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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types of radio equipment becomes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in various fields, radio interference occurs

frequently. In the domestic situation where the territory is narrow, many systems are deployed in a specific highland with

a good radio wave environment. Radar systems that transmit high power signals of the same band are sometimes

deployed and operating at close distance. In this paper, the type of interference was classified for the actual radio wave

interference phenomenon and appropriate signal interference parameters were derived. The power density of the

interference signal was predicted using the analysis method and the effectiveness was verified through measurement.

And, we propose a method to minimize interference by analyzing operating scenarios of interferer radar and victim radar.

요 약

여러 분야에서 전파 장비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상황은 협소한 영토에서 전파환경이 우수한특정 고지대에 다수의 시스템이 밀집해 있으며, 동일 대역의 고출력 신호를 송신

하는 레이다 시스템이 근거리에 배치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전파간섭현상에 대하여 간섭

의 형태를 구분하고 적절한 신호간섭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이것을 간섭기법에 반영하여 간섭신호의 전력밀도를 예측하고

실 측정을 통하여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섭시스템과 피해시스템의 운용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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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레이다는 400MHz에서 36GHz대역까지 매우 광

범위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항공, 우주,

국방, 교통, 민수, 과학 기술 등 활용분야가 다양하

다. 민간용으로는 공항관제레이다, 선박 감시 레이

다, 선박항행용 레이다 및 기상레이다 등이 있으며

군용으로는 지상감시레이다, 해안감시레이다, 대공

감시 및 추적레이다등에 이용되고 있다. 레이다는

다른 시스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송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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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므로 동일한 대역에서 운용되는 타 레이

다에 간섭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

에서는 레이다의 용도에 따라 운용대역과 대역폭

을 규정하고 각 대역별 간섭 보호 기준을 제시하였

으며, 이는 각국에서 준용하여 운용되고 있다[1].

우리나라도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

‘RR’)을 국내 전파법에 반영하였다. 전파자원 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파수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주파수 사용관련 문제점들도 함께 등장

하고 있다. 민간 주파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체들

의 경쟁을 바탕으로 대가에 의한 할당이 이루어지

는 반면, 공익용 주파수의 할당은 민간 분야에서의

경쟁방식이 아닌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주파수 분배방식은 이용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주파수 사용관련 문제점으로 주파수 간

섭문제를 들 수 있으며, 국내에도 전파간섭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파수를 사용

하는 새로운 장비의 개발 및 노후화된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면서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장비와

간섭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상황은 좁은 영토에서 가시선 확보를

이유로 전파환경이 우수한 특정 고지대에 다수의

전파 장비가 밀집해 있으며, 기상레이다 및 조기경

보레이다와 같이 원거리에 대한 탐지를 위하여 고

출력 송신신호를 방사하는 시스템이 근거리에 배

치ㆍ운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군사용 주파수 사용에 관한 정보는 비밀리에 관

리되고 있어, 민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사

전에 주파수 중첩 및 간섭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군사용 주파수자원의

사용은 무기체계의 안정성이나 성능보장을 위해

사용 주파수 대역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주파수

간섭이나 중첩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2].

본 논문에서는 기상레이다와 주변 레이다간의 간

섭 현상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전에

영향성을 예측하여 간섭현상으로 인한 상호장비의

성능열화 및 안정성 저하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간섭

시스템과 피해시스템의 특성 및 운용방식을 기술

하였고, Ⅲ장에서는 간섭형태와 분석기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Ⅳ장에서는 측정을 통한 간섭인자

도출과 간섭신호 예측ㆍ검증 및 개선결과로 구성

하였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Ⅱ. 간섭시스템과 피해시스템

1. 기상레이다

우리나라 정부기관 현업용 기상ㆍ강우레이다는

총27대이며, 기상청에서 공항용을 포함하여 11대,

홍수통제소는 6대, 국방부는 9대, 항공우주연구원

에서 1대를 운용하고 있다.

