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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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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FMCW) 레이다는 

간단한 구조와 낮은 기저 대역의 대역폭으로 인하여 비용과 해상도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상, 차량용, 군용 그리고 영상화 

레이다 분야에서 FMCW 레이다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FMCW 레이다에서 송수신 신호를 광대역으로 쓰게 되면 거리 

해상도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FMCW 레이다의 신호 

특성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이 시간 영역으로 넘어와 신호에 

변조를 만들게 되는데, 광대역 신호일수록, 짧은 chirp 시간을 가질수록 

변조 효과가 커지게 된다. 또한, 목표물의 각도 특성을 얻기 위하여 

대부분의 FMCW 레이다가 Multiple-Input-Multiple-Output(MIMO)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송수신 안테나의 상호 결합 

특성으로 인하여 근거리 목표물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및 근거리 특성 FMCW 레이다의 Ku-band 

송수신기 제작을 통하여, 근거리 목표물에 대해, 신호 변조 효과와 

안테나 상호 결합을 분석하여 보정을 진행하였다. 소개된 신호 보정 

기법은 간단한 방식으로도 왜곡된 신호를 보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변조에 의한 신호 왜곡 보정에 더하여, 안테나 상호 결합 응답을 

제거하는 방식도 적용하였다. 이 방식은 안테나 상호 결합 응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 응답에 해당하는 clutter 응답 또한 

제거하여, 목표물의 SNR을 높여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목표물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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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효과를 제거하여 스펙트럼 누설을 제거하여 주고 목표물의 거리와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진다. 이 보정 기법은 

신호 처리시, 복소수 영역인 해석적 신호를 이용하여 진행되기에, 

전처리 과정에서 큰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성능의 기법을 전형적인 레이다 목표물에 적용하여 

1D-Fast Fourier Transform(FFT)를 통해, 주파수 영역에서 그 

효과를 보였으며, 그 한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주요어 : FMCW 레이다, 변조, 안테나 상호 결합 

학   번 : 2019-2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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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레이다는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써, 군사용, 

기상용 그리고 자율 주행 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전파의 특성을 통해서 얻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는 목표물과의 

거리 및 목표물의 유무 그리고 목표물의 성질이 있다. 이는 전파가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로 전파되어 목표물과의 반사로 인해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들을 얻게 된다. 따라서 전파의 특성인 

주파수와 크기에 의해서 정보들의 해상도가 결정되게 된다. 

레이다는 다시 펄스 레이다와 연속파 레이다로 구분된다. 펄스 

레이다는 간단히 펄스의 시작과 도착 시간을 통해 목표물과의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짧은 펄스 시간으로 인하여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광대역으로 동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연속파 레이다는 이와는 달리 사용할 주파수 대역에서만 동작할 수 

있으면 되는 장점이 있으나, 수신되는 신호를 송신되는 신호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에 추가적인 신호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FMCW 레이다는 연속파 레이다의 한 종류로써, 변조된 연속파를 

사용하는 레이다를 말한다.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수신 신호와 송신 신호의 시간 차이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활용하여 목표물의 정보를 얻게 된다. 따라서 간단한 구조로도 목표물에 

대한 거리, 속도 그리고 성질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고 Analog-

Digital Converter(ADC)의 부담도 현저히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FMCW 레이다를 차량용 뿐만 아니라, 영상용이나 

드론 탐지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5]. FMCW 

레이다에서 거리 해상도는 송수신 신호가 광대역일수록 좋아지게 되어, 

좋은 거리 해상도를 요구하는 FMCW 레이다의 경우, 광대역 및 MIMO 

하드웨어 설계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광대역 FMCW 레이다의 경우, 

신호 특성상 시스템 소자들의 주파수 응답 특성들이 시간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신호에 변조를 만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넓게 하여 시스템의 거리 해상도를 

낮추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특성 FMCW 레이다의 송수신기 제작과 

근거리 목표물의 신호 보상을 다룬다. 특히 clutter에 의한 응답 제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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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으로 인하여 변조된 신호를 복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FMCW 레이다의 기본 신호 특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특히 안테나 간의 상호 결합으로 인한 누설 신호의 영향과 신호의 위상 

잡음이 기저 대역의 신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식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광대역 및 근거리 특성 FMCW 송수신기의 제작에 

대해서 다룬다. 송수신기의 구성과 전원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Printed 

Circuit Board(PCB) 레이아웃 및 제작에 대해서 기술한다. 또한 

FMCW 시스템의 측정 방식과 분석에 대해서 얘기한다. 

4장에서는 FMCW 시스템의 신호 처리에 대해서 다룬다. 광대역 

특성으로 인하여 변조된 신호를 복구하는 방식과 clutter를 제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그 효과 및 한계에 대해서 다룬다. 

마지막 5장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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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FMCW 레이다의 기본 원리 

 

 

제 1 절 FMCW 레이다의 신호 모델 
 

FMCW 레이다의 신호 파형은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chirp 신호이다. 보통 FMCW 레이다는 거리, 속도 그리고 

각도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다. 본 내용에서는 거리와 각도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기본적인 FMCW 레이다 동작 원리는 하기의 이미지와 같다. 

 

 

ㅇㅇㅇ 

 

여기서 Tc는 chirp 시간 그리고 B는 chirp의 대역폭을 말한다. 

FMCW 레이다는 DDS나 VCO등 신호 발생기를 통해 만들어진 chirp 

신호를 이용한다. 이를 하나는 안테나로 방사하고 하나는 수신기의 

혼합기로 연결해주게 되면 [그림 1]의 우측 그래프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목표물의 거리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2

0

2

0

( ) cos(2 ( ))

( ) cos(2 ( ) ( ) ( ))

( ) cos(2 ( ) ( ))

tx t

rx r d d d

b d d

s t A f t St t

s t A f t S t t

s t A f t t t

  

     

   

= + + +

= − + − + + −

= + − −

  (1) 

 

여기서 0f 는 chirp의 시작 주파수, S 는 chirp의 기울기인 / CB T , 

 는 고정 위상, ( )t 는 위상 잡음 그리고 d 는 왕복 지연 시간에 

해당한다. 고정 위상 같은 경우는 송신과 수신 신호가 같은 값을 

[그림 1] FMCW 레이다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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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므로, 항상 0가 된다. 혼합기의 원리대로 기저대역 신호는 

( ) ( ) ( )b tx rxs t s t s t=  로 정의가 되고, 비트 신호라고 불린다. 이 비트 

신호의 주파수는 위의 공식대로 
d df S =  로 정의가 된다. 결국 

목표물과의 거리는 해당 신호의 주파수를 통해 알 수 있게 되고, 

/ 2dd f c S=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에 해당한다. 

