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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낮은 스퓨리어스 레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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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설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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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FMCW 레이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형 처프

신호를 만들 때 발생하는 스퓨리어스 성분이 성능에 끼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이런 스퓨리어스 성분의 레벨을 낮출 수 있는 RF 체

인 설계 구조를 제시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FMCW 레이다 시스템에서 선형 처프 신호를

만드는 방식인 DDS와 체배기의 조합에서는 각 부품들의 비선형적

인 특성 때문에 최종 출력단에서 만들고자 하는 선형 처프 신호

외에 다른 기울기를 갖는 스퓨리어스 성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런 경우, 레이다 시스템이 쓰이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 이러한 스

퓨리어스 성분이 본래 탐지하고자 하는 타겟을 오인식하게 하는

정보를 만들어내게 되고, 본래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기 위

한 Threshold 값을 시스템에 맞게끔 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Threshold 값보다 낮은 스퓨리어스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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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소스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기존의 DDS와 체배기만을

조합하여 만들던 방식에서 믹서를 도입하여 주파수 변환을 추가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주파수 변환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체배

만을 통한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하모닉 성분들이 in-band에 포

함되어 스퓨리어스 레벨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 변환으로 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체배를 하게 되면 본

래 신호와 하모닉 성분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므로, 필터링이 더

용이해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더하여 해당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

측하고, 실제 소스 보드를 제작하여 앞서 언급한 시스템에서 필요

로 하는 Threshold 값보다 낮은 스퓨리어스 레벨을 갖는 것을 실

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스퓨리어스 성분들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 소스 체인이 실제 FMCW 레이다 시스

템에 사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시뮬레이터를 통해 검증하였

다.

주요어 : FMCW Radar, Linear Chirp Source, Low Spurious

Level

학 번 : 2018-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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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레이다 시스템은 군사용 뿐만 아니라 의료,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1]-[2] 특히 레이다는 광학 센서 등과는 다르게 날씨, 광

량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Automotive applications 혹은

Security applications에서 타겟 인식에 주로 사용된다. [3]-[4]

이 중 FMCW 레이다는 비교적 간단한 하드웨어 구성과 광대역으로

구현시 높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기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FMCW 레이다 시스템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보내고 받는 처

프 신호의 Linearity와 Clearance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타겟의 인식이 정확할 수 있다. Linearity의 경우에는 디지털 방

식이 도입되면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왔으나 [5], 처프 신호를 만들어

내면서 회로상의 부품의 Non-linearity로 인해 발생하는 하모닉이나 스

퓨리어스 성분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하모닉이나 스퓨리어스 성분은 시스템적으로 보았을 때

는 결국 노이즈로 작용하여 레이다의 타겟 인식률을 떨어뜨리고, 오인식

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처프 신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상용화된 부

품들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하모닉이나 스퓨리어

스 성분이 레이다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밝히고, 이러한 성

분들을 최대한 제거하여 타겟 인식률을 올리고 이러한 노이즈 성분들에

의한 인식 오류를 줄이기 위한 회로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FMCW 레이다의 동작 원리 및 처프 신호의 생성 방법,

처프 신호와 레이다 성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레이다 시스템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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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제안하

고자 하는 처프 신호 구성의 개요 및 블락도, 회로를 살펴보고, 그 회로

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보드로 구현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

는 실제 제작한 보드의 결과물을 보고 그것들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그 구성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추후 개선점을 찾아보면서 결론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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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FMCW 레이다

연속파 레이다의 한 형태인 FMCW 레이다는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CW 신호를 사용한다. 주파수 변조된

신호를 연속적으로 보내고, 타겟에 맞고 돌아오는 수신 신호를 송신 신

호와 믹싱하여, 표적의 거리 및 속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비트 주

파수를 얻는다. 그 비트 주파수를 Baseband 단에서 신호 처리하여 타겟

을 인식하게 된다.

제 1 절 FMCW 레이다 동작 원리

FMCW 레이다에서 사용하는 상승형 처프 시그널은 아래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6]

   cos 

  (1)

 

  
(2)

이 때, 처프 시그널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까지 주기 T만큼 선형

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이다. 는 송신단의 Phase Noise이다.

그리고 위의 신호가 송신 안테나를 통해 방사된 후 타겟을 맞고 돌아

오면 그 시간의 차이만큼 수신 신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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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s   


  (3)

이 때, 는 송신 신호가 타겟을 맞고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고,

은 수신단의 Phase Noise 이다.

