바꾸어줌으로서 원하는 전력비에 맞는 CNR 및 

SCNR 값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범용 도플러 스펙트럼 모델을 

이용하여 시간영역에서의 데이터, 즉 I(Inphase) 및 

Q(Quadrature phase)를 얻는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Ⅲ. 범용 도플러 모델을 이용한 시간 영역 모의 
클러터 구현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범용 도플러 전력 모델은 클

러터 또는 목표물로부터 반사되어 수신되는 스펙트럼 

전력의 모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클러터 전력 값들은 

실제로는 클러터 표면에서 반사되어 나타나는 여러 경

로의 전자파가 합하여져서 수신기에 I 및 Q 채널에 시간

에 따른 클러터 및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중심

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하여 I와 Q는 확률

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

서 클러터 및 반사 신호의 크기는 Rayleigh 분포를 해당 

전력의 경우는 지수 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로 나

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 영역의 I, Q 데
이터를 모의 구현할 때에는 이러한 도플러 전력 스펙 모

델에서의 전력 값의 확률적인 변동성이 지수분포를 가

지도록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6)

식 (6)에서의 Pav는 평균전력, 즉 각 도플러 주파수에

서의 범용 도플러 스펙트럼 모델에서의 전력 값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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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변동하는 전력 모델 값을 표현

하기 위해서는 랜덤변수가 필요한데 가장 간단하게 발

생시킬 수 있는 있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균일분

포를 갖는 랜덤변수 Uk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exp

  




 (7)

식 (7)에서의 우측 항은 균일분포를 갖는 랜덤변수, 
Uk에 대한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나타

낸다. 따라서 cdf를 나타내는 식(7)의 적분을 Pk에 대하

여 나타내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ln (8)

따라서 식 (8)에서 보는 것처럼 균일한 분포를 갖는 

랜덤변수를 이용하여 범용모델에서 나타나는 전력 값, 
즉 Pav에 대응하는 모의 도플러 전력 스펙트럼 Pk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식 (8)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플러 주

파수 영역에서의 스펙트럼 전력에 대한 복소 스펙트럼

(complex spectrum)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9)

즉, 식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균일분포를 

갖는 랜덤변수, Yk를 이용하여 복소 스펙트럼, Rk를 얻

을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복소 스펙트럼에 대

한 역푸리 변환,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면 시간 영역에서의 I, Q 데이터를 용이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다. 

   (10)

따라서 식 (10)에서의 TDk는 시간영역에서 나타나는 

복소 데이터를 표시한다.

Ⅳ. 결과 분석 및 고찰

항공기의 고도, 이동 속도 및 방향에 따라 주 빔에 의

한 지표면 또는 해수면 클러터들은 다양한 중심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면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앞에서 제안한 도플러 스펙트럼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함으로서 시간 영역에서의 I, 
Q 데이터를 각 거리 셀 영역에서 얻은 후 전체적인 거리 

및 도플러 셀 영역에서의 클러터 맵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 보이고자 한다. 그림 1은 항공기의 고도 및 비행 방

향, 비행 속도, 그리고 안테나 주 빔의 방향 및 고각

(elevation) 빔 폭, 수평 빔 폭에 따른 지표면에 의한 클러

터 발생 형태를 표시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한 운용환경에 따른 클

러터 발생 거리 영역 및 각 거리 영역에서의 클러터 도

플러 스펙트럼 및 분산 정도 등을 파라미터 값들을 변경

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거리 도플러 클러터 맵 (range- 
Doppler clutter map) 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클러터 맵

은 거리에 따른 시간 영역 모의 신호로 구현되어 질 수 

있고 목표물 탐지 및 클러터 제거 등의 성능 검증을 위

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Fig. 1 The simplified diagram of airborne radar operation

그림 2에서는 그림 1에서 표시된 관련 파라미터 값들

을 적절하게 임의로 선정하여 얻은 거리에 따른 도플러 

전력 스펙트럼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3에서는 상대적

으로 도플러 스펙트럼이 넓게 분산되는 해수면 클러터

를 제안한 모델로 모의 구현한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
림 2 및 그림 3에 적용된 파라미터 값들은 표 1에서 표시