각도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는 안테나 전파가 서로 다른 안테나에 도달하는 거리가 다름을 통해 

유도할 수 있고, 하기의 그림과 같다. 

 

 

 

수신 안테나를 [그림 2]과 같이 여러 개 쓰게 되면, 목표물에 

반사된 전파가 각 수신기 안테나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가게 

된다. 결국 이 추가적인 경로로 인해 각도를 하기의 수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된다. 

 

 22 0

sin sin
( ) cos(2 ( ) 2 ( ))b d d

d d
s t A S t f

c c

 
    + + +  (2) 

 

위의 공식은 2번째 수신 안테나의 2번째 chirp에 의한 응답이다. 

이때 목표물의 각도는 1sin ( )
2

w

d






−= 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w 는 

안테나 간의 위상 차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간략화해서 식을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0 sin
( , , ) cos(2 ( ) )d

f d
s t n k A S t

c


 = + +  (3) 

 

시간 t에 대해서 Fast Fourier Transform(FFT)를 취하게 되면 

[그림 2] FMCW 레이다의 각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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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안테나의 순서에 대해서 FFT를 취하면 각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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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안테나 상호 결합 
 

많은 MIMO 시스템들이 가지는 문제 중 하나는 안테나 상호 결합과 

coupler의 누설 그리고 렌즈에 의한 반사 신호이다. FMCW도 이에 

대해 하드웨어 적인 문제와 신호처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FMCW 시스템은 coupler나 렌즈를 사용하지 않기에, 

일반적인 안테나 상호 결합만 다루겠다. 

안테나 상호 결합을 고려한 신호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 FMCW 레이다의 상호 결합 및 목표물에 의한 신호 

 

 

( ) ( ) ( )

where ( ) cos(2 ( ) ( ))

( ) cos(2 ( ) ( ))

b tgt ac

tgt radar tgt tgt

ac coupling ac ac

s t s t s t

s t A f t t t

s t A f t t t

   

   

= +

= + − −

= + − −

 (4) 

 

( )bs t 는 최종 기저 대역 비트 신호이고, 이 비트 신호는 ( )tgts t 라는 

목표물에 의한 신호와 ( )acs t 라는 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한 신호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목표물이 겪는 채널 

응답인 radarA 와 tgt 는 레이다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한 응답인 couplingA 과 ac 는 안테나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결국, 수신되는 신호는 레이다 거리 공식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데, 많은 경우 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한 신호가 수신되는 

신호보다 크기가 훨씬 크게 된다. 또한,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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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영역이나 시간 영역에서 직교성을 갖지 않는 1차 레이다 같은 

경우는 안테나 상호 결합 응답과 목표물에 의한 수신 응답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다.  결국, 이로 인하여 수신기의 dynamic range의 상단 

부분을 제한하게 하게 되고, 송신부는 항상 이를 고려하여 출력 전력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음의 수식과 같은 조건을 내릴 수 있게 

된다. 

 

 1  (dB scale)t coupling IP dBP P P−   (5) 

 

tP 는 송신기에서 쏘아준 전력에 해당하고, couplingP 은 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한 커플링 값이다. 
1IP dBP 는 수신기의 1dB Gain Compression 

Point(IP1dB)를 의미한다. 

비록, 안테나 상호 결합 응답과 목표물에 의한 응답이 혼합기를 

지나기 전에는,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서 겹치지만, 혼합기를 

이후에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안테나의 상호 

결합에 의한 응답을 크기와 군지연도를 하기와 같이 예시를 들어 놓았다. 

 

 

 

 

따라서 안테나의 상호 결합 응답도 목표물에 의한 응답처럼 일정 

주파수를 가지게 되고, 보통, 목표물에 의한 비트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를 가지기에, 이를 High Pass Filter(HPF)로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림 4]와 같이 MIMO 시스템의 많은 경우 안테나 상호 결합은 

-20dB 이하를 요구하고, 수신기의 IP1dB는 -5dBm 정도이다. 따라서 

쏘아주는 신호는 15dBm 정도로 한정이 되고, 수신기에 들어오는 

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한 응답은 약 -5dBm이 되는데, 이 마저도 

수신기 증폭기의 비선형 증폭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 harmonic에 

해당하는 신호를 만들게 되고 그 주파수가 목표물에 의한 주파수 응답 

[그림 4] 안테나 상호결합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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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와 겹치게 되어 harmonic은 없애기 힘들게 된다. 더욱이 이는 위상 

잡음과 함께 문제를 만든다. 이는 1장 3절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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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위상 잡음 
 

식 (1)에서 제시했던 ( )t 는 송신 신호의 위상 잡음이다. 이 위상 

잡음은 Direct Digital Synthesis(DDS)나 Phase Locked 

Loop(PLL)에서 chirp 신호를 만들어줄 때, flicker 잡음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다[3]. 고주파 신호를 체배기나 혼합기로 만드는 경우에, 위상 

잡음은 배가 되거나, oscillator의 위상 잡음이 합쳐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은 위상 잡음을 경계해야 한다. 

먼저, 위상 잡음의 모델링은 하기와 같이 된다[2]. 

 

 ( ) sinp mt w t =  (6) 

 

여기서 
m 은 기본 주파수에서 변조된 만큼인 오프셋에 해당하는 

주파수이다. p 는 오프셋 주파수에서 기본 주파수의 크기 대비 비율을 

말한다. 

체배기에서의 위상 잡음은 입력 신호의 harmonic을 이용함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cos( ( )) cos( ( ))

( ) ( )

in out

beat offset

out in

beat carrier

A wt t A Nwt N t

P
L f L f N

P

 





+ → +

= = 

 (7) 

 

( )outL f 는 위상 잡음의 성능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정의이다. 

체배기에서의 위상잡음은 체배의 제곱만큼 증가한다. 

혼합기의 동작 원리는 RF 또는 IF와 LO 신호의 곱이기에, 위상 

잡음 또한 그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 ) ( ) ( ) cos( ( )) cos( ( ))

( ) ( ) ( )

out in LO in LO

out in LO

s t s t s t A w t t B w t t

L f L f L f

  = +  +

 +

 (8) 

 

결국 고주파수를 만들기 위해 PLL 그리고 혼합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위상 잡음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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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MCW 레이다의 혼합기에서 곱해지는 두 신호는 근본이 

DDS에서 생긴 것이기에 위상 잡음이 상관관계(correlation)를 가지게 

된다. 수신기의 혼합기는 이러한 두 신호를 낮은 대역으로 변환하기에, 

서로의 위상을 빼주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수신 신호의 위상 

잡음이 억제되게 된다. 이를 역 상관(decorrelation)이라 하고 식 (1)의 

마지막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3].  