위의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를 믹싱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Beat

Frequency를 얻게 된다.

   ″cos  

   (4)

이렇게 얻은 Beat Frequency를 FFT하게 되면 값을 얻을 수 있고,

를 통해 전파의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가정하고, 타겟까지의 거리를 계

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도식적으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FMCW 처프 신호와 비트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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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hirp Signal 의 생성

FMCW 레이다에서 사용되는 광대역의 LFM 처프 신호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방법은 전압에 따라 생성 주

파수가 달라지는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나 전류에 따라 주

파수를 다르게 만들어내는 YTO(YIG Tuned Oscillator)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7] 이 방법의 경우 공급하는 전압이나 전류의 범위에 따라 광대

역의 처프 신호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호의 선형성이 보장

되지 않고 주파수가 변하는 속도가 느려 빠른 주기를 갖는 처프 신호를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디지털적인 신호를 만

들고 그것을 DAC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시키는 DDS(Direct

Digital Synthesizer)로 베이스 신호를 만들고, 그것을 주파수 체배기 등

을 통해 광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경우 신호의 선형성을 확

보하기 쉽고 신호 주기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소 회

로 구성이 Bulky하고 회로를 통과하면서 소자들의 Nonlinearity 등의 원

인으로 Spurious 성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 3 절 Chirp Signal과 레이다 성능과의 관계

레이다의 성능을 나타냄에 있어 사용하는 지표로는 목표로 하는 특정

사이즈의 타겟을 감지해낼 수 있는 인식 거리, 안테나로부터 타겟까지의

거리 및 각도의 정확성, 하나의 타겟을 다른 타겟과 구별할 수 있는 능

력, 타겟의 타입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하드웨어의 가용성이나 신뢰성

등이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타겟을 맞고 돌아오는 신호를 다른 Clutter

나 Interferer 로부터 맞고 돌아오는 신호와 구분해내는 능력이 아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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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표인데, 이는 타겟 탐지 확률 (Probability of Detection, ) 과

오판 확률 (Probability of False Alarm, ) 로 표현되는 Detectability

Factor를 이용한 Constant False Alarm Rate (CFAR) 으로 표현이 가능

하다. 그리고 이 값은 결국 레이다가 송출하는 신호와 노이즈의 레벨 차

이인 Signal to Ratio (SNR)와 타겟과 노이즈의 구분 지점인 Threshold

값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이와 같은 성능 지표는 레이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성분이 일종의 Random한 성분일 때, 노이

즈 레벨이 타겟 인식의 기준인 Threshold 값을 넘을 확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값이고, 이 논문에서 살펴볼 SNR 값을 결정하는 노이즈의 원인

은 Spurious 성분이다. 체배 및 변환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Spurious 성

분이 원래 의도한 처프 신호가 아닌 기생 처프 신호를 만들어냄으로써,

위의 FMCW 레이다 동작 원리에서 보았던 의도한 k 값이 아닌 노이즈

로 볼 수 있는 k’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생 처

프 신호에 따른 타겟 인식 오류를 줄이기 위한, 본래 처프 신호 대비 기

생 처프 신호의 비율, 즉, SNR 값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

다.

우선 기본적인 레이다 공식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시작해보면, 아래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에 위치한 Target을 맞고 돌아온 본 신호의 세기

 
∙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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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위치한 Clutter를 맞고 돌아온 노이즈의 세기

 
∙



∙∙
∙
∙






∙


∙∙∙
(6)

 는 송신 안테나에서 송출되는 본 처프 신호의 크기이고,  는 안

테나 게인,  은 본 처프 신호 대비 기생 처프 신호의 파워 비율이다.

여기서 진짜 타겟을 맞고 온 본래 처프 신호가 만드는 Beat Freq.와

Clutter를 맞고 온 기생 처프 신호가 만드는 Beat Freq. 의 크기가 같게

되는 지점이 Threshold 값을 정하는 기준값이 될 것이다. 그것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
∙



∙∙
∙∙

∙


∙∙∙
⇒ 


∙



∙


(

7)

와 같다. 이 식을 토대로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휴대하고 있는 사물을

타겟팅 한다고 가정하면, 타겟과 Clutter의 RCS 비율이 10배 정도 되고,

4m 정도의 건물 천장에 안테나를 설치하였다고 가정하여, 거리별 SNR

값을 RCS 비율로 plot 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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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arget과 Clutter의 거리 비율에 따른 SNR

이 결과를 토대로 만들고자 하는 FMCW 레이다 시스템의 인식 거리

에 따른 노이즈 레벨 Spec.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일반 건물 천정에 송수신 안테나를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지나다니는 행인의 소지품을 타겟으로 한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건물의 높이인 4m 가 레이다 시스템의 Upper

range가 되고, target과 clutter의 RCS는 2배 차이난다고 가정하겠다.

