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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유량 측정 레이더 센서는 표면 유속을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표면 유속만으로 유량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

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수위와 유속 정보 모두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일부 상용 계측기는 수위와 유속을 

각각 측정하는 두 개의 센서를 이용하여 유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FMCW 레이

다 센서를 이용하여 수위와 유속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 이를 위한 FMCW 레이다 송신 

파형을 설계한다. 또한, 송신 파형을 기반으로 수신 신호를 모델링하여 수위 및 유속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A commercial flow measurement radar sensor estimates a quantity of flowed water using surface flow rate. In this 
way, the amount of water flowing per unit time cannot be measured accurately because of using an estimation result and 
it can't response environmental changes. For more accurate flow measurements we need width of waterway, water level 
and distance that water moved per unit time. Commonly two sensors are used to measure water level and flow rat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simultaneously measure the water level and surface flow velocity using a single 
FMCW radar sensor and design the transmission waveform. In order to verify the waveform design, received signal is 
modelled based on transmission waveform. In addition, we consider phenomenons and problems that may occur in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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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자원 관리에서 하천의 유량 관측은 용수 공급, 수질 

관리, 댐 개발 등 수자원 계획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아

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유량 측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천의 폭, 수위와 유속을 측정하

여 단위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다. 국
내에서는 과거에 농·산업용 수로 및 하천의 유량을 측정

하기 위해서 하천 바닥에 또는 수로의 측면에 초음파 센

서를 설치함으로서 유량을 측정을 수행하는 방법이 적

용되어왔다. 하지만, 수중에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

고, 토사 및 수중 식물 등에 의해 유지 보수 및 점검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수로 및 하천 등

의 외부에서 표면의 수위 및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비접촉 레이다 센서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레이다 센서는 설치 뿐 만 아니라 정기

적인 점검 등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특히 홍수 시에도 

기기망실의 위험성이 적고, 비교적 측정 시간이 짧기 때

문에 급변하는 수위 및 유속 측정이 가능하다.[1]
하지만, 수위와 유속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서

로 간의 측정 방식 및 설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

위를 측정하는 센서와 유속을 측정하는 센서가 각각 따

로 있어야 한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비접촉 수위 측

정기와 표면 유속 측정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각

각의 장비 가격 대비 5배 이상의 가격이 책정되어 고가

의 장비로 판매되고 있다. 통상 하나의 레이더 센서로 

유량을 산정하는 경우, 표면의 유속을 측정하고 이에 대

한 유량을 추정하던지 수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유량

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계절 및 기후 등

의 영향으로 주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밀

한 유량 측정이 어렵다. 즉, 정확한 유량 측정을 위해서

는 같은 시간에 측정된 수위와 유속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위 측정기로 사용되는 FMCW 방식의 

레이다는 수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속도 성분을 추출

할 수 없지만, 표면 유속 측정기와 유사하게 기울려 설

치한다면 주파수 변조를 통해서 거리 정보뿐 만 아니라 

속도 정보를 동시에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주파수 변조 

방식, 패턴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정밀한 거리 또

는 정밀한 속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각 주파수 변조 단계별로 측정된 경사 

거리와 표면 유속 그리고 간단한 삼각함수 기법을 이용

하면 하나의 레이다 장비로도 수위와 유속을 이용한 유

량 산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레

이다 수위계 및 레이다 표면 유속계의 사양을 이용하여, 
동시에 수위와 표면의 유속을 측정하여 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레이다 시스템의 설계 사양을 도출하였다. 도출

된 설계 사양을 만족하기 위한 FMCW 레이다 파형 설

계 및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고찰하며, 송
신 파형을 적절히 만들 수 있는 송·수신 단의 구조를 제

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레이다 송신 파형 및 송수신 단

의 구조가 적절한 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이에 대한 

수신 신호를 모의 구현하여 그 성능 및 구현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Ⅱ. 요구 및 설계 사양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레이다 수위계

와 표면 유속 측정기의 기본 모델들을 참조하여 유량 측

정을 위한 FMCW 레이다의 사양을 설정하였다.[2] 표
면 유속과 수위를 동시에 측정하는 모델의 사양이어서 

개별 레이다 수위계보다 설치 높이가 낮지만 설치 높이

의 경우, 안테나 크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므로 본 논

문에서는 일반적인 혼 안테나를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

하여 레이다 유량계의 사양을 선정하였다.

