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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 2차원 상배열안테나 빔조향 시스템 개발

The Development of a Beam Steering System 

for X-band 2-D Phased Array Antenna

 김 두 수*
Kim, Doo-Soo

ABSTRACT

  A beam steering system of X-band 2-D phased array antenna for radar application is developed. The 

beam steering system consists of real-time command generator, beam steering unit, control PCB of array 

module and power supply. It plays a role of beam steering and on-line check of phased array antenna. 

The performance of beam steering system is verified with pulse timing of current control in phase 

shifters and measurement of far-field of phased array antenna. The developed beam steering system 

offers basic technology to develop full-scale beam steering system of multi-function radar.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Phased Array Antenna( 상배열안테나), Beam Steering(빔조향)

1. 머리말

  자  빔조향을 이용한 상배열안테나는 빔조향 

속도, 빔운용의 자유도, 빔모양의 가변성 등의 장 으

로 인해 고성능 이더와 성통신 안테나에 리 사

용되고 있다[1～3]. 특히 범 한 역에 해서 정확

한 치탐지와 신속한 반응속도가 필요한 이더 분

야에서 상배열안테나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

이다. 상배열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더는 크게 3차

원 이더와 다기능 이더로 구분된다. 3차원 이더

는 주로 단일 펜슬 빔을 사용하여 고각방향은 자

으로 빔조향을 하고 방 각 방향은 기계  회 에 의

한 빔조향을 하게 된다. 반면에 다양한 표 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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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속/고기동 표   매우 낮은 이더 유효 단

면 을 가지는 표 에 응하고, 빠른 반응시간과 다

수표 에 한 동시교 능력을 가지려면 2차원 자 

빔조향을 하는 완  상배열 이더인 다기능 이더

가 필요하게 된다[4]. 2차원 자스캔을 하려면 변 기

의 2차원 평면배열 구조  이를 제어하기 한 빔조

향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더 통제기의 제어 명령  

운용 타이 에 해 원하는 방향으로 빔을 제어하고 

안테나 배열소자들의 고장 검을 수행할 수 있는 빔

조향 시스템의 구  기술은 다기능 이더 제작의 주

요한 기술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자  빔조향이 가능한 X-

역 상배열안테나의 빔조향 시스템에 해 기술하

다. 구 된 상배열안테나는 크게 RF 구성품, 빔

조향 시스템  기계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열안

테나는 총 128개(8×16)의 배열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심주 수를 기 으로 ±5%의 주 수 범 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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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향으로 ±45°, 고각방향으로 ±45°의 범 에 해 

자  빔조향이 가능하며 운용모드에 따라 좁은빔과 

넓은빔을 형성한다. 배열소자의 유 율을 조 하여 

한 소자 간 간격을 구 하 고 페라이트 변 기를 

유 체 디스크 복사소자와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모듈

단 의 변 기 제어로 체 배열면의 공간 활용도를 

높 다. 한 공간 방식을 사용하여 폐쇄회로 

방식에 비해  공간과 무게를 상당히 개선하 다. 

상배열안테나를 제어하는 빔조향 시스템은 상배열

안테나의 빔방향과 빔폭을 제어하고 변 기의 고장

검을 수행한다. 빔조향 시스템은 모의통제기, 빔조향장

치, 배열모듈 제어 PCB  원공 장치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모의통제기의 제어 명령에 의해 최종 각 

배열소자의 상 설정  고장 검이 이루어진다. 제

어명령은 여건에 따라 단일 명령, 연속 명령  시나

리오에 의한 명령 형태로 수행되도록 구 되었다. 이

러한 2차원 상배열안테나 빔조향 시스템은 제어하

는 배열소자 수가 128개로 소규모이다. 하지만 동작원

리  주요 기능은 수 천개 이상의 배열소자를 갖는 

일반 인 다기능 이더의 배열안테나와 동일한 형태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기능 이더의 빔조향 시스템 

개발에 요한 기반기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2장에서는 상배열안테나 시험장치에 해 

개 으로 기술하 고 3장에서는 이를 제어하는 빔

조향 시스템의 구성  장치별 기능에 해 기술하

다. 4장에서는 빔조향을 수행하는 배열모듈에 해 기

술하 고, 5장에서는 체 빔조향 시스템의 운용에 

해 기술하 으며, 6장에서는 개발된 빔조향 시스템의 

측정  시험결과에 해 기술하 다.

2. X- 역 상배열 안테나 성능시험장치

  그림 1은 X- 역 상배열안테나 성능시험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상배열안테나 성능시험장치는 크게 

RF 구성품, 빔조향 시스템  기계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RF 구성품은 페라이트 배열모듈  1채  원

형편  공간 기로 구성되어 있고, 빔조향 시스템

은 모의통제기, 빔조향장치, 통합 PCB, 원공 장치 

 이블 조립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구조는 배

열 이트  시험장치용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치별 기능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RF 구성품

을 구성하는 1채  원형편  공간 기는  혼과 

원/선형 편 기로 구성되어 있다.  혼에서 

를 송신하는데 이때 송신되는 편 는 수평편 이다. 

