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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이더(RADAR)는 전자기파 신호를 송신하고 반사

되어 되돌아오는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이용하여 대상 

표적의 거리, 각도, 레이더 반사성(RADAR refl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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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측정한다. 대상 표적의 탐지는 레이더에서 수신

된 반사 신호를 기반으로 하며, 대상 표적으로부터 야

기된 반사 신호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파워 문턱값

(Threshold)을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일정 오경보

율(CFAR; Constant False Alarm Rate)이 사용된다[1,2]. 
이러한 탐지 기술을 통하여 목표로 하는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거나 상황 인지를 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표적과 그 표적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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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pulse repetition frequency jitter compensation for 
generating Doppler profile. Exact phase compensation of each pulse is required to obtain Doppler profiles under 
pulse repetition frequency jitter. Three parameters such as velocity, pulse repetition frequency, and carrier frequency 
are examined to cause errors when conducting the pulse repetition frequency jitter compensation, then assuming 
well-focused Doppler profiles reflect well-conducted pulse repetition frequency jitter compensation, the proposed 
method in this paper utilizes the contrast to measure how well Doppler profile is generated. These are validated by 
electromagnetic computation data and computer simulation. Then, it is concluded which parameter is important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pulse repetition frequency jitter compensation by using the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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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다면 탐지와 추적에 대한 수행을 더 수월

하게 할 수 있게 된다[3,4].
  다양한 대함 및 대공 미사일에 대항하는 함정 및 

항공기들의 공격 및 방어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떤 레이더 신호 파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

는 것이다. 레이더 신호의 형태는 크게 지속파(CW; 
Continuous Wave)와 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펄스 신

호는 펄스 반복주기(PRI; Pulse Repetition Interval) 특성

에 따라 고정, 스태거, 랜덤(Random)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 펄스 반복주기는 매번 발생시키는 펄스 반

복주기의 값이 변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펄

스 신호이다. 스태거 펄스 반복주기는 일정 주기로 몇 

개의 고정 펄스 반복주기가 펄스 단위로 변경시키는 

펄스 신호이다. 랜덤 펄스 반복주기는 정해진 특정 기

준 펄스 반복주기를 기준으로 정해진 변화폭 내에서 

임의로 펄스 반복주기가 변하는 펄스 신호이다.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PRF jitter; Pulse Repetition Frequency 
jitter)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펄스의 반복률을 불규칙

하게 변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가 펄스주기를 예측하

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전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

법이다[5].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신호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상대로 하여금 레이더 신호 파형의 펄스 반복주

기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플

러 프로파일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플러 정보는 

레이다와 표적 사이의 상대 속도 및 표적의 개수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펄스 반복주파수 지

터를 사용하면서 도플러 프로파일을 획득할 수 있다

면, 표적과 그 표적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탐지와 추적에 대한 수행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신호를 수신하여 도플러 프

로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상을 보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6,7]. 각 펄스의 펄스 

반복주파수 등의 값이 어긋나는 만큼 위상 오차가 발

생하게 되며, 위상 오차가 존재할 경우 도플러 프로파

일이 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도플러 정보 획득에 어

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이 펄스 반복주파수 지

터 신호를 수신하여 도플러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

는 정확한 위상을 보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일정하

지 않은 펄스 반복주파수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펄

스 반복 주기를 스태거 또는 랜덤 형식으로 하면서 

특정 함수를 보상텀으로 추가함으로써 도플러 모호성 

또는 거리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8,9]. 현재까지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를 운

용하는 시스템에서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 별로 분석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펄스 반복주파수 지

터를 운용하는 시스템에서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각 파라

미터의 오차에 따른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각 파라미터의 오차가 도플러 프로파

일 생성에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지에 대한 정도를 도

플러 프로파일의 퍼진 정도로 측정하며, 이를 위하여 

컨트라스트(Contrast)를 사용하여 판단하도록 한다[10]. 
최종적으로 도플러 프로파일과 컨트라스트 값을 비교

하여 레이더 시스템의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 성

능 분석을 위한 적절한 컨트라스트 값을 도출하도록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를 선정하고,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 정도를 계산하기 위한 측정 수단으로 컨트