Worst case를 가정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Clutter인 사람의 키는

+2SD 지점의 193cm를 적용하고, Target 의 위치는 Upper limit인 4m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 4m 에 위치한 Target을 맞고 돌아온 본 신호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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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

* 193cm 에 위치한 Clutter를 맞고 돌아온 노이즈의 세기

 
∙



∙∙
∙
∙






∙

∙∙∙
(9)

* 두 신호가 같을 때,  의 값



∙



∙



∙
∙

≈ ⇒ ≈ ≈  (10)

위 결과를 보면, 이 시스템에서 Spur 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생 처프

신호의 크기는 본 신호 크기보다 14.5dB 이상 낮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레이다 시스템이 Target 신호 대비

20dB() 이하의 크기를 갖는 노이즈를 갖고 있고, Target 인식을 위한

Threshold 값을 Tm 거리의 타겟 인식 파워 값에서 15dB 낮은 지점

()으로 설정하였다면, 이 시스템의 (Probability of Detection)과

(Probability of False Alarm)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의 경우, 아래 식 11과 같이 Received Signal의 Threshold 값만큼

낮은 신호는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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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

[그림 3] FMCW 레이다 시스템의 한 예

[그림 4] 세계 인구 신장 분포도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 확률을 제외한 값이  값이 된다.

의 경우에는 반대로 아래 식 12와 같이 노이즈가 클러터를 맞고

온 신호의 세기가 위에서 설정한 Threshold 값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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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2)

이것을 도식화 하면 그림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빨간색 네모로 표

현된 Window의 너비 및 위치는 Threshold 값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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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reshold 값 설정에 따른 Probability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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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처프 시그널 소스

제 1 절 소스의 구성

근래 많은 FMCW 레이다 시스템에서는 처프 신호의 Linearity와 신

호 주기 조건 때문에 DDS를 사용한 신호 생성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기존에 대부분의 DDS 기반으로 처프 시그널을 만드는 방식은 DDS로

생성한 처프 신호를 곧바로 체배기를 통해 원하는 대역만큼 체배하는 방

식이었다. 본 논문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12-18GHz 대역의 신호를 생

성한 기존 논문[8]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DDS

를 이용하여 1.5-2.25GHz 대역의 Linear Chirp 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를

필터 및 증폭기, 체배기를 이용하여 목표 주파수 대역인 12-18GHz 처프

신호를 만들게 된다.

이 경우, 그림 7과 같이 체배기의 동작 원리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Harmonics 성분들이 필터링 되지 않은 채 본 신호 대역에 포함될 수 밖

에 없고, 그 하모닉 성분들이 만들어내는 Beat Freq. 로 인해 타겟 인식

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설명한 대로 4m 정도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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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 인식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러한 하모닉 성분들이 –

24dB 이상Rejection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칩들의 하모

닉 성분 Rejection 성능을 데이터시트를 통해 살펴보면 –15dB ~ -20dB

수준으로 해당 Spec.을 맞추기 힘들다.

[그림 6] DDS와 체배기로 구성된 처프 신호 발생기의 구성과 블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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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DS와 체배기만으로 처프 신호를 만들 때 주파수 변환도

이러한 주파수 Overl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구성은 믹서를 이용한 주파수 변환을 중간 과정에 삽입하는 것이다. 그

렇게 되면, 체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모닉 성분들이 In-band 내로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다 필터링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성의 블록 다이아그램은 그림 8과 같다. 우선