연구용을 제외한 기상레이다의 주파수 대역은

S-대역과 C-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상레이다는 아날로그 레이다(1세대), 단일편파

도플러 레이다(2세대), 이중편파 도플러 레이다(3

세대) 순으로 발전해 왔다.

기상청의 기상레이다는 인천공항용을 제외한 현

업용 기상레이다 10대를 2014년 백령도를 시작으

로 2018년까지 2세대에서 3세대 레이다로 교체하

였다.

2세대 기상레이다의 운용주파수 대역이 C-대역

이었으나, 3세대 기상레이다는 운용주파수 대역이

S-대역으로 변경되었다.

3세대 기상레이다는 EEC사(미국)의 DWSR-8501

S/K 모델로, 주요제원은 표 1과 같다[3].

Table 1. DWSR-8501S/K specification.

표 1. DWSR-8501S/K 시스템 제원

Division Parameter Specification

System

Operating Frequency S-band

PW 0.4～4.5usec

PRF 200～2400Hz

Range Minimum 600km

Sensitivity-reflectivity -20dBz at 30km

Antenna

Gain > 45.0dBi

HPBW(typical) 0.95°

Polarization Horizontal/Vertical

Tx
Type Klystron

Peak Power 850 kW

Rx
Minimum Discernible Signal -114dBm typical

Dynamic Range Up to 10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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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다는 일반적으로 안테나를 일정 고도각

에 고정시키고, 360° 방위각으로 스캔한 후 다시 고

도각을 올려 360° 방위각에 따라 스캔하는 것을 반

복하며 레이다별로 차이는 있으나 8～16개 정도의

관측 고도각에 대해 관측한다[4].

그림 1은 기상레이다의 구성을 간략화한 블록도

와 스캔 방법을 나타낸다.

Fig. 1. Meteorological radar system and scanning.

그림 1. 기상레이다 시스템 구성과 스캐닝

2. 간섭레이다 시스템

간섭을 일으키는 레이다시스템은 3D 능동위상배

열레이다이며, S-대역 주파수를 사용한다. 레이다

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성방식이 2D레이다와 3D레

이다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는 장거리 대공 감시레

이다, 공항감시레이다와 같은 중거리 대공 감시용

과 원거리용 항공탑재 펄스도플러레이다, 기상레이

다 등이 있다. 3D 능동위상배열레이다는 펜슬빔을

채용하여 높은 정확도 및 해상도를 가지며, 매우

첨예한 빔폭 사용으로 주빔에 대한 재밍 영향성을

최소화 하는 특징을 가진다.

간섭레이다의 주요제원은 표 2와 같다.

Table 2. Interferer radar specification.

표 2. 간섭레이다 제원

Parameter Specification

Operating Frequency S-band

Pulse Type
Linear Frequency
Modulation(LFM)

Range Minimum OOOkm

Antenna Type Active Phase Array Antenna

Antenna Gain > 34.0dBi

HPBW(Maximum) 2°

Polarization Linear Horizontal

Tx/Rx Type TRM(Transmit-receive module)

Peak Power OO kW(minimum)

Frequency Channel OOO, 1.25MHz Step

3D 능동위상배열레이다는 하나의 방위각에 대하

여 짧은 시간동안 고도각별로 빔을 송신하여 360°

방위각 전체를 스캔한다.

그림 2는 간섭원으로 작용하는 3D 능동위상배열

레이다의 구성을 간략화한 블록도와 스캔 방법을

나타낸다.

Fig. 2. 3D active phased array radar system and scanning.

그림 2. 3D 능동위상배열레이다 시스템 구성과 스캐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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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파간섭 형태와 분석기법

1. 전파간섭 형태

전파간섭은 하나 이상의 전자기적 에너지의 방사

나 통신 시스템의 전기적 유도에 의해 성능 저하나

오차 또는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원하지 않

는 신호이다. ITU-R에서 규정한 간섭 보호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간섭 신호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신기의 대역폭보다 휠씬 작은 대

역폭을 가지는 연속된 간섭신호(CW), 수신기 대역

폭의 가우시안 잡음과 유사하거나 같은 영향을 주

는 연속된 간섭 신호(noise-like), 일정 시간 동안

on-off를 반복하며 펄스폭과 펄스 반복주기로 표현

되는 펄스형 간섭신호(pulse), 매우 작은 펄스폭을

가지는 임펄스 간섭신호(impulse)와 모든 변조 신

호의 파라미터가 표적 신호와 같을 때의 신호(same

as desired signal)로 구분된다[1].

