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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펄스 레이저(LASER) 송신기에서 방사되는 펄스신호를 레이저 감시 시스템 에서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수신된 레이저 펄스들의 변화 패턴, 특히 Dual & Switch 신호의 패턴을 분석하

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Dual & Switch 신호는 펄스반복시간이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펄스 패

턴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펄스반복간격(PRI)의 차분을 이용하여 고정, 지터, Dual

& Switch 신호의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Dual & Switch 신호에 대한

신호 식별능력이 가능하여 레이저 감시시스템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론

레이저(LASER) 기술이 발달되어 최근에 개발된 신형 레

이저 장비들은 전자전(Electronic Warfare)에 대응하기 위하

여 다양한 형태의 펄스반복간격(Pulse Repeat Interval: PRI)

을 사용하고 있어서 레이저 운용 신호 환경이 더욱 복잡해

지고 있다.[1]

이와 같이 레이저의 송신 펄스 신호패턴이 복잡해지고

신호환경이 고밀도화 됨에 따라 레이저 감시 시스템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수신기(Laser receiver)는 높은 신호 포착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펄스열(pulse train)의 반

복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레이저 펄스의 간격이

고정(fixed), 지터(jitter), Dual & Switch 특성을 가지

고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 펄스들의 도착시간(Time

of Arrival: TOA)의 1차 차분과 2차 차분을 이용하여 레

이저의 펄스 간격을 분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TOA의 1차 차분의 표준편차와 평균값을 이

용하여 고정 PRI, 지터 PRI 패턴을 분석하고 TOA 2차

차분의 표준편차와 평균값을 이용하여 Dual & Switch,

스태거(stagger) 신호의 PRI 패턴을 분석하였다.

2. 레이저 펄스열 분석 

레이저 장비들이 전자보호(Electronic Protection) 위하여

레이저 펄스의 PRI를 변경하는데, 대표적인 PRI 형태에는고

정 PRI, 지터 PRI, Dual & Switch PRI 및 패턴 PRI가 있다.

고정 PRI 신호는 인접펄스간의간격()이 일정한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모든 에 대해서     인 가장 간

단한 형태이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이 된다.

        · (1)

지터 PRI 신호는 그림 1과 같이 고정 펄스반복

주기 T를 중심으로 펄스 반복 주기가 조금씩 변화

하는 것으로서 기본 PRI가 T이고 지터비율이 인

지터 PRI 신호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이

된다.[3]

     ±        (2)

여기서 지터비율()은 펄스주기의 변화를 고정펄



201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805 -

스반복주기로 나눈값이 된다. 일반적으로 고정

PRI 신호와 지터 PRI 신호의 TOA 1차 차분의 평

균은 T이다. 분산은 고정 PRI는 0이 되고, 지터 PRI

는 5% 이내의 작은 값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이

용하면 TOA 1차 차분을 이용하여 고정 PRI 신호와

지터 PRI 신호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1] 지터 PRI 펄스열 

D&S PRI 신호는 펄스반복시간이 T1으로 일정시

간 반복하다가, 펄스반복시간이 T2로 변경되어 일

정시간 반복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형태

이다.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4]

            

          

(3)

[그림 2] D & S 패턴의 레이저 펄스 

3. TOA 차분값을 이용한 PRI 분리

수신된펄스신호에대한 PRI 패턴을 추정하는기법에는펄

스도착시간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CWT(Continuous Wavelet Transform)방법,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방법 등이 있으나 Dual &

Switch 신호에 대해서는 정확한 PRI 계산과 패턴 분석이 어

렵다.

고정펄스열은 1차차분값은항상일정하며, 표준편차는

0이다. 또 지터 펄스열은 그림 3과 같이 TOA의 1차 차분

값이고정 PRI에서 약간의오차가발생한다. 이 오차범위

가평균값의 5% 이내이면지터펄스열로간주하고그이상

이면 패턴 PRI로 간주 한다.[5]

P
R
I

t

[그림 3] 지터 펄스열의 1차 차분

D&S 펄스열의 TOA의 1차 차분은 그림 4와 같

이 2개의 PRI 값이 일정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반복한다. 이 경우 TOA의 1차 차분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여서 비교하여 보면, 표준편차는 평균값의

5% 이상이 된다.

