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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지적인 돌풍이나 호우 등의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지적인 기상 레이다를 활용

한 기상위험 현상의 탐지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목적의 기상 레이다는 저고도 탐지 및 급변하는 기상상황

의 빠른 탐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강력한 지표면 클러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면서도 기상 정보의 빠른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각별 탐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테나 조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지표면 클러터의 

효율적인 제거도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구조의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효율적인 공간 FFT 알고리즘을 통한 고각 필터뱅크 구현 방법에 대한 유용성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이러

한 방법을 사용하면 탐지 과정에서의 지표면 클러터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빠른 기상정보의 업데이트가 가

능함을 보였다. 

ABSTRACT 

As the likelihood of occurrence of the localized microbursts or severe flooding is increased due to the unusual weather 
changes, it is the very urgent problem to detect these weather hazards with a local weather radar. For a local weather 
radar of this purpose, it is essential to detect the low altitude and the fast varying weather conditions. Therefore, the very 
fast update of the weather information and the efficient clutter removal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this goal, the 
appropriate method should be applied which does not need the mechanical elevation scanning and has the capability of 
the efficient clutter removal. Therefore, in this paper, the useful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elevational filter banks with 
the spatial FFT algorithm was analyzed and investigated using a simple array antenna. It is shown that the suggested 
method can be used for both the minimization of the ground clutter and the fast update of wea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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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상 레이다 시스템은 지

금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널리 활용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용되어지는 기상 레이다

는 중장거리용으로 매우 넓은 영역에 걸친 전반적인 기

상 상황을 파악하는 목적으로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난화 등에 의한 국지적 기상이변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지적 기상위험의 

탐지 및 예보, 조기 경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중장거리 기상레이다로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들을 국지적인 기상 레이다들을 

이용하여 더 세밀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속적

으로 연구되고 있다[1-4]. 
이러한 단거리 기상 레이다 시스템이 담당하는 영역

은 기존의 중장거리 레이다로 관측이 어려운 저고도 및 

매우 소규모로 발생하는 돌풍 등의 급변하는 기상 현상

들이다. 따라서 빠른 기상신호 획득 및 처리뿐만 아니라 

높은 해상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의 기상 

레이다에서는 탐지 영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저고

도 탐지가 가능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빠른 기상 변화 현

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목적의 국지적인 기

상 레이다의 경우 저고도 탐지가 필수적인데 시스템 운

용환경을 고려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강력

한 지표면 반사에 의한 클러터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기상상황의 추적을 위해서는 고각별 기상정

보들의 빠른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급변하는 풍속에 의

한 기상 위험 현상의 탐지를 위하여 간단한 수직 배열 

구조의 안테나를 활용한 저고도 탐지용 FFT(fast 
Fourier transform) 공간 필터뱅크를 통한 수신 빔 형성

으로 클러터 제거 및 빠른 고각 스캔을 가능하게 함으로

서 효율적인 기상 정보의 획득 및 업데이트가 이루질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수행하였다. 

Ⅱ. FFT 공간 필터뱅크 구현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 레이다 시스템에서 수직으로 간단한 구조의 수신 

배열 안테나를 적용할 수 있다. 초 단거리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송신 빔은 전체 관측 범위에 해당하는 고각 방향

으로 넓게 분산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
라서 안테나 구조는 고각방향으로 넓게 빔이 형성되며 

수평(azimuth) 방향으로는 좁은 빔이 형성되는 한 개의 

송신용 도파관 슬롯(slotted waveguide array) 안테나와 

수직 배열된 N개의 수신용 도파관 슬롯 안테나들로 구

성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수직으로 배열된 

N 개의 안테나에서의 수신 고도 각, θ 에 따른 안테나의 

위상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7].

  sin for   ⋯
   

(1)

Fig. 1 Phase shifts of N array elements according to 
the elevation angle, θ

식(1) 에서의 ds는 안테나들 간의 간격, λ는 파장을 나

타낸다. 따라서 수신고도 각도에 따른 N 개의 배열 안테

나에서의 위상 변화는 공간 주파수(spatial frequency)로 

표시될 수 있다. 전자파 반사에 의하여 기상 레이다에 

수신되는 고각의 최대 범위는 –90도에서 90도가 된다. 
따라서 식 (1)에서의 안테나들 간의 배열간격 즉 공간 

샘플링 간격 주파수는 최대 공간 주파수의 최소 2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여

야 한다. 