Table. 1 Surface flow velocity & Level measurement 
radar requirements

Propagation technique CW, FMCW

Operating frequency 24 GHz (K-band)

Installation height 1 ~ 15 m

Grazing angle range 40 ~ 60 °

Min, Max flow velocity 0.3 ~ 15 m/s

Velocity accuracy ±5 cm/s (±3% of reading)

Level accuracy ±3 mm (±3% of reading)

Minimum river width 5 m

3dB beamwidth 10 °

Measurement update interval 2 ~ 3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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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은 요구 규격을 만족하기 위해서 레이다가 

갖추어야 할 레이다의 사양을 도출해야 한다. 여기서 고

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설치 거리 범위 내 측정이 가능한가, 두 번

째로 요구 속도 범위 내 측정이 가능한가, 세 번째로는 

거리 및 속도 정확도를 만족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려 사항 첫 번째 항목으로 설치 거리 범위 내

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레이다의 설계 사양을 결정해

야 한다. 레이다의 설치 높이가 1 ~ 15m, 조향각도 범위

는 40 ~ 60°, 빔 폭이 10° 이므로 최소로 만족해야 하는 

레이다 측정 범위는 1.10 ~ 26.15m가 된다. 두 번째 고려 

사항으로 요구 속도 범위 내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FMCW 레이다에서 표면 유속 측정은 상대 속도에 따른 

도플러 주파수 편이를 관측함으로써 추출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도플러 주파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시간 영역

의 수신 신호를 푸리에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의 도플러 

필터 뱅크를 구현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FMCW 레이다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Beat 주파

수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 측정 거리

에서의 상대 속도를 이용하여 최대 주파수 범위를 산정

해야 한다. 최대 측정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와 관측해야 하는 최저 속도에 상응하는 주파수는 수식

(1)과 같이 표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최

대 주파수 범위를 얻을 수 있다.

max  


×

   (1)

또한,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측정 정확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해상도이다. 해상도는 거리 해상도

와 속도 해상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FMCW 레이

다에서의 거리 해상도는 수식 (2)에서와 같이 변조 대역

폭에 의해서 결정 된다. 

  


 


×

 
  



(2)

거리 정확도를 ±3mm 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거리 해상도를 작게 설정해야 하지만 Zoom FFT와 같은 

신호처리를 통하여 거리 정확도는 거리 해상도의 약 10
배 정도로 개선되기 때문에 약 6cm 정도의 해상도를 설

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중심 주파수의 10% 정도의 

대역폭을 선형 변조하는 것이 구현상 어렵기 때문에 7.5 
cm 의 거리해상도에 해당하는 변조 대역폭 2GHz 를 선

정하였다.
속도 측정에 대한 해상도는 이에 대응하는 도플러 스

펙트럼의 해상도와 같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

를 수신하는 관측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식 (3)과 

같이 표현 된다.

  






 cos



(3)

속도 측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리 측정 시 보다 더 

낮은 주파수를 관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위 및 유속 

측정계의 경우 요구되는 측정 주기가 수 초 수준으로 비

교적 길기 때문에 관측 시간 또한 길게 설정할 수 있다. 
SNR 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호 처리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5cm/s 정도의 해상도를 갖는다면 ±5cm/s 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FMCW radar specification for waveform design

Sweep bandwidth 2 Ghz

Sweep interval 140 ms

Range resolution 7.5 cm

Measurement slant range 1 ~ 27 m

Dynamic range ≒ 55 dB

Baseband frequency bandwidth ±2.5 kHz (-1.9 ~ 2.5 kHz)

Observation interval 280 ms

Beat frequency accuracy ±4 Hz

Doppler frequency accuracy ±4.3 Hz

Sampling frequency 10 kHz

Quantization resolution 12 bits

이를 수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속도 측정

을 위하여 필요한 측정 주기는 약 231 ms 정도가 된다. 
표 2 는 위에서 언급된 3가지 항목을 토대로 FMCW 레
이다 송신 파형 설계 사양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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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송신 파형 및 처리 알고리즘