라스트를 소개한다. 3장에서 보상에 영향을 주는 파마

미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설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선별된 파라미터에 따른 펄스 반

복주파수 지터 보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 선별 및 보상 정도 측정

Fig. 1. Block diagram for the performance analysis of 

pulse repetition frequency jitter compensation

  Fig. 1은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의 성능분석을 

위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1 위상결 유지 신

호 처리 주기(CPI; Coherent Processing Interval)의 I, Q 
데이터를 받으면 각 펄스 별로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2.1
절에 설명되어 있다. 그 다음 거리-도플러 지도(Range- 
Doppler Map)를 생성한 후, 일정 오경보율을 이용하여 

추적 거리셀을 찾아낸다. 해당 거리 셀에서의 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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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이 얼마나 잘 생성되었는지, 즉, 펄스 반복주

파수 지터 보상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컨트라스트

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2.2절에 나타내었다.

2.1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파라미터 선별

  본 절에서는 도플러 프로파일 생성을 위한 펄스 반

복주파수 지터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를 

선별하도록 한다. 레이더에서 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펄스 신호를 송신한다고 가정한다.

  
 × 


  (1)

여기에서 는 시간 에서 송신 신호, 는 신호의 

크기, 는 송신 신호의 위상, 는 펄스 지속시간, 

는  


≤  ≤  

  의 경우에 1이고 나머지 경우에

는 0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그리고 산란점으로부터 반

사되어 입력되어 들어오는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다.

  
 × 


  (2)

여기에서 는 반사된 신호의 크기이고 는 송신 주

파수, 는 레이더와 산란점 사이의 시간 지연이다. 편

의상 를 생략하고 식 (2)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3)

여기에서 는 레이더와 산란점 사이의 최초 거리, 

는 빛의 속력, 는 시선각 속도를 의미한다. 식 (3)
의 첫 번째 지수함수 성분은 송신 신호의 초기 위상 

성분, 두 번째 지수함수 성분은 레이더와 산란점 사이

의 최초 시점에서의 거리에 의한 위상 성분이며, 마지

막 지수함수 성분은 레이더와 산란점의 위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상 변화 성분이다. 펄스 도플러 레

이더에서는 마지막 지수함수 성분을 이용하여 도플러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에 대한 

수식을 유도하기 위해 식 (3)을 샘플링된 식으로 변환

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여기에서 은 위상결 유지 처리 주기 동안  펄스

가 있다고 가정할 때 번째 펄스의 인덱스를 나타

내며( ≤  ≤ ), 는 기준 펄스 반복주기, 

는 도플러 주파수를 나타낸다. 만약 펄스 반복주기

가 일정하다면, 고속 푸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도플러 프로파일을 얻는데 어

려움이 없다. 하지만,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를 운용한

다면, 즉, 식 (4)에서 매 펄스마다 고정된 가 아

니라 랜덤하게 변하는 펄스 반복주기를 갖는다면 고

속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도플러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에 의하여 각 펄스마

다 펄스 반복주기 차이로 생긴 오차를 보상해야 하며,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가 존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5)

여기에서 는 번째 펄스의 펄스 반복주기를 의

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을 

하기 위해 도플러 파형 생성만을 고려하여 수신 신호

에 식 (6)와 같이 보상 성분을 적용하여 식 (7)처럼 보

상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각 펄스 반복 주기에 해당

하는 시간 동안 상대 속도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리와 

관련된 위상값을 보상함으로써 도플러 프로파일에 피

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  ×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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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시스템에 의해 추정된 시선각 속도를 

의미한다. 는 제로 도플러에 피크가 생성되는 

것을 펄스 반복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피크가 

생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식 (7)에 식 (6)를 대입

하여 정리하면 최종 보상 신호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8)

식 (6) 및 (7)의 보상을 위한 위상정보에서 알 수 있듯

이 도플러 프로파일 생성을 위한 펄스 반복주파수 지

터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는 3가지 존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식 (6)에서 추정된 속도 오차

와 각 펄스 반복주기, 식 (7)에서 송신 중심 주파수 

오차가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에 영향을 주는 파

라미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이 3가지 파라

미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2.2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 정도 측정

  1차원 신호에 대하여 신호의 퍼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컨트라스트를 사용하였다[10].