≥ 

sinmax
 

 (2)

식 (2)에서 보는 것처럼 안테나들 간의 간격은 λ/2 보
다 작거나 같아야한다. 그러나 공간 샘플링 전체 구간거

리를 늘려야 공간 주파수 즉 고도 각 해상도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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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간격을 최대값, λ/2로 설정하여야한다. 안
테나들 간격을 λ/2 보다 크게 설정할 경우 공간 주파수 

해상도는 높아지지만 모호성(ambiguity)이 발생함으로 

공간필터 뱅크 구현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배열 안테나에서의 안테나 간격은 λ/2 로 가정하였

다. 따라서 식 (1) 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sin for  ⋯ (3)

따라서 90도~90도 사이의 고도 각, θ 의 변화에 따른 

정규화 된 공간주파수의 범위는 –0.5에서 0.5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FFT 공간 주파수 필터뱅크 구

현 시 정규화 된 3dB 고각 필터 대역폭은 모두 균일하며 

근사적으로 1/N 의 값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공

간 주파수 필터뱅크 구성에서 주의할 점은 대응되는 고

도 각, θ 와 정규화 된 공간 주파수, sin(θ)/2 와는 선형

적인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그림 2에서 표시한 것처럼 

N=16 인 경우의 FFT 고각 필터뱅크 구현 시 대응되는 

고각 대역폭은 공간 주파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

다. 그림 2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주파수를 가지

는 즉, 낮은 고각 영역에서는 필터뱅크가 더 촘촘하게 

높은 고각 영역에서는 다소 듬성하게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Fig. 2 Elevation angle corresponding to the normalized 
spatial frequency for N=16 array elements

그러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6개의 배열 안

테나를 사용한다고 하면 –60도 사이에서 60도 사이의 

고각에서는 10도 정도의 간격으로 거의 균일한 고각 필

터뱅크의 형성이 가능하다. 물론 고각의 절대 값이 60도
를 넘는 범위에서는 필터뱅크의 간격이 너무 크게 늘어

나지만 실제적인 기상정보 탐지 환경을 고려한다면 고

각 스캔 범위는 –60도에서 60도 범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각 필터뱅크를 이용하면 안테

나의 기계적인 틸팅(tilting)에 의한 추가적인 공간 스캔

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기상 정보갱신을 위한 공간 스캔

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한 고각에 따른 지표면이나 인공 구조물들에 의한 강력

한 클러터들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 III 장에서는 

기상 정보 분석을 위하여 기상 레이다에서 추출해야할 

기상 변수들의 추정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IV 장
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고각 필터뱅크 형성을 통한 기상 

정보 추출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 정도를 열악한 운용 

환경을 가정하여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검증 하였다.

Ⅲ. 스펙트럼 모멘트 추정

기상 레이다에서는 단위 셀 공간의 입자들에 의하여 

반사되는 기상 신호로부터 강우 및 풍속, 풍속의 교란정

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상 변수들을 추출해야 한

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수신되는 

기상 신호의 도플러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0 번째, 첫 번

째 및 두 번째 스펙트럼 모멘트들을 각각 추정한다. 0 번
째 모멘트는 강우 입자 등에 의한 반사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강우량 예측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
러한 모멘트 추정 방법에는 수신 기상신호의 자기상관 

함수(autocorrelation)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FFT 
알고리즘을 통하여 기상 도플러 스펙트럼을 얻은 후 추

정치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8]. 전자의 경우

는 연산 양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도플러 스펙트럼의 왜곡이 클 경우 추정치의 오차가 매

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송수신 펄스페어(pulse-pair)에 의한 0번째 스펙트럼 

모멘트는 다음처럼 자기상관 함수 추정치, 로 표

시된다.

 






 






(4)

식 (4)에서의 T 및 Ts 각각 펄스페어들 간의 시간 간

격 및 펄스페어내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며 Z 는 수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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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I(in-phase) 및 Q(quadrature) 데이터를 나타내며 

* 는 켤레 복소수 값을 의미한다. 기상 도플러 전력 스펙

트럼 추정치 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5)

식 (4) 및 식 (5)는 반사 신호의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

이며 풍속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첫 번째 스펙트럼 모멘

트 추정치, 즉 도플러 주파수 추정 값은 자기상관 함수 

추정치 또는 도플러 스펙트럼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

어진다.