이러한 위상 잡음의 모델링과 혼합기의 두 신호가 얼마나 

지연됐는지를 통해서 FMCW 레이다의 비트 신호의 위상 잡음을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 cos(2 ( ) ( ))

2
( ) cos( 2 sin cos )

2 2 2

 ( ) - ( - ) sin sin ( )

2
2 cos sin

2 2

beat d d

m d m m d
beat d p

d p m p m d

m m d m d
p

s t A f t t t

w w t wA
s t w t

t t w t w t

w t w w

   

 


     

 


= + − −

−
= +

= − −

−
= 

 (9) 

 

식 (9)의 두번째 식에서 cos 내부의 뒷 항은 기본 주파수에 양 쪽 

대역(double sideband)으로 위상 잡음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 

위상 잡음은 2sin
2

m dw 
만큼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sin은 1보다 작게 

됨으로 근거리 목표물에 대한 비트 신호는 항상 위상 잡음이 

decorrelation된다. 위상 잡음의 일반적인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하기와 

같다. 

 

 
2

2 2

2
( ) {cos( ) 2 sin( )cos( )sin( )}

2 2 2

( ) sin (1 2cos )
2 2

2 ( )(1 2cos )

m d m m d
beat d p d

pm d
beat p m leak

tx m leak

w w t wA
s t w t w t

w
L f w

L f w

 



 



−
= −

= = −

= −

 (10) 

 

beat carrierP  는 기본 주파수의 전력을 의미하고, beat offsetP  은 기본 

주파수에서 offset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생긴 위상 잡음의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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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 )txL f 는 송신 신호의 위상 잡음인데, 여기서 FMCW 

레이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식 (1.8)의 마지막 관계식을 보면, 

결국 비트 신호의 위상 잡음은 송신 신호보다 감쇠 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감쇠 정도는 하기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5] FMCW 레이다의 위상 잡음의 역 상관 요소 

 

[그림 5]은 10log(2(1 2cos ))m leakw − 에 대한 값이다. 역 상관 요소를 

가까운 목표물에 대한 왕복 시간인 1ns ~ 10ns에 대해 그렸다. 근거리 

목표물에 대한 비트 신호 또한 10MHz 안쪽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기에, 

FMCW 레이다의 위상 잡음의 역 상관 효과는 송신 신호의 위상 잡음을 

억제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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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FMCW 레이다 시스템 하드웨어 
 

 

제 1 절 FMCW 레이다의 Ku-band 송수신기 구조 
 

고 해상도 및 저 비용 레이다는 FMCW 레이다를 많이 선호한다. 

기저 대역의 신호가 MHz 대역에 분포하여 ADC의 부담을 적게 하고, 

그 구조 또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리 방향에 

대해서 고 해상도 이미징을 가지려면, 방사되는 신호는 고주파수 

신호여야 한다. 그 이유는 절대적인 대역폭이 넓기 때문이고, 안테나 

또한 유효 개구면 면적이 넓어져서 이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MCW 레이다 제작에서 생기는 걸림돌은 높은 주파수에서 

하드웨어를 잘 동작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주파수 신호가 

PCB에서 겪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저주파수에서 만들어진 chirp 

신호를 이용하여 MMIC 내부에서 주파수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많은 고주파수 FMCW 레이다의 특징이다[4].  

이번 장에서는 PCB와 상용 부품들을 이용하여 광대역에서 

동작하는 FMCW 레이다의 송수신기 제작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먼저 

제작한 송수신기에 대해 알아보고, 제작 요인들에 대해서 다루겠다. 

먼저 FMCW 레이다의 전형적인 송수신기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FMCW 레이다의 수신기(좌) 및 송신기(우) 모델 

 

[그림 6]의 우측의 송신기 모델은 chirp 신호를 받아서 하나는 

방사하는 방향으로 분기하여 주고, 나머지는 수신기의 LO 쪽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구조를 가진다. 좌측의 수신기는 수신한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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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하여 송신기에서 받은 LO 신호와 혼합하여 비트 신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전형적인 homodyne 구조에 해당하고 

제작한 Ku-band 송수신기 또한 homodyne 구조로 제작을 하게 되었다. 

Homodyne 구조를 택한 이유는 FMCW 레이다의 경우 Zero-IF 

구조를 쓰게 되면 전형적으로 생기는 1/f flicker 잡음이나, HPF의 

응답으로 인한 DC 대역의 신호 왜곡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더욱이 heterodyne 구조에서 나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장점으로는 적은 혼합기 구조로 인해 주파수 

대역 선정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식 (10)에서 

다루었듯이, FMCW 레이다의 장점 중 하나인 송수신 신호의 상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Heterodyne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회로 

구성을 통하여 이 상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5]. 

송수신기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FMCW 레이다의 송수신기 제작 과정 

 

[그림 7]의 과정에 따라 송수신기를 제작하였다. Ku-band 

송수신기의 제작 목표는 10dBm ~ 15dBm의 Ku-band chirp 입력을 

받아서, 1~3m에 위치한 0~-20dBsm의 Radar Cross Section(RCS)에 

대해 최소 10dB SNR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만족하게 설계하기 위하여, 먼저 1~3m에서 -20dBsm RCS를 가지는 

목표물이 수신기에 얼마만큼의 크기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신부의 이득과 안테나의 이득이 정해져야 하는데, 안테나의 

이득은 3dBi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송신 신호의 전력은 수신기의 

Input 1dB Compression Point(IP1dB)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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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의 IP1dB는 잡음 지수를 잡기 위한 LNA로 인하여 결정이 되고 

보통 상용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LNA의 IP1dB는 -5dBm 정도이다. 

사용한 안테나의 상호 결합 크기는 -20dB로 되어 있기에, 식 (5)로 

인하여 송신부의 이득은 여유를 두고 3dB 이하로 정하였다. 사용한 

Ku-band 신호가 공기중에서 원하는 거리에 대해서 감쇄되는 정도는 

레이다 방정식에 의하여 하기와 같다. 

 

 
2 2 2

3 4(4 )

t
r

P G
P

R

 


=   (11) 

 

우선 식 (11)은 레이다 방정식이다. 
tP 는 송신 전력, G 는 송수신 

안테나의 이득, 는 사용하는 대역의 파장,  는 목표물의 Radar Cross 

Section(RCS) 그리고 R 는 목표물과의 거리에 해당한다. 

