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류 조사를 위한 HF해양레이더 개발 및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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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F해양레이더를 이용한 해류 성분의 원격 탐사는 적은 비용으로 넓은 영역의 해양을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용 중인 해류 조사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에스이티시스템은 2014년부터 FMICW 방식을 이용한 HF 해양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2년간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성능검증을 위
해 HF해양레이더 하드웨어의 Field test를 수행하여 45km 해역까지 1차 브래그 픽이 검출 됨을 확인하였다. 소프트웨어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자료와 비교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최
종적으로 HF해양레이더를 이용하여 추출한 해류 정보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유속측정장비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82~0.95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였으나, RMS에 있어서는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017년 4월부터 개발된 HF해양레이더를 이용한 장기관측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장기관측을 통해 얻은 데이
터는 향후 HF해양레이더 시스템 개선, Noise 및 Clutter 제거 알고리즘 개발, HF해양레이더를 이용한 파랑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간

구분

02:34

만조

1) 하드웨어 특징

09:12

간조

 송수신 시스템의 구성품을 모듈단위로 개발하여 시스템을 경량화 하였고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확

14:51

만조

21:29

간조

1. HF해양레이더 하드웨어 개발

보하였다.
 각 모듈을 PCB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 소자간 Cabling을 최소화 하여 신호
그림 11. 2017년 4월 26일 15:00

손실 및 외부잡음 유입을 최소화 하였다.

그림 12. 2017년 4월 26일 16:00

표 2. 2017년 4월 26일 조석자료
(국립해양조사원, 위도관측소)

 수신 채널을 4개로 구성하여 DF 안테나 뿐만 아니라 Phase Array 방식의 수신안테나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3. 해류 정보 데이터 신뢰성 검증

 본 시스템은 송신 신호는 FMICW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FMCW 방식의 신호를 송출 가능
하도록 개발하였다.
 FMICW 방식을 사용 시 Hard Gating 효과로 인한 불효방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Soft Gating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
식을 이용하였으며, 송수신 Gate 제어 신호 사이에 5us의 Time Delay를 두어 송신 신호가 수신 Path로 직접 유입되는 것

1) 표류부이와 비교
 HF레이더를 통해 얻은 해류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유속측정 장비인 표류부이와 비교하였다. 비교는 2017
년 5월 25일과 6월 8일 양일에 표류부이를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을 방지하였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호 송수신 방식

FMICW or FMCW

관측거리

~45km

수신 안테나

DF or Phase array

송신출력

~50W

 표류부이와 비교결과 상관계수는 0.95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RMS 값은 4.27~19.1(cm/s)값을 얻었다.
표류부이
번호

관측 주파수

23~28MHz

초당 chirp 수

4Hz

송신 주파수 폭

100~200KHz

샘플링 속도

8192Hz

표 1. HF해양레이더 하드웨어 주요 제원

5월 25일

6월 8일

상관
계수

Y=ax+b

RMSD
(cm/s)

상관
계수

Y=ax+b

RMSD
(cm/s)

df1

0.96

Y=0.49x+25.3

18.94

0.95

Y=1.09x+7.56

11.86

df2

0.97

Y=0.49x+25.1

18.91

0.95

Y=1.08x+6.63

8.78

df3

0.95

Y=0.52x+24.0

18.07

0.95

Y=1.32x+1.46

8.88

df4

0.95

Y=0.44x+25.3

19.10

0.97

Y=1.21x+1.40

4.27

df5

0.94

Y=0.42x+24.8

18.17

0.95

Y=1.04x+1.42

4.37

그림 13. 표류부이 비교자료(6월 8일)

표 3. 상관분석 결과

2) 상왕등도 고정부이와 비교
 고정부이와의 비교는 2017년 6월 8일 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의 데이터로 진행하였다. 상관계수는 0.82로 상관관계
그림 1. 송수신기 전면

그림 2. 송수신기 후면

그림 3. 송수신기 내부

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RMS값은 21.61(cm/s)값을 얻었다.