 
 




  






 

(6)

 
 















(7)

식 (6) 및 (7)은 평균 도플러 주파수, 즉 평균풍속을 추

정하는 방법으로서 펄스페어를 이용한 자기상관 함수

나 기상 도플러 전력스펙트럼 추정을 이용한다. 
두 번째 스펙트럼 모멘트는 도플러 스펙트럼 폭 또는 

풍속 교란(turbulence) 정도를 표시하는 파라미터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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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식 (8)에서 주의할 점은 추정치에 의한 연산이기 때문

에도플러 스펙트럼 폭이 매우 좁고 SNR 값이 낮은 경우 

자연로그 값이 음수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값을 제외하거나 0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기상 정보 추출에 필요한 스펙트럼 모멘

트 추정치들이 앞에서 설명한 클러터 환경 및 공간 필터 

적용 유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음 장에서 검

증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험을 위하여 국지적 

기상 레이다의 전형적인 운용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상 신호 및 지표면 클러터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모

의 발생시켰다[9]. 또한 발생된 클러터 및 도플러 스펙

트럼들은 전형적인 가우시안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였

으며 신호 및 클러터, 잡음 전력 등의 크기가 원하는 시

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

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고찰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 필터뱅크 구현을 통

한 클러터 제거 및 고도별 기상정보 추출의 신뢰성 정도

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지적 기상 레이다에서의 전형적

인 환경을 고려하여 모의 신호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이

용하여 결과 값들을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표 1에서 제시한 clutter to noise ratio(CNR), 
signal to noise ratio(SNR), 입사방향에 따른 파라미터 

값들을 클러터 및 기상신호 모의 구현에 적용하였으며 

배열 안테나에서의 수신용 수직배열 안테나 숫자는 16
개로 가정하였다. 

Table. 1 Parameters for simulation of the clutter and 
the weather signal 

Clutter 1 Clutter 2 Weather signal

Incident angle of 
–30 degree

Incident angle of 
–15 degree

Incident angle of 
0 degree

CNR of 30dB CNR of 20dB SNR of 20dB

The mean Doppler 
velocity of 0 m/sec

The mean Doppler 
velocity of 0 m/sec

The mean Doppler 
velocity of 10 m/sec

The width Doppler 
velocity of 0.5 m/sec

The width Doppler 
velocity of 0.3 m/sec

The width Doppler 
velocity of 1.5 m/sec

그림 3에서는 공간 필터뱅크 구성을 이용하여 각 고

도각 별 상대적인 출력 값들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공간 필터뱅크에 대

응되는 고도 각별로 기상신호 및 두 종류의 지표면 클러

터가 각각 분리되어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클러터와 기상신호가 입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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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각, -30도 및 –15도 그리고 0도 이외의 탐지 영역

에서는 잡음전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

으로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이와 같이 공간필터

를 이용하여 고도각 별로 수신된 클러터 및 기상신호의 

도플러 스펙트럼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 표시

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 1에 따

라 모의 구현한 클러터와 기상신호를 모두 포함한 전체 

I, Q 데이터 및 도플러 스펙트럼과 각 고도 각별로 출력

되어 나타나는 도플러 스펙트럼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 4에서 그림 8까지 나타내었다.
그림 4 및 그림 5의 경우는 공간 필터뱅크를 적용하

지 않았을 경우의 안테나 수신 단에 나타나는 클러터들 

및 기상신호의 I, Q 데이터와 도플러 스펙트럼을 표시하

고 있다. 표 1에서의 파라미터 값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저주파 도플러 영역에서의 비교적 도플러 폭이 좁은 

두 개의 강력한 클러터 성분과 상대적으로 고주파 도플

러 영역에서의 도플러 폭이 넓은 기상신호 성분들이 동

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공

간 필터뱅크, 즉–30도에 해당하는 고각에서의 출력을 

나타내었다. 그림 6의 도플러 스펙트럼 추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30도 고각으로 입사되는 30dB 
CNR 의 클러터만 분리되어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의 경우는 –15도에 해당하는 고각에서의 

도플러 스펙트럼 추정을 표시한 것으로 그림 6에 비하

여 CNR 이 20dB 로 다소 낮으며 도플러 폭도 다소 좁게 

형성되는 클러터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8에서는 0도에 해당하는 고각에서의 도플러 출

력 스펙트럼을 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기상

Fig. 3 The relative power output corresponding to each 
elevation angle based on the scenario of table 1 for 
N=16 array elements

Fig. 4 The simulated In-phase and quadrature data of 
clutters and the weather signal as shown in Table 1

Fig. 5 The simulated Doppler spectrum of clutters and 
the weather signal as shown in Table 1

Fig. 6 The output Doppler spectrum of clutters and the 
weather signal at the elevation angle of –30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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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입사각이 0도이므로 고각 0도에서의 도플러 기

상신호만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 1에서 제시된 매

우 강력한 두 개의 클러터들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일부 잔존하여 나타남을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은 모의구현을 통한 검증 및 분석을 위해 클러