그림 3은 기상레이다의 PPI와 A-Scope 화면으

로, 기상레이다가 간섭레이다로부터 받는 전파간섭

의 형태는 ITU-R에서 규정한 noise-like신호간섭

과 일정 시간 동안 on-off를 반복하는 펄스형 신호

간섭이 복합된 형태로 발생하였다.

Fig. 3. Interference type affected by Interferer radar.

그림 3. 간섭레이다로부터 영향 받는 간섭형태

2. 전파간섭 분석기법

일반적으로 무선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전파간섭

분석기법에는 대표적으로 최소결합손실기법(MCL：

Minimum Coupling Loss)과 몬테-카를로기법(Monte

Carlo)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R)의 권고

문 SM.337-4(주파수 및 거리 이격) 분석기법등이

있다.

2-1. 최소결합손실기법

최소결합손실기법은 몬테-카를로기법에 비해 간

단하고 빠르게 간섭분석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정적인 간섭시나리오나 단일 고정 간섭원인 경우

에 적합하다. 경로손실을 비롯한 기타손실, 송신기

와 수신기의 파라미터가 주어진 경우 이를 이용해

최소이격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간섭 장비와 피

해 장비간의 간섭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악의 조건

에서 이격도를 계산하여 전파모델로 이격도에 대

응하는 이격거리를 산출하는 기법이다[5].

      (1)

여기서, 는 간섭원의 송신전력, 는 간섭장비

송신기의 안테나 이득, 는 피해장비 수신안테나

이득, 은 피해장비의 간섭 임계값을 나타낸다. 이

때, 두 시스템의 이격거리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in  (2)

여기서, 은 경로손실 모델, min은 최소이격거

리를 의미한다. 식(1)과 (2)로부터 피해장비가 받는

간섭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

여기서 은 간섭계산시 필요한 편파손실 및 시

스템손실, 는 간섭계산시 포함되는 부가적인 이

득을 의미한다.

2-2. 몬테-카를로 기법

몬테-카를로 기법은 입력 파라미터의 통계적 분

포를 고려하여 실제 환경 모델링이 가능하며 사용

자의 주파수, 공간적, 시간적 분포를 포함하여 현실

성 있는 시나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계산이 복잡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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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이나 입력 파라미터(확률 분포, 불요방사, 블로

킹, 상호변조)를 감안하여야 간섭평가가 가능하다

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최소결합손실기법에 비해

훨씬 더 현실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2-3. ITU-R SM.337-4

ITU-R SM.337-4는 송신기의 송신스펙트럼 전

력밀도와 수신기의 수신전력과 수신기의 특성 및

이격거리를 반영하여 간섭신호의 세기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 (4)

여기서, 는 피해장비의 수신기로 입력되는 간섭

신호의 크기이며, 는 간섭장비 송신기의 전력, 

는 간접장비 송신안테나 이득, 은 피해장비 수신

안테나 이득,  는 간섭장비와 피해장비의 이격

거리에 따른기본적인 전파경로 손실, (Frequency

dependent rejection)은 주파수에 따른 간섭신호의

억제 함수이다.

∆  log




∞

∆




∞



 (5)

은 간섭장비와 피해장비의 3dB 대역폭과 관련

한 (On-tune rejection)과 간섭장비와 피해장

비의 운용주파수 차이와 관련한 (Off-frequency

rejection)의 합으로 표현되며, 는 중간주파수

과 동일한 간섭신호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 는

수신기의 주파수 응답 이며 ∆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주파수 차이를 나타낸다[6]. ITU-R 권고문 SM.329-7

의 권고 2.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스퓨리어스 영역

발사는 디지털 변조 또는 펄스 변조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필요주

파수대역폭의 250% 경계기준에서 시작한다.