RFSoC를 이용하여 DDS를 구성하여, 1-2.5GHz 대역의 Linear한

Up-chirp 신호를 만든다. 이 신호를 Up-conversion Balanced Mixer를

이용하여 4GHz LO와 믹싱하여 5-6.5GHz 대역의 신호로 변환한 뒤, 2체

배를 2번 거쳐 20-26GHz 대역의 신호로 만든다. 그 신호를 마지막

Down-conversion Mixer를 이용하여 8GHz LO와 믹싱 후, 12-18GHz

대역의 원하는 신호로 만든다. 이렇게 신호를 만들게 되면, 그림 9에서

보이는 것처럼 Mixing 및 체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모닉 성분들을 쉽

게 필터링 할 수 있어 보다 깨끗한 Chirp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전체적인 구성 중간중간에는 하모닉 성분들을 필터링 해 줄 LPF,

HPF 및 BPF들을 배치하고, Mixer 및 체배기의 입력 파워 레벨을 맞춰

주기 위한 Amplifier와 Attenuator를 넣어주었다. 첫 번째 믹서의 경우에

는 Image 성분을 줄이기 위한 Balanced Mixer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Differential 신호를 만들어 줄  Hybrid Coupler를 입력단에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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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최종 출력단에는 Divider를 배치하여 Tx 안테나로 보낼 신

호와 Rx 단에서 되돌아온 신호를 믹싱할 때 필요한 Ref. 신호를 만들어

주었다.

회로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용화

부품을 사용하였고, 자세한 부품 내역은 표에 기재하였다.

[그림 8] DDS와 체배기, 믹서로 구성한 처프 신호 발생기의 블락도

[그림 9] DDS와 체배기, 믹서로 처프 신호를 만들 때 주파수 변환도



- 17 -

[표 1] 회로 구성 부품 리스트

　 Category Units Vendor

LFCG-2850+ LPF 2 Mini-circuits
C0727J5003AHF Coupler 1 Anaren

HMC525 Mixer 1 Analog Devices

LFCN-722+ LPF 2 Mini-circuits
HFCN-4600+ HPF 2 Mini-circuits

AEQ05472 Equal. 1 knowles

HMC540S Atten. 1 Analog Devices

HMC407 PA 2 Analog Devices
BFCN-5540+ BPF 2 Mini-circuits

HMC561 Multiplier 1 Analog Devices

HMC920 Bias Ctrl 2 Analog Devices

XHF-14M+ Filter 1 Mini-circuits
L128XH4S Filter 1 knowles

LFCW-133+ Filter 1 Mini-circuits

HMC576 Multiplier 1 Analog Devices
H182XHXS Filter 1 knowles

MM2-0530LSM Mixer 1 Markimicrowave

AEQ05467 Equal. 2 knowles

B148QF0S Filter 3 knowles
HMC1082 PA 2 Analog Devices

PDW05758 Divider 1 know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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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로 및 레이아웃 설계와 보드 제작

회로도 구성 및 레이아웃은 Allegro社 의 Capture와 PCB Editor를 사

용하였다. RF line은 CPWG 라인으로 구성하여 1층 Metal과 2층 Metal

사이에 유전체의 유전율과 두께를 고려하여 50ohm 매칭 라인으로 구현

하였고, 전원 라인은 3층, 그 둘 사이인 2층은 GND 층으로 두었으며, 총

4층 PCB로 전체적인 Stack 정보는 그림 10과 같다. GCPW 라인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Line width 및 GND via의 간격을 대부분의 RF

라인에서 동일하게 가져갔고, Power 공급 라인과 RF 라인도 최대한 이

격되도록 Routing 진행을 했다. 추후 Source 보드 외에도 Switch 보드,

Receiver 보드, Reference 보드와 함께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

기 위해 크기는 120 X 380 크기로 통일하였다.

Source 보드의 Layout은 그림 11과 같고, 임피던스가 틀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배치는 되도록 직선 형태로 구현하였다. 그리고 중간

중간 RF 신호를 Probe로 측정하기 위해 표면의 RF 시그널 라인 주변

GND는 Open 시켜두었다.