 

 
[그림 8] 사용한 FMCW 레이다 신호의 공기중 감쇠 정도 

 

[그림 8]은 레이다 방정식을 통하여 공기 중 감쇄 정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수신기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예측할 수 있고, 수신기의 

이득을 구할 수 있다. 수신기의 이득을 결정하기 전에, ADC의 dynamic 

range를 고려해야, 수신기에서의 최대 이득과 잡음 지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우선, ADC의 잡음 전력은 양자화 잡음에 의해서 나타난다. 양자화 

잡음이란 연속적인 수치를 이산적인 수치로 변환시키면서 생기는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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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만들어진 잡음이다. 따라서 이 양자화 잡음은 ADC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인 full-scale voltage와 ADC의 sampling rate과 

연관이 있다.  

 

 106.02 1.76 10log
2

sfSNR N dB
B

= + +  (12) 

 

SNR은 full-scale voltage 인가에 대한 값이고, 
sf 는 ADC의 

sampling rate이다. B 는 digital filter로 인해 감소된 대역폭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ADC의 잡음 전력은 RF 시스템의 잡음 

전력과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편하게 잡음 전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와 같은 식을 사용한다. 

 

 ( ) 100 10log
2

s
dBFS dBFS measured

f
SNR NSD= − −  (13) 

 

식 (12)와 식 (13)의 차이는 양자화 잡음이다. (12)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경우로 계산된 부분이고, (13)은 ADC의 clock이 가진 

jitter가 주는 영향까지 고려된, 제조사를 통해 주어지는 값이다. 

 

 

[그림 9] FMCW 레이다의 DSP단에 쓰인 ADC의 성능 

 

[그림 9]을 이용하여 ADC가 만드는 잡음 전력을 계산해보면, -

103.02dBFS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full-scale 입력 값을 고려해보면 

-94.26dBm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산 값은, FFT의 성질을 고려해서 

계산해주었다. FFT의 Resolution Bandwidth(RBW)는 관측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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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에 해당하고, spectral leakage를 줄이기 위하여 window 함수를 

취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effective noise bandwidth를 고려해준 

값이다. 

따라서 수신기의 잡음 전력인 -94.26dBm 보다 높게 이득과 잡음 

지수를 조절해야 한다. 

 

 

[그림 10] DSP의 ADC와 수신기의 dynamic range 비교 

 

수신기의 최대 출력 전력을 1dBm 기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수신기의 소자들을 고려하게 되었고, 최종 구조는 다음과 같다. 

 

S2

P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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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FMCW 레이다 Ku-band 수신기(좌) 및 송신기(우)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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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한 응답은 혼합기 이후에서 HPF로 차단하여 

기저 대역 증폭기에서 신호가 포화되지 않도록 하였다. 혼합기 또는 

전력 증폭기의 경우 기본적인 매칭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감쇠기를 통해 

반사파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HPF는 집중 정수 소자들을 

활용하여 7차 Chebyshev를 구조를 이용하였고, 차단 주파수를 

660kHz로 만들었다. 

 

 

 

 

수신기의 이득은 기저 대역에서의 가변 이득 증폭기를 통해 최대 

46dB에서 최소 -14dB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잡음 지수 또한 

이에 따라 17dB에서 68dB까지 변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이론적인 

송수신 시스템의 성능은 하기와 같다. 

 

[표 1] Ku-band 송수신기의 이론적인 성능 수치 

 

 

송신기의 경우도 최대 방사 전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감쇠기를 

두었다. 

 

[그림 12] 기저 대역 집중 정수 소자를 통한 HPF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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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MCW 레이다의 Ku-band 송수신기 제작 
 

제작된 송수신기는 물리적인 구조는 추후 작업을 고려하여 Time 

Division Multiplexing(TDM)-MIMO의 형태로 제작되었고, 하기의 

그림과 같다. 

 

 

[그림 13] 제작한 Ku-band 송수신기 

 

4개의 수신 안테나와 4개의 송신 안테나를 한 개의 모듈로 보고, 

한 개의 모듈에는 4개의 채널이 있게 되는 구조이다. 구조적 안정성을 

위하여 전원 보드를 바탕으로 수직 커넥터를 통해 송수신기가 쌓이는 

구조로 제작하였다. 송수신기 모듈의 경우도 수직 커넥터를 통하여, 

전원이 연결이 되고, 송신기는 FMCW 동작을 위하여 수직 sub 

miniature push-on (SMP) 커넥터를 사용하여 송신 신호를 분기하여 

수신기의 혼합기에 연결하였다. TDM-MIMO 방식은 digital signal 

processing (DSP)에서 송수신기의 RF 스위치를 제어하는 

방식이다([그림 8]). 송수신기의 RF 스위치는 아두이노를 통해 

설정되고, 외부에서 이 아두이노에 인터럽트 신호를 인가하여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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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and 송수신기의 성능은 아래의 도표와 같다. 

 

[표 2] 제작한 Ku-band 송수신기 성능 

 

 

이 수치는 [표 1]의 이론적인 수치와 흡사한 값이다. 일부 다소 

차이나는 값으로는 소자 간의 매칭에 관한 문제가 있다. 수신기의 

OIP3는 이론치와 꽤 차이나는 데, 그 이유로는 수치가 typical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닌 그래프로만 보여주고 있고, 상황 또한 정확하지 못하여, 

해당 수치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생긴 오차이다. 

제작된 PCB의 그림은 하기와 같다. 

 

[그림 14] TDM-MIM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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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의 가장자리 부분은 solder resist를 제거하여, shield를 

장착하였을 때, 같은 ground로 묶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송수신기에 연결되는 전력 선로는 Transient Voltage 

Suppressor(TVS) diode를 통하여 실험실 테스트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나 ESD와 같은 surge를 방지하였다. 

다층 기판(4층)이고, 맨 위층은 Taconic 社의 RF-35TC 기판을 

사용하였다. RF 선로들은 Coplanar Waveguide With Ground(CPWG) 

형태로 구현하였고 하기와 같은 구조 및 성능을 가진다. 1-2 VIA를 

사용한 build up 공법이 적용되었다. 