Fig. 1 FMCW radar waveform operational concept

송신 파형에 대한 운용 개념을 그림 1에 도시하였다. 
송신 파형은 3가지 기울기를 이용하도록 설계하였고, 
이 3가지 송신 파형이 한 세트로 운용된다. 즉, 560ms 마
다 한 번의 유량을 산출 할 수 있다. FMCW 레이다는 주

파수 변조를 통해서 거리 및 속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파수 변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성분만 획득이 가능하다. 이후 첫 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두 번째, 세 번째에 적용

하여 거리에 따른 비트 주파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실
제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만으로도 거리 및 속도 정보

를 추출할 수 있으나, 추출된 표적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 그 해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하나의 값에 거리와 속도 정

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값이라도 

잘 못 산출되면, 다른 하나의 정보도 왜곡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주파수 변조가 없는 구간에서 약 

280ms 동안의 관측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

해 속도 성분을 정확하게 뽑아낸 후 이후 단계에 적용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관개수로의 폭과 수로 바닥으로부

터 계측기의 설치 높이 정보를 입력해 주면 표면의 유속

과 수위를 측정하여 유량을 산정하게 된다. 

Fig. 2 Method for calculating amount of flowing water 
in irrigation canal

앞서 언급한 세 구간 모두 송신 파형의 변조량 및 주

기만 다를 뿐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가 혼합기를 거쳐 차 신호를 출력하게 

되고, 이를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통해 주파수 영역

으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여기에 정밀한 측정을 위해 높

은 주파수 해상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

는 Zoom FFT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순서도를 아래 그림 3에 나타내었다. 

Fig. 3 Block diagram of digital signal processing

Zoom FFT를 이용하면, 보간을 통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이 확장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첨두 주

파수 추정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3] 각 구간 별로 얻

어진 차 주파수 성분은 아래 수식(4)와 같이 환산되어 

거리 및 속도 성분으로 분리 된다. 표면에 대한 반사 신

호가 하나의 첨두점으로 반사되어야 하나, 실제 환경에

서는 하나의 첨두점만 발생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첨두점이 발생하였을 때, 구간 2와 구간 3에
서 얻어진 거리가 동일한 첨두점들을 서로 연관하여 모

호성을 제거 한 후 거리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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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 :   cos

 (4)

구간 2 :       



구간 3 :        



Ⅳ. 설계 시 고려 사항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표면의 유속 측

정 시 표면의 잔물결 즉, 너울과 전자파의 입사각도에 

의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의 강도가 달라지게 된

다. 이는 브래그 파장에 따른 공진 효과이며, 실제 하천

의 표면 유속을 측정할 때 발생되어 연구된 바 있다.[4] 
표면 유속의 측정에서 브래그 파장에 따라 마이크로 웨

이브 파장과의 공진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마이크로 웨

이브 파장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반사되어 돌아가

는 파장과 동위상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신호가 수신되게 

된다. 

Fig. 4 Bragg wavelength

여기서 브래그 파장은 조향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브래그 파장은 위상 속도에 영향을 미치

게 되는데 잘 알려진 위상 속도는 수식 (5)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g는 중력가속도로 9.81 m/s 이며, τ는 물의 표면 장력

으로 일반적인 물에 대해 0.074 N/m 이다. 또한 ρ는 물

의 밀도로 4°에서 1000 kg/m3의 값을 나타낸다. 위에 제

시된 값들은 물의 상태가 변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정된 값으로 사용되며, 위상 속도를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소는 파수 벡터() 이다. 브래그 파장에 

따른 파수 벡터는    로 나타나며, 수식 (5)를 

이용하여 조향 각도에 따른 브래그 파장 및 위상 속도를 

표 3에 나타내었다. 

Grazing angle 40° 45° 50° 55° 60°

Bragg 
wavelength 0.81 cm 0.88 cm 0.97 cm 1.08 cm 1.24 cm

Phase velocity ±0.26 m/s ±0.26 m/s ±0.25 m/s ±0.24 m/s ±0.24 m/s

Doppler 
frequency
( 0.3 m/s )

69.54 Hz 63.47 Hz 56.99 Hz 50.23 Hz 43.28 Hz

4.38 Hz 4.77 Hz 5.03 Hz 5.11 Hz 4.965 Hz

Table. 3 Bragg spectrum line at min.velocity(0.3m/s)

유속 측정 레이더 센서의 도플러 주파수는 수면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수면파의 위상속도에 의해 

유속 방향에 따라 양 또는 음의 도플러 변이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유속 도플러 주파수를 중심으로 두 개의 

Bragg 도플러 스펙트럼선이 존재하게 되며 아래의 수식 

(6)으로 나타날 수 있다.

