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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플러 레이더는 송신기와 송신안테나를 통해 
전자파를 방출하고 이동물체에서 반사된 반사파 
신호를 수신안테나와 수신기를 통해 검출하며, 레
이더와 이동물체 사이 주파수변화에 따른 위상차
를 이용하여 이동물체의 거리, 속도 및 위치정보
를 획득하는 장비이다. 이를 항공우주, 무기개발, 
스포츠 및 교통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
고 있다. 나로우주센터에서는 광학추적장비에 
MFCW(Multi Frequency Continuous Wave)방식 도
플러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주발사체의 비행 초기
구간 동안에 사거리(Slant range), 시선속도(Radial 
velocity) 및 위치정보를 획득하였으나, 제로 도플
러상태 인 경우에 거리 및 속도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방식 도플러 레이더를 광학추적
장비에 탑재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향후 한
국형우주발사체(KSLV-Ⅱ) 발사 임무 시 사용할 

계획이다. 본 논문은 광학추적장비의 MFCW방식 
및 FMCW방식 도플러 레이더 구성과 거리측정방
법 등을 기술하였다.   

Ⅱ. 광학추적장비의 MFCW 방식 도플러 
    레이더 구성 및 거리측정

광학추적장비에 탑재된 MFCW방식 도플러 레
이더는 X 밴드 주파수대역으로 송신안테나로부터 
두 개의 지속파에 대한 도플러효과와 신호처리장
치에서 FFT방법을 적용하여 이동목표물에 대한 
사거리 및 속도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송수신 
안테나는 마이크로 스트립패치 형태로써 추적마
운트의 고각축에 설치되어있다. 송신기는 
PLO(Phase Locked Oscillator), 전력구동장치 및 
전력증폭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신기는 마이크
로파 필터, 저잡음증폭기 및 IQ 혼합기(Mixer)로 
구성 되어있다. 레이더의 신호처리장치는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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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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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ppler Radar that mounted on Electro Optical Tracking System has been operated to measure range 
and velocity during the initial mission of space launch vehicle at Naro space center. In this paper, we 
mentioned configuration of MFCW(Multi frequency Continuous Wave) and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Doppler Radar on Electro Optical Tracking System and  described method of rang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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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전송된 반사파 도플러신호를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처리장치(Digital Signal Processor)에서 
사거리 및 시선속도를 실시간 계산한다. 광 링크
를 이용하여 레이더의 원격제어장치 또는 광학추
적장비의 원격제어장치에서 레이더를 원격제어하
고 신호처리장치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 
수신한다. 또한 수신된 데이터를 원격제어장치의 
메모리장치에 저장하고 모니터에 궤적정보를 표
시한다. 아래그림은 광학추적장비의 MFCW 도플
러 레이더 구성도이다. 

  그림 1. 광학추적장비의 MFCW방식 도플러 
          레이더 구성도

사거리 측정은 송신기내부에 있는 두 개의 발
진기를 이용하며 한 개의 발진기는 일정한 중심
주파수를 갖는 지속파 송신주파수 신호를 방출하
고 다른 하나의 발진기는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
로 변화는 송신 주파수신호를 방출한다. 수신기에
서 목표물의 반사파신호를 감지하고 상대적인 주
파수변화에 따른 위상차를 신호처리장치에서 FFT
방법을 적용하여 사거리를 실시간 측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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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1 및 S2는 송신신호이며, 두 개의 수신 
주파수신호에 대한 위상차는 이다. 또한 신호
대 잡음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중심주파수를 기
준으로 송신주파수 차이가 크면 사거리 정확도(σ

R)는 증가한다. 아래그림은 이동목표물에 한 

MFCW 도 러 이더의 시간에 한 주 수변화

를 도식 으로 표 하 다.[2]

그림 2. MFCW 방식 도플러 레이더의 시간에 

       대한 주 수 변화

Ⅲ. 광학추적장비의 FMCW 방식 도플러   
      레이더 구성 및 거리측정

MFCW방식 도플러 레이더는 목표물이 정지상
태 또는 목표물과 레이더를 연결한 선과 목표물
이 이동하는 방향과 이루는 각이 수직인 제로 도
플러(Zero doppler)상태 일 때 사거리 및 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FMCW방식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하여 위상잡
음이 향상되고 삼각파 또는 톱니파형태의 주파수
로 변조된 발진기의 송신주파수 신호를 이용한다. 
또한 FMCW 및 FMCW방식을 혼용하여 송신주파
수 신호를 방출 할 수 있다. 반사파신호는 수신기
에서 검출되고 레이더 신호처리장치에서 FFT기법
을 적용하여 정지상태 또는 제로 도플러 상태에
서 목표물에 대한 사거리 및 속도를 실시간 측정
한다. 동시에 저장장치로 측정된 데이터가 전송되
며, 광 링크를 통해 광학추적장비의 원격제어장치 
또는 레이더의 원격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제어한
다. 아래그림은 광학추적장비의 FMCW 도플러 레
이더 구성도이다. 

   그림 3. 광학추적장비의 FMCW방식 도플러
            레이더 구성도

목표물이 정지상태 일 때 FMCW방식 도플러 
레이더의 사거리 측정은 아래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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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b는 정지상태일 때 비트주파수이며, f0
는 주파수변조율(Modulation rate)이다. 목표물이 
이동할 경우에 레이더의 사거리 측정은 아래 수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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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플러 천이(Doppler shift)가 발생하고 송신주
파수가 증가(fbu) 및 감소(fbd)함에 따라서 비트주
파수에 도플러 주파수(Doppler frequency, fd)를 
적용하여 사거리를 측정한다. 아래그림은 정지 및 
이동목표물에 대한 FMCW방식 도플러 레이더의 
주파수 변화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2]

그림 4. FMCW방식 도플러 레이더의 시간 

       에 대한 주파수 변화

광학추적장비의 FMCW 도플러 레이더의 기본
사양은 아래표와 같다.

표 1. 광학추적장비의 FMCW 레이더 사양  

항목 사양
출력 60 watt
안테나 이득 34 dBi
발진기 형태 PLO

사거리 측정모드 MFCW 및 FMCW 혼용 

송신 주파수 10.527 GHz ~ 10.540 GHz

RF 대역폭 10 MHz

위상 잡음 -124 dBc/Hz@10kHz offset

거리 정확도 0.5 m at 20km

측정 사거리 55 km at 1m2 RCS target 

아래그림은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 MFCW방
식 도플러 레이더와 FMCW방식 도플러 레이더의 
스펙트럼이며, 항공기의 비행방향과 레이더 사이 
시선방향이 서로 수직으로 변화는 순간에 시선속
도(Radial velocity)가 영으로 될 때에도 FMCW방
식은 사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5] 

그림 5. MFCW방식 및 FMCW방식 도플러 레 

      이더의 스펙트럼(제로 도플러 상태) 

Ⅳ. 결론 및 향후계획

  위에서 비행물체 및 우주발사체의 사거리, 시선
속도 및 위치정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광학추적장비의 MFCW방식 도플러 레이더와 
FMCW방식 도플러 레이더의 구성과 사거리 측정
방법을 기술하였다. 향후 나로우주센터에서는 한
국형 우주발사체(KSLV-Ⅱ)의 비행임무 시, 제로 
도플러 상태에서 사거리 및 시선속도 측정이 가
능한 FMCW방식 도플러 레이더를 운용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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