 

 

 

 

[그림 15] 제작한 Ku-band 송신기(우) 및 수신기(좌) 사진 

[그림 16] PCB stack up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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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는 무전해니켈-금(ENIG)을 사용하였다. 표면처리 종류는 

납-주석(HASL) 방식, ENIG 방식, 은도금 방식이 있다. HASL은 구리 

기판의 납땜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저주파 신호를 사용하는 

기판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ENIG 방식과 은도금 방식이 

고주파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 은 도금 같은 경우는 산화로 

인하여 미관 상 단점이 있다. ENIG 보다는 은 도금이 도체 손실이 

적은데, 그 이유는 micro-strip 선로나 CPWG 선로에서 전파가 전파될 

때, skin depth 효과로 인하여 도체의 표면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도성이 높은 금속일수록 도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금속의 

거칠기가 적을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ENIG를 사용하여 제작한 이유는, 은도금 방식의 산화 효과로 부품의 

납땜면에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고, 부품과 부품간의 거리가 

전기적으로 길지 않기에 손실 차이가 적어서 ENIG를 선택하게 되었다. 

송수신기는 DC 보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DC 보드는 하기와 

같이 제작하였다. 

 

 

 

 

RF 스위치 부품의 경우 외부 전압 인가에 순서가 있어서, 이를 

power sequencer와 연결하여 제어하였다. 

[그림 17] DC 보드의 블록 다이어그램 및 부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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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제작한 DC 보드 사진 

 

12V를 바로 LDO를 통해서 원하는 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면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DC/DC 변환기를 거치게 하였다. 이 때 

사용된 모든 부품들은 하기와 같다. 

 

 

[그림 19] 제작한 송수신기 및 DC 보드에 사용된 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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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FMCW 레이다의 측정 
 

FMCW 레이다는 chirp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Spectrum 

Analyzer(SA)나 Network Analyzer(NA)를 사용하여 비트 신호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chirp 신호 이외에도 데이터 처리를 위한 

guard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50us의 chirp 시간과 25us의 

guard 시간을 가진 chirp 신호의 비트 신호를 150us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하기와 같은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상기의 데이터 중 좌측은 guard time을 가정한 FMCW 시스템의 

비트 신호이고, 우측은 guard time 없이, 일정한 주파수만을 가진 

신호이다. 상단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크기 값이고, 하단의 데이터는 

각각의 FFT 결과이다. Chirp 시간은 50us를 가정하였고, guard 시간은 

25us를 가정한 결과이다. 75us에 해당하는 변조가 생겨서, 비트 신호에 

spectral leakage(스펙트럼 누설)이 생긴 상황이다. SA은 내부에서 

주파수를 변화시켜가며 측정된 전력 값을 보여주는 장치로써, [그림 

20]와 같이 변조가 생기게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림 20] Guard 시간에 의한 변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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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MCW 레이다는 비트 신호를 측정 시 chirp 시간에 의한 

데이터만 측정하여 FFT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시스템의 비트 신호에 대한 SN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신기의 

잡음 지수와 ADC의 잡음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수신기의 잡음 지수는 

하기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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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4)를 통해 계산한 Ku-band 수신기의 잡음 지수는 17dB이다. 

측정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그림 21] Cascaded system 모델 

[그림 22] Ku-band 수신기의 잡음 지수 

[그림 23] SA를 이용한 잡음 지수 측정 방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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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제작된 Ku-band 수신기의 잡음 지수를 측정하는 

사진과 그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50ohm으로 termination 시키는 

이유는 -174dBm/Hz의 잡음 전력 밀도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잡음 전력 밀도가 Device Under Test(DUT)에 의해서 하기의 식과 

같이 증폭되어 SA에 표시된다. 

 

 
oN kTBFG=  (15) 

 

oN 은 출력 잡음 전력이고, k 는 볼츠만 상수, T 는 잡음 온도, B 는 

관측 대역, F 는 DUT의 잡음 지수 그리고 G 는 DUT의 이득이다. 식 

(15)을 통해서 SA에 표시되는 잡음 전력은 다음과 같다. 

 

 
1010log 174 1.7[ ]oN F G B dB= + + − −  (16) 

 

-174dB는 290K인 상온에서의 잡음 전력 밀도에 해당한다. -

1.7dB는 SA의 IF 단의 필터의 응답이 brick wall 형태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보정 값이다. 또한, SA도 noise가 존재하지만, DUT 자체의 

잡음 전력이 훨씬 크기에 무시하고 측정 결과를 계산하였다. 

 

 
[그림 24] 측정한 Ku-band 수신기의 잡음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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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실제 SA를 통하여 측정한 잡음 전력이다. 평균화를 

통해 잡음 전력을 읽었다. 이를 통한 계산 값은 18.3dB에 해당하고 

제작한 각 채널마다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그림 25] ADC와 수신기의 잡음 측정 결과 

 

[그림 25]은 ADC의 양자화 잡음과 제작한 수신기의 잡음 측정 

결과이다. 측정을 위하여 ADC는 신호 발생기를 통해 data sheet에 

기재된 전력을 넣어서 측정하였고, 수신기는 송신기를 통해 LO를 

넣어주면서, 입력 단에는 신호 발생기로 LO가 2MHz 차이가 나도록 

단일 주파수 신호를 넣어서 측정한 결과이다. 결과와 이론이 잘 맞음을 

확인하였다. 

송수신기의 P1dB 측정은 입력 전력을 변화시켜가며 측정할 수 

있다.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의 차이를 기록해가면서, 기존보다 이득이 

1dB 차이나는 지점을 찾는 방식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DUT가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부분부터 입력을 넣고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26] P1dB 측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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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제작한 Ku-band 송신기의 P1dB 측정 데이터 

 

 
[그림 28] 제작한 Ku-band 수신기의 P1dB 측정 데이터 

 

[그림 26]의 측정 방식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그림 27]과 [그림 

28]의 그래프를 그렸다. 이 때, 케이블에서 발생한 손실은 출력 

전력에서 보정을 해준 상태이다. 

Third Order Intercept Point(IP3) 측정 방식은 하기와 같다. 

 

 
[그림 29] IP3 측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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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spectrum analyzer에서 IP3에 대한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기에, 이를 신호 발생기와 같이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기본 측정 이론은 DUT에 같은 전력의 2 tone 신호를 넣고, 

출력 전력에서 생기는 Third Order Intermodulation(IMD)의 출력 

전력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그림 30] IP3의 이상적인 교차 지점 

 

[그림 30]은 IP3의 계산 법이다. 입력 주파수보다 3차 항에 의해서 

생긴 IMD 주파수 성분의 gain이 3배 큼으로, 이를 이용하면 기본 

주파수의 출력 전력과 IMD 성분의 출력 전력이 같아지는 지점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설명한 수치들 중에서, 송수신기의 이득과 잡음 전력을 

이용하면 FMCW 레이다가 목표물을 얼마나 탐지할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하다. 즉, 송신 신호의 전력과 송수신 안테나의 이득, 그리고 레이다 

방정식을 통한 감쇠 정도를 통해 SNR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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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계산된 FMCW 레이다의 목표물에 대한 응답 

 

상기 그래프는 12~18GHz에 해당하는 각 파장에 대한 응답들을 

평균을 취하여 계산하였다. 목표물은 근거리인 1~3m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의 target에 대한 이상적인 SNR 값은 22.5dB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FMCW 레이다의 측정은 하기와 같이 이루어졌다. 무향실에서 

측정하였으며, Oscilloscope를 이용하여 비트 신호를 5GSPS으로 

sampling하였다. 