 








  



 

  


  





 (9)

여기에서 은 도플러 프로파일의 셀 개수이며, 는 

번째 셀의 파워(데시벨)를 의미한다. 컨트라스트는 

표준편차와 평균의 비율로 이해할 수 있으며, 피크의 

날카로운 정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시뮬레이션 설정

  본 논문에서는 간결성을 위해 시선각 방향으로 움

직이면서 하나의 산란점으로 구성된 하나의 표적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적의 초기 거리

는  = 5 km로 가정하였다. 시선각 속도는  = 0 
m/s,  = 260 m/s와  = 1050 m/s를 적용하였다. 
중심 주파수가 15 GHz인 Ku 밴드 대역을 가정하였으

며, 신호 대 잡음비는 35 dB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펄스 압축을 위해 선형 주파수 모듈레이션(linear 
frequency modulation)을 사용하였으며, 주파수 대역폭은 

4 MHz이다. 빠른 시간축(Fast Time)의 신호처리 샘플

링 주기는 6.7 MHz이다. 펄스 반복 주파수는 10 kHz
이고 적분 기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상결 유지 

처리 주기 동안 100개의 펄스를 사용하였다. 펄스 반

복주파수 지터는 20 %와 40 %를 적용하였다. 도플러 

프로파일 생성 시 체브세브 윈도우를 사용하였다. 컨

트라스트 계산 시, 50회 시험의 결과들을 평균하였다.
  Fig. 2와 3은 각각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을 하

지 않았을 경우와 정확한 파라미터 값으로 보상했을 

때의 거리-도플러 지도를 보여준다. 각 펄스 반복주기 

차이로 생긴 위상 오차를 보상하지 않으면 Fig. 2처럼 

도플러 프로파일이 완전히 도플러 축으로 퍼지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오차의 보상을 정확히 할 경우 Fig. 
3처럼 도플러 프로파일이 퍼지지 않고 특정주파수에 

잘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와 3 경우의 표

적이 존재하는 거리셀의 도플러 프로파일의 컨트라스

    Fig. 2. Range-Doppler map without PRF jitter 

compensation

  Fig. 3. Range-Doppler map with perfect PRF jitte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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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값은 각각 0.1313와 0.3332이었다. 도플러 프로파일

이 잘 모아질수록 컨트라스트 값은 커지고, 반대의 경

우에는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시

험들을 통하여 도플러 프로파일의 형태를 관찰한 결

과, 오차의 보상이 부정확해질수록 피크 모양이 유지

가 안 되면서 점점 도플러 축으로 퍼지는 경우들의 

컨트라스트 값을 확인하였으며, 컨트라스트가 0.27 이

상일 때 도플러 프로파일 생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는 결론을 내렸다. 단, 이 기준과 값은 본 논문의 시

뮬레이션 설정에 따른 결과임에 유념해야 한다. 다음 

절부터는 각 파라미터 별로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

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도플러 프로파일의 모양

과 컨트라스트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4. 파라미터에 따른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에에 

대한 영향

4.1 추정 속도 오차

  실제 상대 속도와 추정 상대 속도의 오차를 10 m/s
부터 50 m/s까지 10 m/s 간격으로 시험하였으며, 표적

과의 상대속도가 0 m/s, 260 m/s, 1050 m/s인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4는 펄

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추정된 상

대속도의 오차가 매 펄스마다 일정하게 존재할 경우

에 대하여 오차의 정도에 따른 컨트라스트 결과를 나

타낸다. Fig. 1의 경우의 컨트라스트 값 및 보상의 잘

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0.27을 참고치로 그림에 

같이 표기하였다(x축에 수평하게 표시됨). 추정 상대

속도 오차가 커질수록 컨트라스트 값이 작아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20 %일 때보다 

40 %일 때 컨트라스트 값이 더 작으며, 작아지는 폭 

또한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적과의 상대속도가 0 
m/s, 260 m/s, 1050 m/s 인 경우를 비교하면 서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Fig. 5와 6은 상대 속도가 

1050 m/s,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가 20 %일 때 추정 

상대 속도 오차가 각각 30 m/s일 경우와 40 m/s인 경

우의 거리-도플러 지도의 예시들을 보여준다. Fig. 3과 

비교할 때 확실히 도플러 프로파일이 퍼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속도 오차가 30 m/s일 때보다 40 m/s
인 경우가 도플러 프로파일이 더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컨트라스트 값은 각각 0.2768와 

0.2610이었다.