 

± cos (6)

V 는 유속이며, Vp 는 위상 속도, 는 마이크로 웨이

브 파장이다. 최저 탐지 유속 0.3 m/s 에 해당하는 도플

러 주파수를 표 3에 나타내었으며, 0.3m/s 에 해당하는 

도플러 주파수 변이가 위상 속도에 의해 4Hz 부근에 나

타난다. 이는 반송파 주파수와의 차가 수 Hz 에 불과하

기 때문에 송·수신 간 누설 신호의 크기 및 위상 잡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야만 한다.
송수신간 누설(Leakage)은 연속파 레이더의 고질적

인 문제로 송신부의 강한 신호가 수신부로 유입되어 기

저대역 신호에 포화 상태를 일으킨다. 또한 누설된 신호

는 수신되는 신호에 비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위상 잡

음 특성이 좋다 하더라도 그 영향 인접한 도플러 주파수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송수신 간 누설의 가장 주된 부분

은 안테나 연결부의 부정합에 의해 반사되어 되돌아오

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는 수신되는 전파의 진행 방향

과 동일하기 때문에 서큘레이터의 격리도와 관계없이 

유입되며 상당히 큰 누설 신호로 나타난다. 하지만, 송
수신 단의 구조는 설계하여 제작한 경우 그 형태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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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신호 또한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
라서 수신 신호를 측정하여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위상

을 180° 편이 시킨다면, 간단한 누설 상쇄 기법(Digital 
Leakage Cancelation)을 통해서 기저 대역으로 유입되

는 누설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5] 
또한, 송수신부를 호모다인 구조로 설계 한다면, 유

입되는 거리가 매우 짧고 송신 시 사용되었던 동일한 발

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상관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거

리 상관 효과(Range Correlation Effect)에 의해서 위상 

잡음에 대한 영향 또한 상당 부분 감쇄 시킬 수 있겠

다.[6]

Ⅴ. 구조 제안 및 모의 구현

Fig. 5 proposed FMCW radar system block diagram

앞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송수신부에 대한 구성도 

및 각 부품의 사양을 그림 5에 제안하였다. 비교적 구현

이 간단한 호모다인 구조로 기저대역으로 한번에 Down 
Convert 함으로써 발진기의 거리 상관 효과를 높이는 구

조를 채택하였다. 또한, Direct Digital Synthesizer 
(DDS)를 참조 신호로 사용하는 Phased Locked Loop 
(PLL) 구조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낮
은 위상 잡음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주파수로 빠른 시간 

내에 주파수 변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PLL 에서는 고

정된 분주비로 Voltage Conrolled Oscillator(VCO)의 주

파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형 주파수 변조가 가

능하다.[7]
설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제안한 레이더 사양에 따라 

특성 상황을 가정하였고, 수신되는 신호 모의를 진행하였

다. 신호 모의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아래 표 4와 같다.

Table. 4 Simulated Waveform Generation Parameters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Sampling 
Frequency 10 kHz Operation 

Frequency 24 ~ 26 GHz

Signal to 
Leakage 

Power Ratio
13 dB Leakage

Path Length 15 cm

Signal 
Processing 

Loss
1.5 dB Receiver & 

System Loss 1 dB

Antenna Gain 25 dBi Grazing 
Angle 45 degree

Sweep 
Bandwidth 1 None Sweep

Interval 1 280 ms

Sweep 
Bandwidth 2 + 2GHz Sweep

Interval 2 140 ms

Sweep 
Bandwidth 3 - 2GHz Sweep

Interval 3 140 ms

Surface Slant 
Range 10 m Surface

RCS -5 dBsm

Surface 
Velocity 80 cm/s Signal to 

Noise Ratio 25 dB

FFT Window Hanning Bragg 
wavelength 8.5 mm

거리와 속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III. 장
에서 언급된 처리 알고리즘에 따라 3 구간의 신호가 모