거리: 약 30Km

<Receiver Module>

<Transmitter part Diagram>

<Lo Module>

<Receiver part Diagram>

그림 14. 관측 환경

<Control Module>

그림 4. PCB 모듈 사진

내용

일시

2017년 6월 8일 ~
2017년 6월 18일

거리

약 30km

관측소

상왕등도 부이
<Transmitter Module>

구분

상관계수

0.82

Y=ax+b

Y=1.92x+2.99

RMSD(cm/s)

21.61

표 4. 상관분석 결과

그림 15. 고정부이 비교자료

그림 6. 시스템 블록다이어그램

그림 5. 게이트 제어 신호

2) Field Test 결과

4. 결

론

 개발된 HF 해양레이더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Field Test를 실시하였다.
 Field Test 결과 45Km 해역까지 1차 브래그 픽이 검출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HF해양레이더의 하드웨어는 유지보수의 편리성, 시스템의 안정성, 커스터마이징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HF

 지속적인 관측 결과 2차 브래그 픽을 확인하였으며 해상풍, 선박 등에 의한 효과도 확인하였다.

해양레이더 하드웨어의 성능 검증을 위한 Field test에서는 1차 브래그 픽이 45km떨어진 해역에서까지 검출 되는 것을 확
인 하였다. 추가로 2차 브래그 픽의 검출, 선박의 탐지, 해상풍에 의한 효과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HF해양레이더의 소프트웨어는 CODAR사의 처리결과와 비교하여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능을 확인
하였고 직접적인 성능 확인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자료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소프트웨어 처리 결과상의 조석
시간과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자료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cond Order

그림 7. 1차 브래그 픽 검출

그림 8. 2차 브래그 픽 검출

 해류 정보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표류부이와의 비교는 2017년 5월 25일과 6월 8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두 결

그림 9. 선박 탐지

과 모두 상관계수는 0.95이상으로 HF해양레이더를 이용해 얻은 해류 정보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MS 편차의 경우는 5월 25일 자료에서 18cm/s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5월 25일의 경우 기상악화로 인하

2.HF해양레이더 소프트웨어 개발

여 표류부이의 운용 시간이 적었다. 이에 따라 비교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적어져서 RMS 편차에 영향을 끼친 것으
로 추정된다.

1) 소프트웨어의 특징


해류 정보를 얻기 위해서 HF해양레이더를 제어하여 관측 자료를 생성하고 생성된 관측 자료를 방향 탐지, 벡터 합성 등
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된다. 표층 해수와 수심 2.5m 아래의 해수의 속도는 해수 온도가 올라갈 수록 벌어지므로 6월에 실시한 비교에 영향을

•

해류 도플러 성분 추출 및 모듈 제어 소프트웨어 : HF해양레이더를 제어하여 해류 도플러 성분을 추출

•

해류 속도 추출 프로그램 : 추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HF해양레이더의 시선 방향 속도 벡터를 표시해 주는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정부이와 관측소 사이의 거리가 30km로 거리에 의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스이티시스템은 2017년 4월 부터 HF해양레이더를 통해 장기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장기관측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Radial Velocity Map 생성

향후 HF해양레이더 시스템 개선, Noise 및 Clutter 제거 알고리즘 개발, HF해양레이더를 이용한 파랑연구 등에 활용될 예

벡터합성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 생성된 자료를 벡터 합성하여 해류 정보를 표출

전파 송수신

시계열 자료획득

상관계수는 0.82로 HF해양레이더를 이용해 얻은 해류정보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RMS 편차는 21.61cm/s였다.
이는 고정부이가 수심 2.5m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표층 해수와는 다른 해류의 속도를 보이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HF해양레이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

 고정부이와의 비교는 2017년 6월 8일 ~18일까지 10일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 고정부이와의 비교를 통한

Window 함수 &
FFT

First-order
region 검출

방향탐지
알고리즘

정이다.
해류 속도 맵

해류 벡터
합성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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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헌

★ Paper

그림 10. 자료 처리 흐름도

2) 조석자료와 비교
 소프트웨어 처리 결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자료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림 11은 2017년 4
월 26일 15:00의 HF해양레이더 관측결과를 본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처리한 결과로 해류 속도가 느리고 밀물과 썰물
방향의 해류가 섞여 있어 만조 혹은 간조의 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12는 그림 11의 1시간 이후 자료로 해류의 흐름이 썰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15:00 경에 만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 자료에서는 4월 26일의 만조 시간이 14:51으로 본사의 결과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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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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