 

 

[그림 32] FMCW 레이다의 측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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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rp 신호는 RFSoC를 통해 1-2.5GHz 해당하는 신호를 

사용하였고, Ku-band Freq. Converter를 통하여 해당 주파수를 12-

18GHz로 변환시켜 주고 14dBm의 전력으로 송신기에 공급해주었다[7]. 

사용한 안테나는 1D-array 안테나로 3dBi의 이득을 가진 안테나를 

사용하였다. 목표물은 스티로폼을 통하여 고정시켰다[8]. 사용한 

목표물은 하기와 같다. 

 

 

 

 

목표물의 RC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목표물이 근거리장에 있는지 

원거리장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사용한 안테나의 물리적 

크기(1cm)는 18GHz의 파장보다 작고, 이 경우에는 원거리장 조건이 

목표물과의 거리(R)가 파장(λ)보다 훨씬 큰 경우에 원거리장이라고 

하게 된다. 파장은 18GHz 기준으로 1.6cm에 해당하고, 목표물은 

1m~3m에 해당하므로 원거리장 조건으로 볼 수 있다. 

Metal plate 목표물과 trihedral corner reflector를 사용하였다. 

먼저 각 목표물의 관측 각도에 따른 응답은 하기와 같다. 

 

[그림 33] FMCW 레이다 측정의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34] FMCW 레이다 측정에서 사용한 목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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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plate의 경우 관측 각도에 따른 null 지점이 약 2도 간격으로 

발생하고, RCS 크기 또한 관측 각도에 따라 급격하게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시스템 측정에서 정확한 RCS를 가진 목표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림 36]의 등고선 값은 해당 위치에서의 RCS(dB)값이다. 이를 

통해, corner reflector의 경우 metal plate와 달리 3dB 빔 폭이 약 

50도에 달하기에, 정확한 RCS 응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 Metal plate의 각도에 따른 RCS 

[그림 36] Trihedral corner reflector의 각도에 따른 RCS 등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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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그림 38] 그리고 [그림 39] 상황 모두 목표물을 

레이다의 안테나와 마주보게 하여 두었다. 다만, 1°까지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metal plate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RCS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3가지 목표물에 대해서 볼 수 있듯이, metal plate와 같은 큰 

구조물에 대해서만 확연하게 목표물에 대한 응답을 볼 수 있었다. 더 

자세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은 4장에서 다루겠다. 

[그림 37] Metal plate 목표물에 대한 비트 신호 

[그림 38] Trihedral corner reflector(side=3.5cm) 목표물에 대한 비트 신호 

[그림 39] Trihedral corner reflector (side=6cm) 목표물에 대한 비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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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FMCW 레이다 시스템 신호 보정 
 

2장에서 FMCW 레이다의 기본적인 수식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번 절에서는 비트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식을 

다루겠다. 

 

제 1 절 FMCW 레이다의 신호 분석 
 

FMCW 레이다는 chirp 신호를 쓴다. 이에 따라, chirp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따른 주파수 특성이 비트 신호로 변환될 때 시간 영역으로 

같이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chirp이 광대역일수록 그리고 chirp 시간이 

짧을수록 그 효과가 크게 된다. 

FMCW 레이다의 비트 신호는 송신 신호의 지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송신 신호의 지연은 공기 중의 전파 속도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필터와 전력 증폭기 그리고 케이블의 group delay(군지연)에도 

영향을 받는다.  

 

 ( ) cos(2 ( ) ( ))beat d ds t A S t t t    = + − −  (17) 

 

2장의 식 (1)의 비트 주파수를 chirp의 기울기로 다시 쓰게 되면 

식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장까지는 d 는 상수로 결정되는 

것처럼 표기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스템의 소자들, 

케이블 그리고 안테나에 의해서 시간에 대한 함수를 가지게 된다. 

 

 ( ) ( )cos(2 ( ) ( ) ( )))beat d ds t A t S t t t t t    = + − ( −  (18) 

 

군지연의 평균 값이 비트 주파수로 나타나고, 평균에서 변화를 

가지는 값은 위상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하기와 같이 정리가 된다. 

 

 

( ) ( )cos(2 ( ) ( )) ( ))

where ( ) ( )

beat d d

d d

s t A t S t t t t t

t t

     

  

= + − ( − +

= −

 (19) 

 

d 는 군지연의 평균값을 말한다. 결국 식 (17)을 통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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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비트 신호는 시스템을 이루는 부품들의 주파수 영역 응답에 

의하여 진폭 변조와 위상 변조를 겪는다는 것이다[10]. 

 

 
[그림 40] Bandpass filter의 군지연 및 크기 응답 

 

다중 채널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 소자의 주파수 영역에 대한 

응답과 각 안테나에서의 거리 응답도 달리해주어야 한다. 

 

 
[그림 41] FMCW 시스템의 실제 채널 응답 

 

이러한 경우를 [그림 41]에 나타냈다. 변수 중에서 각 채널에 의해 

응답이 달라지는 경우는 bold체로 구별하였다.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여 

비트 신호 식을 복소 평면에서 다시 전개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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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식 (20)과 같이 MIMO 방식의 FMCW 레이다의 비트 신호는 각 

채널마다 다른 주파수 응답으로 인하여 변조 효과를 겪게 된다. 

보통 이미징을 할 때, 진폭 변조는 목표물의 RCS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위상 변조는 이미징에서 목표물의 sidelobe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 주려면 하드웨어나 디지털단에서 미리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하드웨어에서 할 수 있는 보정은 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한 누설 

신호를 제거해주거나, Automatic Gain Control(AGC)를 통하여 진폭 

변조를 막아주거나, 전력 증폭기의 군지연을 균일하게 잘 설계하여 위상 

변조를 막아주는 방식이 있다[9]. 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 방식들은 

광대역 신호로 갈수록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광대역에서는 디지털 

단에서의 보정을 해주게 된다[7].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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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MCW 레이다의 신호 교정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트 신호의 진폭 변조나 위상 변조에 

의한 효과를 막기 위하여 각 채널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단에서의 보정 방식을 제안한다. 