PCB 제작 및 부품 실장을 진행한 이후 보드의 모습은 그림 12와 같

고, 설계부터 제작까지 걸린 기간은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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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0] PCB 기판 Stack

[그림 11] PCB Layout 및 Routing (위에서부터 1층, 3층, 4층)

[그림 12] 실제 제작된 PCB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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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imulation and Measurement

제 1 절 회로 시뮬레이션

앞서 구성한 회로의 제작에 앞서 Keysight社의 SystemVue 시뮬레이

터를 이용하여 그림 13과 같이 구성한 후,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을 예상

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그림 14와 같이 처음 설계시 의도했던 대

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12-18GHz 대역 외의 구역에서는 거의 하모닉

및 Spur 성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In-band 내에

발생하는 Spur 성분의 최대치는 출력 파워 대비 –20dB 크기를 가지고,

타겟 주파수 대역 외에 위치하는 Spur 성분의 최대치는 출력 파워 대비

–60dB 크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In-band 에 발생하는 Spur 성분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성분의 발생

원인은, 첫 번째 Mixer에서 LO와 Mixing 되지 않고 곧바로 RF 포트 쪽

으로 Leakage된 IF 성분이 4체배 된 성분과 4G Up-conversion 이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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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에서 체배되지 않고 그대로 Thru로 진행된 성분, 그리고 2개의 체

배기 중 하나의 체배기에서만 2체배 되고 나머지 하나는 Thru로 통과한

성분의 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Out-band 성분 중 가장 높은 성분은 마지막 Mixer에서의 2nd

하모닉 성분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SystemVue 회로 구성도

[그림 14]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

제 2 절 보드 측정 결과

실제 제작한 보드는 그림 15와 같은 셋업으로 결과값을 측정하였다.

우선 입력 신호는 RFSoC를 통해 만들어진 Linear Up-chirp 신호를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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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게 되고, 중간에 Mixer를 통해 Conversion 시켜주는 주파수는

Signal Generator를 사용하여 CW 신호를 넣어주었다. 전원은 파워 서플

라이 및 자체적으로 제작한 파워 보드를 사용하여 각 부품들에

6V/5V/-5V 전원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최종 출력값은 Spectrum

Analyzer 및 Oscilloscope를 사용하여 주파수 응답 및 Spectogram 분석

을 진행하였다.

우선 소스 보드 자체의 성능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입력 신호를

Signal Generator를 통해 생성한 CW 신호로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원래 입력 신호의 주파수 대역인 1-2.5GHz 대역으로 Sweep 하

면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16은 그 결과를 전 대역에서 Max-hold

값으로 측정한 값이다. 일단 Amplitude Flatness 관점에서 12-18GHz 대

역의 신호가 ± 범위 내에서 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은 In-band Spur 성분을 살펴보기 위해 1-2.5GHz 대역의



- 24 -

CW 신호를 250MHz 단위로 순차적으로 입력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전

반적으로 In-band 내에 존재하는 Spur 성분들은 Worst –26dB /

Avg.-30dB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은 실제 RFSoC로 만든 1-2.5GHz 대역의 신호를 입력으로 넣

어주었을 때 소스 보드 출력 포트로 출력되는 신호를 Spectogram으로

나타낸 것으로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주파수를 나타낸다. 12-18GHz

대역의 Target 신호가 잘 출력되고 있고, 주변에 Spur 성분에 의해 만들

어진 처프 신호들도 보이고 있다.

[그림 15] 보드 측정 셋업

[그림 16] CW 입력 신호 1-2.5GHz Sweep에 따른 최종 출력 결과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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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그림 17] (a): 1GHz (b): 1.25GHz (c): 1.5GHz (d): 1.75GHz

(e): 2GHz (f): 2.25GHz (g): 2.5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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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RFSoC 입력에 따른 최종 결과 Spec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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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과 분석

우선 Signal generator로 만들어진 CW 신호를 입력 신호로 넣었을

때 발생하는 Spur들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그림 19와 같이 회로의 앞단

부터 순차적으로 Probe를 통해 입력 및 출력값들을 살펴 보았다.

그림 20은 필터링을 거친 입력 신호와 마찬가지로 필터링 및 증폭을

거친 4GHz LO 신호가 Mixer를 통과한 신호와 그 신호를 필터링한 후

의 결과값을 보여준다. 아래 수식에서 나타낸 것처럼 IF 신호와 LO 신

호를 Differential Signal로 변환한 후 믹싱하는 Balanced Mixer 제품을

사용하여, 믹서를 거친 후 Image 신호가 본 신호 대비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cos   sin    

  cos   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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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  cos sin  ∙ sin 




coscos




coscos

(13)

그리고 필터를 거친 후, LO Leakage 성분과 Image 성분은 제거되었

고, LO의 Second Harmonic 성분과 In-band Spur 성분이 남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9] Input 신호와 4G LO 믹싱 되는 측정 지점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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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a) : ①번 지점의 1GHz 입력에 따른 결과