하였다. 그림 2에서 나타나는 4개의 목표물에 대한 도플

러 정보는 레이다 탑재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속도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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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used for simulation

Case
Parameters Fig. 2 Fig. 3

Operation frequency 10 GHz 10 GHz

Minimum range 11,000 m 6,000 m

Range resolution 100 m 100 m

Altitude 10,000 m 6,000 m

Aircraft velocity (VAP) 720 m/sec 360 m/sec

 0° 45°

 12.5° 12.5°

 5° 5°

목표물의 경우는 매우 좁은 폭을 갖는 가우시안 형태의 
도플러 전력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었으며 CNR(clutter 
to noise ratio), SNR(signal to noise ratio)에 따라서 상대

적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항공기의 비행 

방향 및 속도에 따른 조향 각도(grazing angle), 도플러 

주파수 천이, 거리 값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전력 값 및 

도플러 스펙트럼이 나타나도록 구현하였다.

Fig. 2 Ground clutter and targets in the range Doppler 
map where the region of the surface clutter lies between 
the range of 38.6km and 57.6km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지표면 클러터의 도플러 중

심 주파수는 항공기의 비행 속도 및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2에서의 클러터 영역은 비행기의 고도 

및 빔 폭에 좌우되는데 표 1의 고도 10 km, 고각 빔 폭 5
도인 경우를 나타내었다. 그림 2의 도플러 중심 주파수

는 항공기의 속도가720 m/sec 이며 수평 방향으로 비행

하는 경우는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플러 주파수가 근소하게 증가하나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진 모의 구현 영역에서의 도플러 주파수 대

역의 차이가 크지 않아 그림으로 식별하기는 어렵다. 반
사전력은 거리, 지표면 입사각 및 빔의 조향 면적을 고

려하여 나타내었다. 균일한 후방산란 계수(uniform 
backscattering coefficient)를 가진다고 가정하였으나 불

균일한 경우 그 값을 변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거리 도

플러 영역에서 구현된 도플러 스펙트럼은 IFFT 를 통하

여 시간 영역의 데이터로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다. 그
림 3의 경우는 해수면 클러터에 의하여 형성되는 거리 

도플러 맵을 보여준다. 스펙트럼 폭이 넓게 나타나는 해

수면 클러터에 의한 도플러 스펙트럼 및 목표물들에 의

해 발생하는 매우 좁은 폭을 갖는 가우시안 도플러 전력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그림 3의 결과는 표 1에서의 항

공기 고도 6 km, 고각 빔 폭 5도인 경우의 해수면 클러터 

영역으로 고도가 낮기 때문에 클러터 영역이 상대적으

로 좁게 나타낸다. 

Fig. 3 Sea surface clutter and targets in the range Doppler 
map where the region of the sea clutter lies between 
the range of 23.2km and 34.6km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항공기의 속도가 

360 m/sec 로 상대적으로 그림 2에 비하여 저속이고 또

한 비행 방향이 수평에서 45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 빔이 조향하는 영역의 해수면 클러터나 목표

물의 상대적인 도플러 주파수는 그림 2에 비하여 현저

히 낮게 나타난다. 또한 해수면에 의한 클러터 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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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의 분산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이

다. 그림 3에서 4개의 목표물 신호 중 하나는 클러터 인

근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용환경, 즉 

항공기의 비행 방향이나 속도, 빔 폭등의 파라미터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모의 구현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전체 거리 영역 및 도플

러 주파수 대역에서 클러터 또는 목표물에 의한 반사전

력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거나, 재밍(jmming) 등에 의

하여 매우 강력한 잡음 전력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준

다. 즉, 그림 4에서는 CNR 및 SNR 값이 매우 낮거나 또

는 매우 큰 재밍 전력 때문에 전체 거리 도플러 맵에서 

배경 잡음 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클러터 및 목표물 등이 잡음 전력에 묻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대부

분 강력한 재밍 전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모의 구

현한 것이다.