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한 누설 신호도 진폭과 위상 변조로 인하여 

스펙트럼 누설을 크게 가지게 되고, 근거리 타겟의 SNR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누설 신호도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 목표물에 의한 비트 신호도 

보정이 필요하다. 

보정 방식은 해석적 신호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해석적 신호란, 

실수로 표현되는 삼각 함수를 복소수 꼴인 자연 상수의 지수 함수 꼴로 

바꾼 형태를 말한다.  

 

 ( ) ( ) ( )ax t x t jx t= +  (21) 

 

( )ax t 는 실수 신호 ( )x t 의 해석적 신호를 말하고, ( )x t 는 ( )x t 의 

힐베르트 변환을 의미한다. 

힐베르트 변환이란 양의 주파수를 가진 성분은 
2


만큼의 위상 

이동을 가지게 하고, 음의 주파수를 가진 성분은 
2


− 만큼의 위상 

이동을 가지도록 하는 변환이다. 이러한 변환 성질을 이용하면 실수 

신호를 해석적 신호로 만들 수 있고, 해석적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가 

가진 진폭과 위상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2] 비트 신호의 포락선 및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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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log ( ) /

( )

c a

a
p e

c

x t x t

x t
x t j

x t

=

=

 (22) 

 

식 (22)는 실수 신호의 포락선( ( )cx t )과 위상( ( )px t )의 식이다. 

이를 통해 임의의 신호에 대하여 포락선 및 위상을 추출한 예가 [그림 

42]와 같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비트 신호가 가진 진폭 변조와 위상 

변조를 보정해주는 것이 목표이다. 

진폭과 위상 변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그 중 첫번째는 고정 응답에 대한 제거이다. 고정 응답이란 

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한 누설, 지표면, 금속 구조물 그리고 안테나의 

렌즈에 의한 반사 신호 등으로, 목표물이 아닌 응답이다. 이러한 고정 

응답들은 목표물보다 강한 신호이고 스펙트럼 누설로 인하여 근처의 

목표물 응답의 SNR을 악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고정된 시스템에 

있어서, 이 고정 응답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기에 제거가 가능하다. 

고정 응답 제거는 기준 신호 측정을 통하여 뺄셈으로 제거하게 된다. 

기준 신호 측정은 아무런 목표물도 없이 구조물에 의한 응답만 측정하는 

것이다. 

 

 
[그림 43] 고정 응답과 목표물 응답 

 

[그림 43]에서 원하는 변조는 mn tgts  에 의한 변조이다. 특히, 

mn leakages  는 목표물에 의한 응답과 다른 채널 응답을 겪기에, 누설 신호가 

포함된 비트 신호로는 변조 정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고정 응답 뺄셈을 통하여 목표물에 의한 응답만 남겨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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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시스템의 변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때, 높은 RCS를 가진 

단일 목표물을 써서 높은 SNR을 가지도록 한 상태에서 변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고정 응답 뺄셈을 통해 남은 목표물에 대해서, 변조 측정은 

이상적인 응답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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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은 식 (20)에서 변조 효과가 적용된 비트 신호와 이상적인 

신호의 차이를 통하여 변조 보정 요소( ( )tmnc )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 

때, 이상적인 신호는 목표물과 시스템과의 거리를 알고 있으므로, 비트 

주파수를 구할 수 있기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림 44] FMCW 레이다 시스템의 변조 데이터 보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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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조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목표물이 없을 때의 

데이터와 point scatterer에 해당하는 높은 RCS를 가진 목표물에 의한 

응답이 필요하다. 

변조 데이터 측정 환경 및 적용 데이터는 하기와 같다. 

 

 

[그림 45] 변조 데이터 측정 환경 

 

기준 목표물로는 구리 철판을 사용하였다. 크기는 30cm x 40cm인 

목표물이다. 목표물은 스티로폼 구조물을 통하여 안테나와 마주보는 

각도로 두었고, 위치는 2.654m에 해당하도록 배치하였다. Corner 

reflector로는 [그림 34]와 같은, 변이 6cm 그리고 3.5cm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다. 

먼저 기준 목표물로 사용할 철판에 대해서 고정 응답 뺄셈 보정 

결과는 하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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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기준 목표물에 대한 고정 응답 뺄셈 보정 결과 

 

[그림 46]의 2.46MHz에 해당하는 신호가 철판에 의한 신호이다. 

4.58MHz의 신호는 FMCW 시스템의 첩의 주파수를 변환시켜주는 Ku-

band Frequency Converter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clutter와 누설 신호 같은 고정 성분들이 

제거됨을 알 수 있다. 

원하는 목표물에 의한 응답은 하기와 같다. 

 

 
[그림 47] 원하는 목표물에 대한 고정 응답 뺄셈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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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은 고정 응답 뺄셈에 대한 효과가 명확히 들어 난다. 

보정 이전의 결과에서는 목표물에 의한 응답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보정 이후에는 10dB의 peak 대비 SNR을 가짐을 볼 수 있다. 

[그림 46]의 보정된 신호와 기준 목표물의 위치 정보를 통하여 

크기와 위상 변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적용한 결과가 아래와 

같다. 

 

 
[그림 48] 원하는 목표물에 대한 크기 위상 보정 결과 

 

M1, M2 그리고 M3는 레이다 방정식과 corner reflector의 응답의 

보정 후 그리고 보정 전에 대해서의 값이다.  

고정 응답 뺄셈과 크기 및 위상 보정의 목적은 목표물에 대해 더 

좋은 SNR과 스펙트럼 그리고 크기를 가지기 위해서 행하였다. 

먼저 정확한 거리는 [그림 45]에서의 측정 거리인 2.654m에 

해당하고, 보정 전과 후의 거리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b d

b

f S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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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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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M2에 해당하는 거리는 2.675m이고, M3에 해당하는 거리는 

3.075m로 보정 후가 더 정확한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스펙트럼 같은 경우 위상 보정을 통해 이전과 달리 point scatter의 

응답에 더 가깝게 형성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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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정보는 레이다 방정식인 M1과 보정 후의 크기인 M2가 

2.17dB 차이가 난다. 보정 후에도 정확해지지 않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레이다 방정식은 수신기의 이득 값과 송수신기의 

안테나 이득 그리고 송신 전력으로 구해지게 된다. 하지만, 그래프에 

사용된 레이다 방정식은 전형적인 값들을 통해서 구해졌기에, 오차가 

나게 된다. 

Corner reflector의 변이 3.5cm인 목표물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는 

하기와 같다. 