Fig. 4. Contrasts for Doppler profile according to 

compensation error caused by velocity offset 

(relative velocity: 0 m/s(black), 260 m/s(blue) 

and 1050 m/s(red))

 

Fig. 5. Range-Doppler map when applying PRF jitter 

compensation with velocity offset 30 m/s 

(relative velocity 1050 m/s, PRF jitter 20 %)

Fig. 6. Range-Doppler map when applying PRF jitter 

compensation with velocity offset 40 m/s 

(relative velocity 1050 m/s, PRF jitter 20 %)

4.2 펄스 반복주파수 오차

  하드웨어에서 송신된 펄스 반복주파수와 주파수 합

성기에서 의도된 펄스 반복주파수 사이에 오차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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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을 경우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펄스 반복주파수 오차를 

만들기 위하여, 기준 펄스 반복 주파수인 10 kHz를 

이용하고자 ±10 kHz 범위에서 동일 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갖는 확률분포함수에서 임의로 하나의 

값을 추출하고, 이 값에 오차 비율을 곱함으로 펄스 

반복주파수 오차를 생성하였다. 이를 매 펄스마다 생

성하여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 시 적용하였다. 
Fig. 7은 표적과의 상대속도가 각각 0 m/s, 260 m/s, 
1050 m/s인 경우에 대하여 펄스 반복주파수 오차 비

율을 0.5 %부터 3 %까지 0.5 % 간격으로 시뮬레이션

을 한 결과를 보여준다. 상대속도가 0 m/s 일 때는 식 

(8)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펄스 반복주파수 오차와 상

관없이 제로 도플러 성분에만 신호가 잘 생성되어 컨

트라스트 값이 높다. 값이 약간씩 변동이 있는 것은 

가운시안 분포를 갖는 노이즈가 매 시뮬레이션마다 

다르게 생성되기 때문이다. 상대속도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 비율이 커질수록 컨트라스트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표적과의 상대속도가 260 m/s일 때보다 

1050 m/s일 때 컨트라스트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20 %일 때보다 40 
%일 때 컨트라스트 값이 약간 더 작은 경향을 보인다. 
Fig. 8과 Fig. 9는 표적과의 상대속도가 1050 m/s, 펄

Fig. 7. Contrasts for Doppler profile according to 

compensation error caused by PRF difference 

between real PRF and intended PRF(relative 

velocity: 0 m/s(black), 260 m/s(blue) and 

1050 m/s (red))

Fig. 8. Range-Doppler map when applying PRF jitter 

compensation with PRF error 0.5%(relative 

velocity 1050 m/s, PRF jitter 20 %)

Fig. 9. Range-Doppler map when applying PRF jitter 

compensation with PRF error 1 %(relative 

velocity 1050 m/s, PRF jitter 20 %)

스 반복주파수 지터가 20 %일 때 펄스 반복주파수 

오차 비율이 각각 0.5 %와 1 %인 경우에 대한 거리-
도플러 지도 예시이다. 표적이 존재하는 거리셀에 대

하여 각각의 컨트라스트는 0.2898과 0.2461이었다. 펄

스 반복주파수 오차 비율이 0.5 %인 경우에는 도플러 

축으로 부엽 레벨이 높지 않고 도플러 프로파일이 특

정주파수에 모인다고 볼 수 있으나 오차 비율이 1 %
인 경우에는 부엽도 상당히 높은 편이면서 도플러 프

로파일이 잘 모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송신 중심 주파수 오차

  하드웨어에서 송신된 중심 주파수와 주파수 합성기

에서 의도된 중심 주파수 사이에 매 펄스마다 일정하

게 오차가 존재할 경우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표적과의 상대속도가 0 m/s, 
260 m/s, 1050 m/s인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

션하였다. Fig. 10은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하는 

과정에서 송신 중심 주파수 오차 정도에 따른 컨트라

스트 결과를 표적과의 상대속도가 0 m/s, 260 m/s, 
1050 m/s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나타낸다. 4.2절에서