RR 부록 3도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무선

측위, 기상원조업무, 우주연구 업무 및 지구 탐색-

위성업무와 같은 업무에서 1차 감시레이다에 필요

주파수대역폭의 250%라는 일반적 경계 기준을 적

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7], [8].

1차 감시레이다 시스템의 경우, 점유대역폭과 필

요대역폭이 동일한 의미이며 40dB 대역폭을 기준

으로 OoB 대역이 설정된다. ITU-R SM.1541의 필요

대역외 불요발사 마스크는 40dB 대역폭 부터 SM.329

에 지정된스퓨리어스불요발사기준까지 20dB/decade

의 비율로 감소한다. 대역외영역이나 스퓨리어스영

역 경계의 세밀한 정의는 ITU-R SM.1541의 부록

8.에서 설명하고 있다[9].

레이다는 ITU와 국내 전파법의 무선설비규칙에

무선측위시스템으로 분류되며, 불요발사 신호의 세

기는 송신주파수 대비 상대크기로 정의된다.

이에 반해 피해장비의 수신기로 유입되는 신호의

크기는 간섭장비에서 방사되는 불요발사 신호의

절대크기로 판단해야 한다. 레이다는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작은 신호를 탐지하기 위하

여 수백W～수백kW 수준으로 매우 큰 송신출력을

가진다. 즉, ITU-R 및 무선설비규칙에서 규정한

불요 발사 및 스퓨리어스 발사 제한조건을 만족하

더라도, 사용주파수의 인접도 및 장비의 설치거리

에 따라서 간섭이 발생한다.

이 경우, 주파수 및 사이트를 선점한 장비의 원활

한 운용을 위하여 후속 설치된 장비에서 간섭을 해

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요구 규격에 맞게 제

작된 장비를 개조하거나 사이트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막대한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

게 된다.

Ⅳ. 측정ㆍ분석을 통한 개선

1. 레이다 운용 환경

기상레이다와 간섭레이다는 연간 무중단 가동 되

고 지정된 위치에 설치된 고정형이므로, 시간적ㆍ

공간적 확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상레이다는 사이트별로 국가로부터 획득한 지

정된 단일주파수만을 사용하지만, 간섭레이다는 맹

목속도 및 재밍회피등을 이유로, 운용주파수 대역

을 획득하고 대역폭 내에서 수～수백개의 주파수

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기상레이다와 가장 근접하

여 운용하는 주파수와의 간섭을 감안한 최악의 조

건에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간섭이 발생하는 2개 사이트에 대하여 간섭레이

다와 기상레이다와의 설치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림 4는 레이다 설치 환경 지형분석도이며, 설

치고도가 유사하여 LOS(Line of sight)가 형성되며

이격 거리는 약OOkm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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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rrain analysis map of radar deployed.

그림 4. 레이다 설치 환경 지형분석도

2. 송신스펙트럼 측정과 상대비교측정을 통한 간섭

신호세기 예측

간섭레이다는 1차 감시레이다이며, 무선측위시스템

으로 구분되므로, MIL-STD-469B와 ITU-R SM.1541

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파라미터 계산을 통하

여 송신스펙트럼 마스크가 정의된다.

스퓨리어스 발사 강도 제한은 log 또

는 60dB 중 덜한 값을 적용한다. 여기서 는

Peak envelope Power를 의미한다[9], [10].

Fig. 5. Transmitter maximum emission levels outside B-40dB

range.

그림 5. B-40dB 외 대역의 송신기 최대 방사 신호 레벨

그림 6은 간섭레이다의 OoB(Out-of-band)와 스

퓨리어스 대역의 불요발사신호가 피해레이다의 운

용주파수 대역에 끼치는 영향성을 간략히 표현한

것이다.