(b) : ①번 지점의 2.5GHz 입력에 따른 결과

(c) : ②번 지점의 1GHz 입력에 따른 결과

(d) : ②번 지점의 2.5GHz 입력에 따른 결과

LO의 2nd Harmonic 성분은 Mixer의 Non-linearity에 따른  성

분과 LO port -> RF port 로의 leakage 성분이 반사되어 RF port로 다

시 입력되면서 LO와 합쳐져 만들어지는 것이고, In-band Spur 또한

Mixer 부품의 Non-linearity 특성 때문에 2개 이상의 입력 신호가 아래

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드는 성분으로 볼 수 있다.

 cos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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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의 식에서부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Spur 성분들을 확인해보

면, 시작 주파수인 1GHz를 이라고 보고, Mixing 되는 LO 4GHz를 

라고 하면, 6GHz spur는   성분이고 7GHz spur는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끝 주파수인 2.5GHz를 이라고 보면, 5GHz spur는

 성분이고 5.5GHz 성분은   으로 볼 수 있다.

이 신호가 그림 21과 같이 PA 및 Band Pass Filter를 지나면서, 그림

22의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LO의 Second Harmonic 성분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본래 Signal과 In-band spur들이 그림 23과 같이 다음 stage로

넘어가게 되고, X2 체배기를 통과하면서 그림 24에서 보이는 것처럼 또

다른 In-band spur들을 생성시키게 된다. 그 원인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X2 체배기 부품의 Non-linearity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고, 각

spur 의 발생 원인 주파수를 아래와 같이 표 2로 정리하였다. (본 신호

의 주파수는 붉은색, Spur 주파수는 푸른색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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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A 및 BPF 통과 후 측정 지점

(a) (b)

(c) (d)



- 32 -

[그림 22] (a) :　[그림 19] (c)의 결과

(b) :　(a)가 PA 및 BPF를 통과한 결과

(c) : [그림 19] (d)의 결과

(d) :　(c)가 PA 및 BPF를 통과한 결과

[그림 23] 첫 번째 2체배기 및 필터 통과 후 측정 지점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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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 :　[그림 20] (b)의 결과

(b) :　(a)가 2체배기 및 필터 통과한 결과

(c) :　[그림 20] (d)의 결과

(d) : (c)가 2체배기 및 필터 통과한 결과

(a)

본 입력 신호 5GHz : 　／　Spur 6GHz, 7GHz :　　

 ／  5 6 7

  ／   1 2 11 12 13

 ／  10 12 14

 ／  15 18 21

 ／  20 24 28

  ／   3 4 5 6 7 8 9

  ／   16 17 19 20

  ／    2 4 22 24 26

  ／   21 22 23 25 26 27

  ／   8 9 11 13 15 16

본 입력 신호 6.5GHz : 　／　Spur 5.5GHz, 5GHz :　　

 ／  5 5.5 6.5

  ／   0.5 1 1.5 10.5 11.5 12

 ／  10 11 13

 ／  15 16.5 19.5

 ／  20 22 26

  ／   3.5 4.5 5.5 6 7.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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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 2] 각 입력 신호에 따른 출력 가능 주파수 분포

(a) 1GHz Input 신호 (b) 2.5GHz Input 신호

그 후, 위에서 정리한 본 신호 및 Spur 성분들은 그림 25와 같이 다

음 2체배 stage로 넘어가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는 그림 26과 같이 나

타나게 되며, 그 때 발생하는 Spur 성분을 이전에 진행했던 방법과 동일

하게 표 3에 정리하였다.

  ／   15.5 16.5 16 17.5 18 18.5

  ／    1 2 3 21 23 26

  ／   20.5 21.5 23 24.5 25

  ／   8.5 9.5 10 11.5 1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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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두 번째 2체배기 및 필터 통과 후 측정 지점

(a) (b)

(c) (d)

[그림 26] (a) :　[그림 22] (b)의 결과

(b) :　(a)가 2체배기 및 필터 통과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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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그림 22] (d)의 결과

(d) : (c)가 2체배기 및 필터 통과한 결과

(a)

본 입력 신호 10GHz : 　／　Spur 9GHz, 11GHz, 12GHz :　　