Fig. 4 Surface clutter and targets obscured by the 
overwhelming background noise in the range Doppler 
map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모의 구현된 거리 및 도플러 주

파수 영역별 도플러 스펙트럼들은 IFFT 과정을 통하여 

각 거리 영역별, 즉 거리 셀(range cell) 별 시간 영역의 I, 
Q 데이터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3
에서 모의 구현한 거리 및 도플러 영역의 스펙트럼 모델

에 대한 시간 영역의 I, Q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5의 

경우는 해수면 클러터만을 포함하는 거리 셀에서 나타

나는 시간 영역의 I, Q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6에서는 

해수면 클러터와 목표물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시간 

영역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7에서는 목표물만 

존재하는 거리 셀에서 얻어지는 I, Q 데이터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8에서는 클러터나 목표물이 존재하지 않

는 거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I, Q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

으며 이러한 경우는 안테나 잡음이나 배경잡음 전력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 구현된 것이다.

Fig. 5 Time domain I, Q data obtained from the specific 
range cell which includes only the sea surface clutter

Fig. 6 Time domain I, Q data obtained from the specific 
range cell which includes both the sea surface clutter 
and a target

그림 8의 경우는 안테나 및 시스템 배경잡음 등에 의

한 잡음 성분만을 시간 영역의 I, Q 데이터로 구현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5, 그림 6 및 그림 7의 결과들은 

모두 이러한 잡음 전력을 포함한 시간 영역의 모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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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물론 결과 그림들은 클러터나 목

표물의 반사전력이 잡음 전력에 비하여 상당히 크게 나

타나는 경우이다. 그림 5의 경우는 해수면 클러터와 배

경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로 클러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중심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며 다소 넓은 대역폭을 

점유하는 특징을 보이는 시간 영역 모의 신호를 나타낸

다. 그림 6은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 도플러 주파수를 가

지면서 좁은 도플러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목

표물의 신호가 해수면 클러터와 같은 거리 셀에서 나타

나는 경우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의 클러터

와 높은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는 목표물의 신호가 모두 

포함되어 시간 영역의 I, Q 데이터로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Time domain I, Q data obtained from the specific 
range cell which includes only a target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표물만 존재하는 영

역의 경우 좁은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면서 특정 도플러 

중심 주파수가 나타나는 형태의 신호가 시간 영역의 I, 
Q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8은 안테

나 잡음이나 레이다 시스템의 배경잡음 또는 재밍 등에 

의한 영향으로 특정한 거리 영역에 클러터나 목표물에 

의한 반사 전력을 잡음 전력 성분이 압도하는 경우를 나

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클러터 반사 전력이나 목표

물 반사 신호 전력이 거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잡음 전력

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림 8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잡음 전력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배경 잡음 특징을 갖는 시간 영역의 I, Q 데이터가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밍 등에 의하여 일정

한 한계 크기 이상의 잡음 전력이 탐지되는 영역의 경우 

레이다 시스템에서 재밍 영역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목

적 등으로도 그림 8과 같이 모의 구현된 시간 영역의 데

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Fig. 8 Time domain I, Q data obtained from the specific 
range cell which includes only the noise

Ⅴ. 결 론

항공기용 레이다 시스템에서의 운용 상황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클러터 환경들이 시스템의 성능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실제적인 비행 시험을 통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간단

한 도플러 전력 스펙트럼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 이와 

같은 모델들의 파라미터 값들만을 변화시켜줌으로서 

실제의 운용상황과 유사한 지표면 및 해수면 클러터들

을 용이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플러 스펙트럼 

모델들에서의 파라미터들과 항공기의 비행 속도 및 방

향, 안테나의 빔 폭 및 방향등 관련된 비행 정보 및 레이

다 운용 파라미터 값들만을 상황에 맞게 변경함으로서 

실제와 거의 유사한 매우 다양한 형태의 클러터들을 나

타낼 수 있다. 또한 클러터 및 배경 잡음, 목표물들의 신

호전력의 상대적인 값들을 용이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

에 매우 넓은 동적영역에서의 반사전력 값들을 모의 구

현할 있는 장점을 가진다. 아울러 재밍 등의 간섭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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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배경 잡음 전력이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리 및 도플러 영역의 경우도 적절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항공

기용 레이다 시스템의 개발 목적뿐만 아니라 실험실 내

에서의 성능 검증, 시험 및 보완 등의 목적으로도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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