[그림 4] D&S  펄스열  1차 차분

고정 펄스열 및 지터 펄스열 신호는 TOA의 1차

차분으로 그 형태와 펄스 간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펄스열의 패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TOA의 2차 차분을 계산한다.

D&S 신호의 2차 차분은 그림 5와 같으며 다음

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것을 신호

분리에 이용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기로 양, 음이 반복된다.

2) 그 주기는 평균 PRI 보다 2배 이상 크다.

3) 평균값은 0이 된다.

4) 절대값의 표준 편차는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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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S  펄스열의 2차 차분

4. 펄스열 분리 알고리즘

TOA의 1차 차분과 2차 차분을 이용하여 펄스열

을 분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5]

1) 레이저 수신기의 펄스도착시간(TOA)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

2) 펄스도착 시간차, 즉 펄스와 다음펄스의 시간 간

격(PRI) 계산.

3) PRI의 평균(T)과 표준편차(s )를 계산.

  
 
  



 (4)

 



 
  



 
 (5)

4) PRI의 표준편차가 평균의 1% 미만의 범위를 가

지는 경우는 고정 펄스열(fixed PRI)로 판단.

5) PRI의 표준편차가 평균의 1%이상 5%미만의 범

위를 가지는 경우는 지터 펄스로 판단.

6)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TOA의 2차 차분, 즉

PRI의 1차 차분을 구함.

7) PRI 1차 차분값의 절대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함.

8) PRI의 1차 차분값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같은

크기의 양수값과 음수값을 매 펄스마다 반복하면

2단 스태거로 분류.

9) PRI의 1차 차분값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같은

크기의 양수값과 음수값을 펄스주기의 2배 이상

주기를 가지고 반복하면 Dual & Switch로 판단.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PRI 패턴 분석 알고리즘을 시뮬

레이터로 구성한 후에, 128비트로 작성된 여러 종류 PRI

패턴의 펄스신호를 입력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고정 PRI, 지터 PRI,

Dual & Switch PRI 패턴을 잘 분석하였다.

표 1에 Dual & Switch PRI 패턴을 분석한 컴퓨터 모

사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1의 입력 PDW 자료 중 0,

12300, 24600 등은 입력펄스가 도달한 시간을 나타내는

디지털 값으로써 프로그램에서 1 비트의 기본시간을

7.8125 ns로 사용했기 때문에 첫째 펄스가 도달한 시간은

0 ns로 기준을 잡을 때, 12300*7.8125 ns, 24600*7.8125 ns

간격으로 입력펄스가 도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마지막 펄스가 도달한 시간은 679500*7.8125 ns로 약

5,308.6 us가 된다. 또한 표준편차는 식 (4), (5)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으며 1차 차분에 대한 표준편차는 5620.7, 2차

차분에 의한 표준편차는 0이다.

Input TOA:

0 12300 35700 48000 71400

83700 107100 119400 142800 155100

178500 190800 214200 226500 249900

262200 285600 297900 321300 333600

357000 369300 392700 405000 428400

440700 464100 476400 499800 512100

535500 547800 571200 583500 606900

619200 642600 654900 678300 690600

Results of TOA Analysis:

Number of PDW data : 40

The time of first arrived PDW's : 0.0 us

The time of last arrived PDW's: 5308.6 us

The type of PRI : Dual & Switch

average1 : 12300.0 average2 : 23400.0

std dev1 : 5620.7 std dev2 : 0.0

[표 1] D&S PRI 테스트  

본 논문에서 제시한 TOA의 1차 차분과 2차 차

분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PRI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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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하는 방법은 레이저 수신기가 식별하기 어려웠

던 Dual & Switch PRI 신호를 구분할 수 있게 되

었다. 특히 이런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히스토그

램 방법보다 분석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정확하여서

레이저 감시시스템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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