간섭시스템의 송신스펙트럼 및 불요발사특성은

실제 피해시스템 레이돔에서 표준 혼안테나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간섭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ITU-R M.1177-4 레이다 시스템의 불요발사 측정

방법을 준용했다.

Fig. 6. Spurious frequency band interference between the

interferer system and victim system.

그림 6. 간섭시스템과 피해시스템 스퓨리어스 대역 간섭

표준 혼안테나를 설치할 때 간섭시스템의 편파에

맞도록 설치가 필요하며 수평/수직편파에 여부에

따라서 측정값은 약 30dB의 측정오차가 발생하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7은 표준 혼안테나를 이

용하여 간섭 신호를 측정한 후, 기상레이다의 안테

나를 이용하여 비교측정값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

한 것이다.

Fig. 7. Relative signal level measurement using standard

horn antenna.

그림 7. 표준 혼 안테나를 이용한 상대비교측정

그림 8은 간섭레이다의 송신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이며, ITU-R SM.1541에서 권고한 OoB 대역

과 스퓨리어스 대역 불요발사 요구조건을 만족하

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9와 그림 10은 표준 혼안테나를 이용하여 간

섭레이다의 스퓨리어스 발사로 인한 피해레이다 운

용주파수 대역의 영향성을 측정한 것으로, 간섭레

이다를 송신하지 않을 때와 송신할 때의 차이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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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nsmission spectrum mask of interferer radar.

그림 8. 간섭레이다의 송신스펙트럼 마스크

Fig. 9. Measurement signal level when interferer is not

transmitted.(Victim radar operating frequency range.)

그림 9. 간섭레이다를 미송신 상태의 때의 간섭측정치

(피해레이다의 운용주파수 대역)

Fig. 10. Measurement signal level when interferer is

transmitted.(Victim radar operating frequency range.)

그림 10. 간섭레이다를 송신했을 때의 간섭측정치

(피해레이다의 운용주파수 대역)

간섭레이다를 송신하지 않았을 때에는 -125dBm

수준이 측정되었으나, 간섭레이다를 송신하게 되면

-109dBm으로 상승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케이블

손실 6dB를 보상하면 실제 신호의 세기는 -103dBm

로 측정되었다. 이 때, 충분히 낮은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스펙트럼분석기의 스팬과 분해능을 조

정하여야 하며 내부 입력증폭기 또는 외부 증폭기

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측정에 사용된 기준안테나는 S-대역 표준 혼안

테나이며 이득은 18dBi의 특성을 가진다. 기준 안

테나를 이용한 상대레벨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피

해시스템인 기상레이다로 측정되는 수신신호의 세

기를 예측하면, 기상레이다의 이득은 최소 45dBi

이상을 만족하므로 표준 혼안테나 측정값에서 기

상레이다와 표준 혼안테나의 이득차이를 더하면

기상레이다로 입력되는 신호세기는 약 -76dBm 수

준으로 예측되었다.

3. 실 측정을 통한 간섭예측 유효성 검증

수식(4)에서 정의한 간섭신호의 억제함수로, 간

섭장비의 송신스펙트럼에서 빔폭에 따른 주엽 대

비 부엽신호와 스퓨리어스 대역의 불요발사 제한

치를 적용하였다. 그림 11은 간섭장비의 송신파형을

정규화한 것으로, 부엽의 신호세기는 최대 -25dB에

서 최소 -45dB의 차이값을 가진다.

Fig. 11. Normalization of main lobe and side lobe interferer

radar.

그림 11. 간섭레이다의 송신파형 정규화

간섭레이다의 스퓨리어스 대역 발사전력은 송신

출력, 송신안테나이득, 부엽최대크기와 송신스펙트

럼 마스크를 만족하는 주파수 이격으로 저감되는

신호손실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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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Interferer radar transmission state.

(a) 간섭레이다 송신차단상태

(b) Interferer radar transmission state.

(b) 간섭레이다 송신상태

Fig. 12. Meteorological radar A-scope.