처럼, 송신 중심 주파수 오차와 상관없이 제로 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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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trasts for Doppler profile according to 

compensation error caused by carrier 

frequency offset(relative velocity: 0 m/s 

(black), 260 m/s(blue) and 1050 m/s(red))

Fig. 11. Range-Doppler map when applying PRF jitter 

compensation with carrier frequency offset 

0.4 GHz(relative velocity 1050 m/s, PRF jitter 

20 %)

Fig. 12. Range-Doppler map when applying PRF jitter 

compensation with carrier frequency offset 

0.6 GHz(relative velocity 1050 m/s, PRF jitter 

20 %)

성분에만 신호가 잘 생성되어 컨트라스트 값이 높다. 
그 외 상대속도에서는 송신 중심 주파수 오차가 커질

수록 컨트라스트가 작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표적과의 상대속도가 클수록 같은 송신 중심 주파수 

오차에 컨트라스트 값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20 %일 때보다 40 %일 때 컨

트라스트 값이 더 작다. Fig. 11 및 12는 표적과의 상

대속도가 1050 m/s,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가 20 %일 

때 송신 중심 주파수 오차가 각각 0.4 GHz, 0.6 GHz
인 경우에 대한 거리-도플러 지도 예시다. 표적이 존

재하는 거리셀에 대하여 각각의 컨트라스트는 0.2753
과 0.2489이었다. 송신 중심 주파수 오차가 0.4 GHz인 

경우보다 0.6 GHz인 경우에 도플러 축으로 부엽 레벨

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도플러 프로파일이 

특정주파수에 잘 모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 결과 분석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설정한 시뮬레이션 설정 환

경에서 각 파라미터 별 성능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한 

규격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3장에서 언급한대로 컨트

라스트가 0.27 이상일 때 도플러 프로파일 생성에 문

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한 규격이

다. 상대속도가 0 m/s일 때에는 펄스 반복주파수 및 

송신 중심주파수 오차만 존재 시 제로도플러가 잘 생

성되므로 빈 칸으로 두었다. 추정 속도 오차는 상대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였으며, 펄스 반복

주파수 오차의 경우, 상대 속도에 따라 다른 성능 기

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송신 중심주파수 오차 

역시 상대 속도에 따라 다른 성능 기준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의 정도가 커질 경우, 오

차 허용범위는 작아졌다. 중요한 점은 본 논문에서 내

린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3장에서 언급한 시

뮬레이션 설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적용하는 시스템 

설정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환경

에 맞는 설정을 통하여 적절한 기준이 나올 수 있다

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를 운용하는 

시스템에서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로서, 실제 상대 속도와 추정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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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오차, 하드웨어에서 송신된 펄스 반복주파수와 

주파수 합성기에서 의도된 펄스 반복주파수 사이에 

오차, 하드웨어에서 송신된 중심 주파수와 주파수 합

성기에서 의도된 중심 주파수 사이의 오차를 선정하

였다. 그리고 각 파라미터의 오차에 따른 영향을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파라

미터의 오차가 도플러 프로파일 생성에 영향을 얼마

나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척도로 도플러 프로

파일의 퍼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컨트라스트를 

제안하였으며, 추정 속도 오차, 펄스 반복주파수 오차, 
송신 중심주파수 오차에 대하여 컨트라스트가 특정 

기준 이상의 값을 가질 때를 기준으로 성능 규격을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본 논문에서 내린 기

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스템 설정 파라미터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은 향후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보상이 필요한 시스템에서 성능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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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건

 파라미터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20 % 펄스 반복주파수 지터 40 %

v = 0 m/s v = 260 m/s v = 1050 m/s v = 0 m/s v = 260 m/s v = 1050 m/s

추정속도 

오차 허용범위
< 30 m/s < 30 m/s < 30 m/s < 10 m/s < 10 m/s < 10 m/s

펄스 반복주파수 

오차 허용범위
- < 2 % < 0.5 % - < 1.5 % < 0.5 %

송신 중심주파수 

오차 허용범위
- < 1.6 GHz < 0.4 GHz - < 0.8 GHz < 0.2 GHz

Table 1. Performance requirements of pulse repetition frequency jitter compensation according to PRF jitter and 

relative velo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