두 처리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신호 모의는 모두 3 구간

으로 구성되어 진다. 우선 변조를 하지 않고 도플러 주

파수를 추출하는 첫 번째 구간과 변조를 수행하여 표적

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거리를 추출하는 두 번째, 세 번

째 구간이다. 본 논문에서의 모의 신호는 제안된 레이더 

송수신 구조의 설계 사양 및 브래그 공진, VCO의 비선

형성, 송수신 간의 누설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모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6의 첫 번째 구간은 280ms 동안 변조가 없는 구

간으로 모의 신호의 스펙트럼을 보면 제로 도플러 영역

에 누설 신호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MCW 
의 경우 거리에 따라 차 주파수가 분산되어 나타나지만, 
CW는 모두 DC 성분에 모이기 때문에 다른 구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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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누설 신호의 영향을 받는다. 우측으로 보이는 두 

신호는 수 표면에 대한 신호로 브래그 공진에 의해서 기

준 도플러를 중심으로 ± 위상 속도 만큼 도플러가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스펙트럼의 해상도가 비교

적 높고, 수 표면에 대한 브래그 파장이 일률적이지 않

기 때문에 도플러 주파수를 중심으로 가우시안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번째 구간은 140 ms 동

안 2GHz 변조를 하는 Up Sweep 구간이며, 거리에 따른 

차 주파수와 도플러 주파수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누설에 의한 차 주파수가 저주파 영역

에 미세하게나마 분산되기 때문에 누설의 크기 낮고 퍼

져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역시 도플러 주파수의 영

향이 있기 때문에 브래그 공진에 대한 영향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VCO 의 비선형성의 영향으로 인하여 스펙

트럼이 더 분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번째 구간은 아래 그림 8(a)와 (b)에 도시 하였으

며, 140 ms 동안 2GHz 만큼 Down Sweep 하는 구간이

다. 이론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른 차 주파수를 

기준으로 두 번째 구간의 그림과 대칭으로 나타나야 한

다. 그림 8(a) Quadrature 를 그림 7(a) 그림과 비교 하였

을 때, 위상은 반대이고, 주파수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

므로, 방향은 반대이며 값은 동일한 주파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8에 도시된 그림을 통하여 Down Sweep 
구간 역시 앞서 언급된 레이더 설계 사양과 누설, VCO 
의 비선형성, 브래그 스펙트럼 라인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의 구현된 신호를 통하여 안테나의 이득, 반사 손

실, 각 소자의 삽입 손실, 시스템의 Dynamic range 및 잡

음 전력, 송신 전력, 송신 파형의 제어 방법, 송수신 간의 

누설 등과 같은 설계 사양이 적절한 지 확인 할 수 있었

고, 차 주파수 성분에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오차를 추

가하여 VCO 의 비선형 특성에 대해 모의 하였으며, 수
면의 잔물결과 마이크로파의 공진에 의해 발생하는 브

래그 스펙트럼 라인에 대해서도 모의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 영역의 모의 신호 및 스펙트럼 신호들

(a)

(b)

Fig. 6 (a) Time domain simulated signal for Interval 1st, 
(b) Simulated beat signal spectrum for Interval 1st

(a)

(b)

Fig. 7 (a) Time domain simulated signal for Interval 2nd, 
(b) Simulated beat signal spectrum for Interval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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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계된 시스템의 성능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호 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거나 검증하

는 데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FMCW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

여 수위와 표면 유속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이를 통해 비교적 정밀하게 유량을 측

정할 수 있는 레이다의 송신 파형을 설계하였다. 요구된 

송신 파형을 생성 및 처리할 수 있는 송·수신 단의 구조

를 제안하였으며, 브래그 공진, 누설의 영향, VCO 의 비

선형성, 위상 잡음의 영향 등 추가적인 설계 고려 사항

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제안된 레이다 송신 파형 및 

송수신 단의 구조가 적절한 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설

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신된 신호를 모의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간단하게나마 설계된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신호 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비교 및 검증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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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Time domain simulated signal for Interval 3rd, 
(b) Simulated beat signal spectrum for Interval 3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