그림 12. 기상레이다 A-scope 화면

   (6)

간섭레이다의 송신 전계신호가 기상레이다의 위

치에서 만들어내는 전계강도는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7)

여기서, 는 간섭레이다의 스퓨리어스 대

역 발사전력, 는 간섭레이다의 송신출력, 은 기

상레이다의 안테나수신이득, 은 간섭레이다의

안테나 부엽이득, 는 스퓨리어스 대역의 불요

발사 제한손실, 은 간섭레이다와 기상레이다의

이격 거리이다.

수식(6)～수식(7)을 이용하여 기상레이다에 인가

되는 전계강도를 계산하면 최소 -94.37dBm에서 최

대 -64.37dBm으로 계산되었다.

최소전계강도는 은 -45dB, 는 70dB를 적

용하고, 최대전계강도는은 -25dB, 는 60dB

를 적용하였다. 기상레이다는 수신기의 최소수신감

도(-114dBm)를 100km 거리기준에서 반사도 0dBz

로 감도를 보정한다[11].

그림 12는 A-scope화면으로, 거리에 따른 반사

신호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림 12(a)는 간섭레이다

의 송신을 차단한 상태에서 기상레이다의 수신 신

호를 확인한 것이고, 그림 12(b)는 간섭레이다를

송신한 상태에서 기상레이다에 가장 큰 간섭이 발

생할 때의 수신신호를 확인한 것이다.

간섭레이다 송신상태에서 기상레이다 방향으로

지향하고, 기상레이다를 가해레이다 방향으로 마주

보도록 지향한 상태에서 간섭신호의 세기는 100km

지점의 반사도가 40dBz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최소수신감도 -114dBm에서 40dB 상승한

-74dBm 수준의 간섭신호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표준 혼안테나를 기준안테나로 이용한 상대

레벨 측정방법에서 측정된 간섭신호 세기 약 ±3dB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그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4. 운용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전파간섭 최적화

관리 기관이 동일하며 동종의 레이다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운용개념 및 운용시나리오를 최적

화하여 전파간섭을 피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

최적화 방법에는 간섭시스템과 피해시스템의 회전

방향 및 속도를 동기하여 서로 지향하는 상황을 회

피하거나 PRF(Pulse Repetition Frequency)를 조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12].

간섭시스템과 피해시스템의 관리 기관이 다르고

이종의 레이다 시스템으로 인한 전파간섭이 발생

할 경우에는 주파수 획득 및 설치사이트를 선점한

시스템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 경우 후속 설치된

시스템에서 간섭현상을 해결해야 하며, 운용주파수

가 근접한 경우에 간섭시스템의 송신스펙트럼 개

선을 통한 주파수 이동 또는 추가적인 여파기를 설

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섭시스템이 능동배열레

이다이므로, 다수의 여파기 추가를 위한 하드웨어

의 개조가 필요하고, 삽입손실로 인한 탐지거리의

제한이 발생한다.

기상레이다는 획득한 단일주파수를 이용하고, 시

스템 수신단의 IF 가변필터(튜너)를 이용하여 운용

주파수 변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수입한

(60)



A Study on Prediction and Optimization of Radio Interference through Radar Operation Scenario Analysis 61

Meteorological Radar
Elevation Angle

Number of interference occurrences

Before After

0° 12 (every scan) 3

0.25° 12( every scan) 3

0.8° 12 (every scan) 3

1.4° 4 0

2.5° 4 0

4.2° 0 0

7.1° 0 0

15° 8 0

Total 52 9

Table 3. Number of interferences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표 3. 개선 전ㆍ후의 간섭발생 횟수

시스템으로 주파수 이동에 의한 최적화 수행이 장

기간 소요되고, 주파수 이동으로 인하여 주변 타

장비와의 간섭발생 및 추가적인 주파수 획득의 문

제가 있다.