 ／  9 10 11 12

 ／   1 2 3 19 20 21 22 23

 ／  18 20 22 24

 ／  27 30 33 36

 ／  36 40 44 48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8 29 30 31 32 33 34 35

  ／   2 4 6 38 40 42 44 46

 ／  37 38 39 41 42 43 45 46 47 48

  ／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본 입력 신호 13GHz : 　／　Spur 11.5GHz, 12GHz :　　

 ／  11.5 12 13

  ／   0.5 1 1.5 23.5 24.5 25

 ／  23 24 26

 ／  34.5 36 39

 ／  46 4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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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 3] 각 입력 신호에 따른 출력 가능 주파수 분포

(a) 1GHz Input 신호 (b) 2.5GHz Input 신호

이렇게 발생된 성분들이 그림 27과 같이 최종적인 Down-conversion

Mixer를 통과하고, 그림 17과 같은 출력 파형을 보인다.

최종 결과 파형에서 주요 Spur 성분들이 만들어내는 기생 처프 신호

형태를 밝히기 위해, 앞서 진행한 Non-linearity에 따른 성분 분석 과정

을 역으로 진행하여 그 값들이 만들어내는 신호를 찾아 정리하였다.

Planned Signal

:  ×    

　　　 ： 1 - 2.5GHz 입력 => 12 – 18GHz 출력

Unplanned Signal ①

: ×          

: 1 - 2.5GHz 입력 => 14 – 17GHz 출력

Unplanned Signal ②

: ××     ×      

: 1 - 2.5GHz 입력 => 10 – 19GHz 출력

Unplanned Signal ③

  ／   10 11 12.5 14 14.5

  ／   35 35.5 36 37 37.5 38

  ／    1 2 3 47 49 50

  ／   46.5 47.5 49 50.5 51

  ／   21.5 22.5 23 24.5 27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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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 2.5GHz 입력 => 11 – 9.5GHz 출력

Unplanned Signal ④

: ×     ×     

: 1 - 2.5GHz 입력 => 9 – 16.5GHz 출력

Unplanned Signal ⑤

:   ×  ×     

: 1 - 2.5GHz 입력 => 13 – 20.5GHz 출력

[그림 27] 최종 출력단 측정 지점

[그림 28] CW 입력에 대한 출력으로 계산한 처프 시그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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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실제 측정 결과에서 본 신호와 Spur 신호 표시

위에서 정리된 식을 그림 28과 같이 MATLAB으로 Plot 해 본 후, 실

제 측정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다. 실제 측정 결과인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산된 결과 중 ① 과 ② 가 실제 소스 출력단에서 비교적 높은

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신호와의 파워 레벨 차이도 각각 평균 –28dB와 –35dB로

앞서 살펴보았던 4m 정도의 인식 거리를 가져야하는 FMCW 레이다 시

스템이 갖추어야 할 –14.5dB 이상의 SNR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도출한 결과가 유의미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실에서

구현 중인, 레이다 신호 시뮬레이터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입력값으

로는 Target의 위치와 RCS 값, 본 처프 신호와 기생 처프 신호의 파워

값 (Voltage) 이고, 출력값은 타겟의 위치와 비트 주파수가 되겠다.

일단 그림 30과 같이 시뮬레이터로 본 처프 신호와 기생 처프 신호가

제대로 생성되는 지를 확인한 후, 본 신호의 파워와 기생 처프 신호의

파워 레벨 차이를 10dB 정도 설정하고, Target의 위치를 4m로 설정하여

비트 주파수의 생성 결과를 보았다.

그림 31과 같이 본 처프 신호로 만들어진 비트 주파수가 가장 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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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산출된 타겟의 거리는 그림 31에서 나타난 것

처럼 4m로 맞는 값을 보여준다. 그리고 양쪽에 기생 처프 신호로 인해

발생한 비트 주파수가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 2m 지점과 6m 지점에 잘

못된 타겟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0] 시뮬레이터로 구현한 처프 시그널

[그림 31] 시뮬레이터로 산출된 비트 주파수 값

(Target 거리 4m, 본 신호/기생 신호 비율 –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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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그림 31] 결과의 비트 주파수로 산출된 타겟의 위치

그렇다면,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RCS 비율에 따른 기생 처프 신호

의 SNR 값이 시뮬레이터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확인 포인트는 앞서 계산한 포인트와 같은 Target의 거리는 4m, Target

과 Clutter와의 RCS 비율은 2로 하겠다.