터의 강도를 지나치게 크게 설정한 경우로 실질적으로

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림 3에
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각 0도에서의 기상신호 출력

이 일부 잔존 클러터에 의하여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

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25개의 거리 방(range 

cell) 별 관련 기상정보 파라미터들을 추출함으로서 그 

결과 값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분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0번째 스펙트럼 모멘트의 경우는 

기상신호의 반사전력을 추정하는 것으로 그림 3에 표시

된 바와 같이 공간 필터뱅크를 적용할 경우 클러터와 기

상신호 전력이 고도 각 별로 잘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및 두 번

째 스펙트럼 모멘트, 즉 평균 풍속 및 풍속의 폭 즉 표준

편차 추정에서의 정확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상 정보 추정치들의 정확성 개선정도에 대

한 평가를 위하여 표 1에서와 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고

각 0도에서의 기상정보의 도플러 평균 속도를 각 거리 

방별로 ±15m/sec 사이에서 변화시키면서 식 (6)에서 식 

(9)까지를 이용하여 펄스페어 추정치 및 도플러 스펙트

럼 추정치에 의한 모멘트들을 계산하여 공간필터 적용 

여부에 따른 그 결과 값들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9는 펄스페어 추정 방법에 의한 평균 도플러 속

도 추정치 값들을 25개의 거리 방에 대하여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9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 평균 도플러 

속도 값들과 본 논문에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의 펄

스페어 추정치 값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간필터 뱅크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방법의 

경우에는 강력한 지표면 클러터들로 인하여 도플러 평

균속도 추정치가 거의 0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Comparison of the pulse-pair mean estimates 
between the conventional method and the suggested 
method using the spatial filter bank

그림 10의 경우는 도플러 스펙트럼 폭 추정, 즉 도플

러 속도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기교란 정도

나 셀 내의 풍속변화 정도 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간 필터뱅크를 적용할 경우 약간

Fig. 7 The output Doppler spectrum of clutters and the 
weather signal at the elevation angle of –15 degree 

Fig. 8 The output Doppler spectrum of clutters and the 
weather signal at the elevation angle of 0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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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성이 있지만 펄스페어 추정치들이 참값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약간

의 변동성은 모의 구현한 클러터 및 기상 신호에 배경잡

음 전력 및 전자파 전파에 따른 랜덤 전력 변동성도 추

가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의 방법을 그

대로 적용하는 경우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강력한 클

러터들로 인하여 펄스페어 추정치들이 무의미하게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과 그림 12는 수신되는 시간영역의 I, Q 기상

신호로부터 FFT(fast Fourier transform) 스펙트럼을 추

정한 후 식 (7) 및 식 (9)에 의한 추정치 값들을 각각 나타

낸 결과 그림들이다.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제안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도플러 평균속도의 추정치들은 스

펙트럼 추정 방식에서도 참값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강력

한 클러터들로 인하여 스펙트럼 추정 방식에서도 도플

러 평균속도가 거의 0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남을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도플러 폭 추정치들

을 표시한 것이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의구현

상의 랜덤 잡음이나 전자파 전파에서의 수신 전력의 랜

덤 변동성 때문에 스펙트럼 추정에 의한 경우에도 펄스

페어 추정치들과 유사하게 참값 근처에서 약간의 변동

성을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정확한 추정

치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존의 방법

을 적용할 경우 그림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력한 

잔존 클러터 때문에 스펙트럼 추정에 의한 도플러 폭 추

정치들도 펄스페어 추정치들처럼 참값과는 전혀 다른 

의미 없는 결과 값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제안한 방법

은 클러터의 효율적인 제거와 기상정보의 빠른 업데이

트에 유용함을 알 수 있다.

Fig. 11 Comparison of the spectrum mean estimates 
between the conventional method and the suggested 
method using the spatial filter bank 

Fig. 12 Comparison of the spectrum width estimates 
between the conventional method and the suggested 
method using the spatial filter bank

Ⅴ. 결 론

국지적 기상레이다에서에서는 저고도 탐지 특성으로 

인한 강력한 지표면 클러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적으

로 급변하는 돌발적인 기상상황의 탐지를 위한 빠른 기

Fig. 10 Comparison of the pulse-pair width estimates 
between the conventional method and the suggested 
method using the spatial filter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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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클러터 문제들을 해결

하면서도 고도별 기상정보의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하

게끔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수신 빔 형성을 통한 공간필

터를 적용함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효율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고각에 따른 강력한 지표면 

클러터를 배제하면서도 기상정보의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기상재해나 위험 현상을 신

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구성될 국지적인 기상 레이다 망에서의 실

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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