따라서, 두 시스템의 운용방법을 파악하여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상레이다

의 스캔은 단거리 볼륨 관측시 관측고도각수가 8～

16개, 장거리 단일 고도각 관측은 1개의 최저 고도

각을 이용하며, 1 스캔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

50초가 소요된다[13].

간섭레이다는 한 방위각에 여러개의 주사빔을 고

도각으로 방사하며, 1 스캔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초가 소요된다. 간섭장비의 3dB 빔폭은 2°, 기상

레이다의 3dB 빔폭은 약 0.95° 수준으로 송신 및

수신전력이 매우 첨예하게 집중된다. 따라서, 기상

레이다가 간섭장비 방향으로 시선각이 형성된 고

도에서 간섭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고도각이 높

아질수록 간섭은 줄어들게 된다.

간섭현상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와 거리의 이격 또는 레이다 급전부에 여파기를 추

가해야 하지만, 기 설치된 장비의 이동 및 하드웨

어의 개조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섭장비는 맹목속도 및 재밍회

피등을 위하여 운용주파수 대역폭에서 수∼수백개

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360° 방위각을 여러개의 섹

터로 분할하여 섹터별도 운용주파수를 달리 설정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간섭레

이다와 기상레이다는 첨예한 펜슬빔을 사용하고

스캐닝 방법이 상이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최대 간

섭세기를 줄여서 전체 간섭발생 횟수를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5. 개선효과

섹터별로 송신주파수를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기

능을 이용하여 간섭레이다가 가용할 수 있는 주파

수 중에서 기상레이다를 지향하는 방위각의 섹터

에 피해시스템의 운용주파수와 주파수 이격이 큰

주파수가 송신되도록 설정하여 간섭현상을 개선하

였다.

표 3은 기존 전체 운용주파수를 360° 전방위 송

신할 때와 개선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의 전파 간섭

횟수를 60분간 누적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총 52회 간섭발생횟수가 9회로 감소하였으며, 기

상레이다가 낮은 고도각에서 매 스캔마다 발생하

던 간섭은 75% 개선되었으며, 전체 고도각에 대해

서 83%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간섭신호의 세기에 대한 억제효과를 확

인하였으며, 기존 최대간섭신호가 기상레이다의 최

대수신감도 대비 40dB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

에서 20dB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림 13은 개선후의 PPI 화면으로 (a)는 개선 전

간섭이 발생할 때의 간섭결과며, (b)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후 간섭이 발생할 때의

개선된 결과이다.

(a) Before (b) After

Fig. 13. Comparison of PPI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그림 13. 개선 전ㆍ후의 PPI 비교

그림 14(a)는 기존 간섭이 가장 크게 발생할 때의

간섭신호가 100km 지점에서 40dB 정도 크게 유입

되는 것을 나타내며, (b)는 개선 후 간섭이 가장 크

게 발생할 때의 간섭신호가 20dB수준으로 개선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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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ference level before improvement.

(a) 개선 전 간섭신호 세기

(b) Interference level after improvement.

(b) 개선 후 간섭신호 세기

Fig. 14. Comparison of interference signal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그림 14. 개선 전ㆍ후의 간섭신호 세기 비교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간섭이 발생한 실제 레이다 시스

템을 대상으로 간섭의 형태를 구분하고, 간섭원과

피해원의 특성과 운용방식을 파악하였다. 적합한

전파 분석 기법 및 간섭레이다의 스퓨리어스 대역

발사레벨 및 부엽조건과 피해장비의 빔폭을 로

도출한 후, 표준 혼안테나를 이용한 상대비교측정

방법으로 간섭신호를 예측하고 실 장비 측정을 통

하여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각 레이다 시스템

의 운용방식과 스캐닝 방식을 최적화하고 간섭 방

위각에 대한 주파수 이격을 계산하고 적용함으로써

간섭 발생빈도는 83%, 간섭 신호의 세기는 20dB이

상 개선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사이트

설정 시, 전파환경 측정을 통한 예측과 주변 장비에

대한 제원과 운용방식 공유를 통하여 사전에 전파

간섭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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