 

 
[그림 49] 원하는 목표물에 대한 크기 위상 보정 결과2 

 

M2에 해당하는 거리는 2.65m이다. 실제 목표물이 2.654m이므로, 

정확한 거리에 해당한다. 크기는 이론 보다 3dB 차이가 나는데, 이전 

결과와 마찬가지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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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FMCW 레이다 신호 보정 한계 
 

2절에서는 신호 보정으로 고정 응답 제거와 크기 위상 보정 2가지 

알고리즘을 보이고 결과를 보였다. 이번 절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의 

한계에 대해서 보이고자 한다. 

FMCW 레이다의 잡음은 위상 잡음, ADC의 양자화 잡음 그리고 

수신기의 열 잡음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고정 응답 제거의 한계는 

이러한 잡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FMCW 레이다의 경우 ADC의 양자화 

잡음보다 수신기의 잡음 지수가 더 우세하다고 3장 3절에서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고정 응답 제거가 이상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수신기의 

잡음 전력까지 내려가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25]의 

수신기 잡음 데이터와 [그림 46]의 철판을 통해 고정 응답 제거 전과 

후의 결과를 같이 비교하였다. 

 

 

[그림 50] 정적 고정 응답 제거 효과 

 

주황색 그래프는 철판에 대한 고정 응답 제거 전 응답이고, 

노랑색은 제거 후의 응답이다. 파랑색 그래프는 수신기에 의해서 생긴 

잡음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확실하게 고정 응답을 제거하여도 0~4MHz 

대역에서는 잡음 전력까지 내려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고정 응답 제거 

전에 생긴 1MHz 부근의 스펙트럼은 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해 생긴 

누설 신호가 크기 및 위상 변조로 인해 생긴 부분이므로, 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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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테나 커플링에 의한 경우만을 

단일 주파수로 모델링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51] 단일 주파수 측정을 통한 고정 응답 제거 한계 확인 

 

[그림 51]의 왼쪽 블록 다이어그램은 안테나 커플링에 의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측정 환경이다. 우측 그래프의 결과에서, 

고정 응답 제거 후 남은 부분이, 단일 주파수 측정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 응답 제거는 안테나 커플링에 의해 생긴 신호가 

가진 성분인 harmonic이나 위상 잡음이 기저 대역의 46dB의 높은 

이득에 의해서 증폭되어 남아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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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FMCW 레이다의 신호를 분석하여, 비트 

신호에 변조가 생기는 현상과 근거리 목표물의 경우, 안테나 상호 결합 

응답에 의하여 SNR이 악화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더욱이,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2가지 신호 보정을 적용하였다. 그 첫째는 고정 응답 

제거 방식으로, 시스템이 설치될 장소에서의 기준 응답을 측정하여 추후 

측정에서 뺄셈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안테나 상호 결합에 의한 

응답뿐만이 아니라, 안테나 렌즈, 강철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목표물 

감지를 방해하는 성분들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두번째 방식은 RCS 값이 

큰 목표물을 통하여 시스템이 가지는 크기 및 위상 응답을 측정하여 

추후 보상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를 얻기 위하여, 기준 목표물을 두고 

고정 응답 제거를 적용한 후 해석적 신호와 이상적인 신호와의 비교를 

통해 그 응답을 저장하였다. 

이러한 보정 효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Ku-band에서 동작하는 

FMCW 레이다의 송수신기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Ku-band 송수신기는 

0~-20dBsm의 목표물이 1~3m에 위치할 때, SNR을 최소 10dB 이상 

가지도록 제작되었다. 이 제작에서 안정성을 고려하여 송수신기와 전원 

보드의 stack 구조로 제작이 되었다. 또한, ESD와 같은 surge를 

방지하기 위하여 TVS diode를 적용하였다. 

제시한 신호 보정 기법을 보이기 위하여, 무향실에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철판과 RCS가 -14.77dBsm과 -24.13dBsm에 해당하는 

corner reflector들을 이용했다. 먼저 고정 응답 제거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clutter를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orner reflector를 

목표물로 사용한 경우는 기존에는 판별하기 힘들었던 신호를 고정 응답 

제거로 SNR을 10dB이상으로 가짐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신호 

변조 보정을 진행하였다. 철판을 기준 목표물로 사용하여 시스템의 크기 

및 위상 응답을 저장하였고, 이를 corner reflector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로 실제 거리가 더 정확하게 맞음을 확인하였고, 비트 신호가 가진 

스펙트럼 또한 point scatterer와 같이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광대역 FMCW 레이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조 문제점을 

수식적으로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보정 기법은 해석적 신호를 사용하여 복소 영역에서 진행되었기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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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부담을 적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Future work로는 기존에 진행하였던 단일 채널 측정 및 보정 

효과에 이어, MIMO 방식에 적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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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ort Range Signal Correction 

Method of Wideband FMCW 

Radar Considering Modulation 

Characteristic 
 

HoJung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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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FMCW) radar has an 

advantage in terms of cost and resolution by simple structure and 

low bandwidth of baseband signal. Because of these, FMCW radar is 

widely studied in application of weather, military, vehicle, and 

Imaging radar. 

Wideband transmit signal of FMCW radar improves the distance 

resolution. But, due to the signal characteristic of FMCW radar,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re transferred to the time 

domain, and the signal is modulated. These effects are intensified 

with broadband signals and shorter chirp times. In addition, to get 

the angle estimation of target, most of FMCW radar have Multiple-

Input-Multiple-Output (MIMO) structure. This structure has a 

drawback that makes it difficult to detect a short-range target due 

to the mutual coupling characteristics of the transmitting and 

receiving antennas. 

In this paper, through the fabrication of a Ku-band transceiver 

for a broadband and short-range characteristic FMCW radar, the 

signal modulation effect and antenna mutual coupling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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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rrected for a short-range target. The proposed signal 

correction technique can correct the distortion in the signal in a 

simple way. Furthermore, a method of removing the antenna mutual 

coupling response was also applied. This method is not applied only 

to the antenna mutual coupling response, but also removes the 

clutter response corresponding to the fixed response, thereby 

increasing the SNR of the target. 

As a result, it has the effect of removing the spectral leakage 

by removing the modulation effect of the target signal and 

correcting information about the distance and magnitude of the 

target. This correction technique is advantageous in that it can be 

performed without a large burden in the pre-processing process 

because it is processed using an analytic signal that is a complex 

domain. Finally, the proposed technique was applied to a typical 

radar target, and the effect was shown in the frequency domain 

through 1D-Fast Fourier Transform (FFT), and its limitation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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