우선 본 신호의 파워는 1V로 정하고 4m 타겟에 대한 비트 주파수를

구해보면 그림 33과 같이 “-17dBm”의 크기를 갖고 나타난다. 그렇다면

2m 위치의 clutter를 맞고 돌아오는 기생 신호로 만들어진 비트 주파수

의 크기가 이 크기와 비슷할 때의 기생 신호 파워가 곧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NR의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뮬레이터에서 타겟 위치를 2m

로 변경하고 비트 주파수의 크기를 위의 -17과 비슷하게 맞춘 경우(그림

34)에 기생 주파수의 크기를 구해보면 0.188V가 나온다. 이를 dBm 으로

비교하면 본 신호와 기생 신호의 차이는 대략 14dB 이다.

이 값을 앞서 수식으로 계산한 14.5dB와 비교하면 거의 같은 값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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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4m 위치의 타겟과 1V 크기의 본 처프 신호로 만들어진

비트 주파수

[그림 34] 1m 위치의 Clutter와 0.188V 크기의 기생 처프 신호로

만들어진 비트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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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MCW 레이다 시스템에서 선형적인 처프 신호를 만

들기 위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DDS 기반의 주파수 체배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발생하는 스퓨리어스 성분이 레이다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위해 현재 제시된 방법에서 주파수

변환을 더한 RF 체인 설계를 제시하였다.

RF 시스템에서 구성 부품들의 비선형적인 특성에 의해 스퓨리어스

성분은 항상 발생하게 되고, 처프 신호를 만드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스퓨리어스 성분들이 원래 의도한 처프와 다른 기울기를 갖는 신호를 만

들어 타겟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든다. 그러한 인식 오류를 갖게

되는 Threshold 값을 구현하고자 하는 레이다 시스템의 조건에 맞게 도

출하여, 해당 시스템에서 갖추어야 하는 성능의 기준을 세워야 함을 본

논문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제시된 방법처럼 주파수 체배만을 통해 광대역의 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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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구현하게 되면, 체배기의 비선형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스퓨리어

스 성분들이 본래 신호의 In-band 대역에 포함되어 높은 레벨의 노이즈

성분을 만들어낸다. 이를 줄이기 위해 주파수 변환(Up-conversion)을 통

해 높은 대역에서 스퓨리어스 성분들이 필터링 되기 용이한 조건을 만들

어 보다 깨끗한 신호를 만든 후, 만들고자 하는 대역으로 다시

Down-conversion 하게 되면 낮은 스퓨리어스 레벨의 선형 처프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실제 보드로 제작하여 결과를 측정 후, 앞서 언급한 레

이다 시스템에서 갖추어야 할 성능 지표를 만족하는 지 확인하였고, 시

뮬레이터를 통해 전체 시스템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예측

해보았다.

레이다 시스템 구현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만족

하는 RF 체인 설계 및 제작을 통해 결과를 산출함으로서 FMCW 레이

다 소스 구성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서 본 논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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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sign of RF Chain for

Ku-band Linear Chirp Source

with Low Spurious Level

YongAm Son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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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effect of spurious on FMCW radar performance

when a linear chirp signal is generated is analyzed. Plus, the RF

chain is designed to reduce a level of the sp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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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modern linear chirp signal sources in FMCW radar

systems are consisted of DDS(Digital Direct Synthesizer) and

frequency multiplier. Due to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components

in these sources, the spurious are generated. These spurious produce

chirp signals which have different slope, and these signals are the

causes of target detection error. So, the threshold is needed to

separate the real information from the false one. This threshold can

be selected by conditions or requirements of radar systems.

In this paper, the design of RF chain to add mixers to reduce

the spurious level is suggested. The conventional designs have only

used frequency multipliers to make wide band chirp signal, and the

frequency overlaps between targeted signal and harmonics have been

followed. When the frequency conversion by mixer is applied, the

gaps between targeted signal and harmonics are widen. So the

harmonics can be filtered out from the desired signal.

The simulation with this RF chain were done to predict the result,

and the real PCB board was made. The result showed that the

spurious level is lower than the threshold of the radar system need

to meet.

Furthermore, the causes of spurious in the RF chain were

analyzed, and the estimation of result in FMCW radar was run by

simulator.

keywords : FMCW Radar, Linear Chirp Source, Low Spuriou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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