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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와 전자정보에서 획득한　방향정보　자료를　이용해서　전자파 정보를 융합하

는 기술을 제시한다. 레이더에서 획득한 표적신호와 전자정보에서 획득한 정보신호를　융합하면 표적

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의 탐지 오차율이 줄어들고 표적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보

할 수 있어서 표적식별이나 목표물 선정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분야 분석요소 (분석 정확도 : %)

전자정보

표적의 방향(90), 거리(50), 속도(10)

표적의 전파특성(90)

표적의 라이브러리(90)

레이더

표적의 거리(90), 방향(90), 속도(90)

표적의 전파특성(10)

표적의 라이브러리(10)

표 1. 레이더 정보 융합 요소 분석 

1. 서　론

전파를　송신하여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표적에서 나오는 전파를 수신하여 표적의 방향과 전

파요소를 탐지하는 전자정보 장비의 방향정보를　일

차적으로 융합하여 표적을　일치시킨　뒤에　표적의

방향, 거리, 속도, 전파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항공기나 함정의 안전운행을 도와주는 정보융합기술

이 매우　필요하다．특히 군사용으로 적의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전투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의 전투상황을 분석하여 적의 공격이나 침투에 대

한 최적의 대응책을 초기에 수립할 수 있는 레이더

정보 융합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１]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레이더와 전자정

보 체계를 별도로 개발하여 현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레이더나 전자광학, 적외선 탐

지 센서, 전자정보 체계에서 탐지한 신호를 종합 상

황체계를 통해서 각각의 정보를 별도로 표시 한 뒤

에 이를 종합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 종합 수준이

며 레이더와 전자정보 신호를 정보융합하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자정보 위

성에서 수집한 전자정보 자료를 레이더로 송신하여

레이더 정보와 전자전 정보가 종합되고 있다.[2]　　

2. 정보 융합 요소 분석

전자정보 장비와 레이더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호보완적인 정보융합을 실시하기 위해서

는 우선 각각의 장비가 획득하는 정보와 또한 각 장

비가 획득한 정보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와 전자정보 체계의 분석요소를

표 1과 같이 설정하고, 선정된 요소들을 일차적으로

는 표적의 방위, 거리를 비교해서 공통된 표적을 식

별하고, 이차적으로 표적의 전파특성과 표적의 라이

브러리를 비교해서 정보융합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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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융합 장치 구성도

그림 2. 표적탐지 레이더 구성도

정보융합장치의 구성도를　그림 1에 수신 정보의

흐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레이더와 전자정보체

계로부터 수신된 신호는 제어기로 입력되며, 정보융

합 모듈을 통해 레이더와 전자전으로부터 입력된 각

각의 신호에 대한 정보를 융합하여 동일 표적을 확

인하고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표적에 대한 정보와 비

교하여 표적에 대한 정보를 전시한다. 이러한 정보

융합장치는 크게 제어기와 표시기로 구성되며 제어

기는 수신된 정보를 입력받아 정보용합을 실시하고

정보를 표시하는 운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3. 정보융합 기술 분석　

레이더(radio detection and ranging: RADAR)는

반사물체(reflecting objects or targets)의 위치를 탐

지하기 위한 전자기 시스템으로, 이를 위해 공간상

에 에너지를 방사하고 물체로부터 반사된 반향신호

(echo signal)를 수신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일반적인 레이더의 구성은 다음 그림 ２와 같다.

수신되는 반향신호를 신호처리 하여 표적의 거리

를 획득하고, 방위는 반향신호가 검출되는 순간에

안테나 각도를 측정하며, 안테나의 방사패턴 내에

표적이 있는 곳에서 결정되며, 표적에 대한 방위는

안테나의 빔폭이 좁을수록 정확하게 측정된다.

공간상으로 방사된 송신기 신호는 표적으로부터

반사되어 레이더 수신기로 입력되는 신호의 세기는

식(１)과 같다.[３]

P r=
P tG tG rλ

2σ

(4π) 3R 4 （１）

식 (１)에서 λ=c/f(c=3×10 8m/sec)이고 σ는 표

적의 RCS이다.

또한 송신된 펄스가 표적에서 반사되어 수신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T)은 전파의 속도(c)에 반비례하

고, 레이더로부터 표적까지의 거리 R에 비례하며 식

(２)과 같이 표시할 수 있고 이 식을 이용하여 레이

더에서 표적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T=
2*R
C

　　　　 (２)

수신기로 입력된 반향신호는 펄스압축, 도플러필

터뱅크 등 다양한 디지털 신호처리를 통해 표적의

속도 및 거리를 획득한다. 레이더에서 고정된 표적

과 이동 표적을 구분하는 것이 표적식별에 중요하

다. 고정표적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지연소자와 가중

치 곱셈으로 구현되는 이동표적 식별(Moving

Target Indicator : MTI) 기술을 사용하며, 이 기술

은 도플러 성분이 없는 고정표적, 지면 클러터나 풍

속의 영향을 받는 기상 클러터를 제거할 수 있다.

지면 등 고정된 물체에 의해 반사된 클러터 신호

는 세기가 강한 반면 펄스 간 변화가 매우 적으며,

비행체에 의한 반사신호는 상대적으로 세기는 약하

지만 이동속도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펄스 사이의

세기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따라서 N번째 펄스와

N-1번째 펄스의 동일 거리셀 값을 빼면 고정물체에

의한 반사신호는 0이 되며, 표적신호의 값은 이동에

의한 RCS(radar cross section)의 변화에 의해 도플

러 주파수가 변화(butterfly)를 나타내게 된다. 그림

3은 이동 표적에 의한 반사신호와 지면 클러터가 함

께 있을 때 MTI 기능을 사용한 예이다.



2006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244 -

Range Cell

M
ag

n
it

u
d

e

(a) I - Signal

(b) Q - Signal
Range Cell

M
ag

n
it

u
d

e

그림 3. MTI 사용 레이더의 출력 

레이더　정보융합장치의 전시기 화면은 그림　４

와　같이　기존의　레이더 및 전자정보 장비의 전시

형태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표적위치 및 표적에 대

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시화면을 구상해

야 한다. 레이더의 PPI 화면에 전자정보의 테이블

형태의 전시화면을 결합하거나 방위각, 위협정도, 신

호세기를 동시에 표현하는 전자정보의 그래픽 PPI전

시 형태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정보융합장치의 출

력을 효과적으로 전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사

용할 수 있다.［４］

그림 4. 정보융합장치 전시화면 구성도

４.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 장비와 레이더 전자정보

장비를 사용해서 획득한 각각의 정보를 융합하기 위

해서, 선정된 요소들을 일차적으로는 표적의 방위를

비교해서 공통된 표적을 식별하고, 이차적으로 표적

의 전파특성과 표적의 거리와　라이브러리를 비교해

서 최종 정보를 획득한 후에 통합 정보 표시기에서

융합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레이더와 전자정보 장비를 융합하면 표적을 정확하

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의 탐지 오차율이

줄어들고 표적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서 장비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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