그리고  혼 다음단에 치하는 원/선형 편 기는 

이 수평편 를 좌원형편 (LHCP)로 변환하게 되고 

변환된 는 8개의 배열모듈이 장착된 체 배열면

으로 입사하게 된다. 각 배열모듈에서는 내부의 각 

배열소자와 장착된 페라이트 변 기에 의해 미리 설

정된 상값 만큼 변 를 하게 되고, 체 배열 소자

가 복사하는 는 설정된 상값에 해당하는 자유

공간 방향으로 빔을 내보내게 된다.[5] 이러한 

빔은 용도에 따라 좁은빔과 넓은빔을 복사한다.

[그림 1]  상배열안테나 성능시험장치

 

[그림 2]  면에서 바라본 배열 이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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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배열 이트는 상배

열안테나 성능시험장치의 면에 치하고 있다. 통합 

PCB와 맞닿아 있으며 구멍을 통해 각 배열모듈의 소

자들이 치하게 된다. 유 체 디스크 한 최종 면

의 구멍에 치하게 되어 배열소자들을 보호하는 기

능을 담당한다. 그림 2는 배열 이트의 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빔조향 시스템 구성

  그림 3은 상배열안테나 성능시험장치의 빔조향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화살표 방향은 데이

터의 송 방향  원의 공  방향을 의미한다. 모

의통제기는 LAN 방식으로 빔조향장치와 통신을 수

행하며, 빔조향장치는 각 배열모듈과 RS-485 방식으

로 통신을 수행한다. 빔조향 시스템의 동작원리를 각 

장치별 동작/기능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  모

의통제기는 상용 IBM 호환 PC로 구 되며, 내부에 

구성된 통제기 Graphic User Interface(GUI)  모

의부하처리기 GUI로 체 빔조향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제기 GUI는 수행명령  시나리

오 편집, 리기능을 수행하고, 학  치보상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모의부하처리기 GUI는 

상계산 결과값 조회  리 기능을 수행한다. 빔

조향장치는 빔조향 시스템의 간자 역할을 담당하여 

모의통제기에서 송되는 명령에 해 각 배열모듈을 

제어하고 각 배열모듈에서 수행된 결과에 한 내용

을 모의통제기에 응답한다. 내부에는 내장형 소 트

웨어가 탑재되어 있어 동기신호처리, 실시간 명령 발

생  근 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실제 빔조향

장치는 모의통제기에서 송되는 명령에 해 데이터 

패킷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각 배열모듈에 송한다. 

각 배열모듈은 이러한 제어 패킷에 해 명령을 분석

하고 동작을 수행한다. 배열모듈의 주 기능은 특정 방

향으로 빔조향 명령을 수행하기 해 각 배열소자에 

설정되어야 할 상값을 계산하고 변 기의 상값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은 배열모듈의 PCB에서 

수행되며, 특정 상값에 해 페라이트 변 기의 코

일에 일정시간 동안 류를 흘려 다. 마지막으로 

원공 장치는 빔조향장치  각 배열모듈에 원을 

공 한다. 빔조향장치  각 배열모듈의 제어  운

용회로를 구 하는 PCB는 +8V, 배열모듈의 변 기는 

+24V의 원이 공 되며, 공 된 각각의 원들은 최

종 으로 내부의 선형 귤 이터에 의해 각각 +5V 

 +20V가 공 된다.

[그림 3]  빔조향 시스템 구성도

4. 배열모듈 구성

  그림 4는 배열모듈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배열

모듈은 16개 배열소자와 상 변 를 제어하는 PCB

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된 상배열안테나는 총 8개

의 배열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배열 소자는 페라

이트 변 기와 복사소자의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  방식을 사용하기 해 양쪽 끝이 칭 인 

복사 소자로 이루어져 있다. 제작  유지 보수의 편

의성과 변 기 구동회로 배치의 공간  효율성을 

해서 배열소자는 모듈단 로 제작 되었다. 배열소자

는 양쪽끝부분이 유 체 디스크 형태의 복사소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쪽 복사소자 사이에 페라이트 변

기가 삽입되어 있다. 페라이트 변 기는 속으로 

코 된 페라이트 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코일에 

흘려주는 류 펄스의 시간  길이로 페라이트의 등

가 투자율을 변화시켜 페라이트 내부를 통과하는 

의 상을 변화 시킨다. 그리고 페라이트  외부

에 요크로 자기 폐회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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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과 자기 경로를 형성하여 한번 설정된 페라

이트의 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4]  배열모듈 구성도

  배열모듈 제어 PCB는 최  모의통제기로부터 송

된 빔조향 명령에 해 각 배열소자의 상값을 계산

하고 구동 IC를 통해 16개의 페라이트 변 기에 일정 

시간 동안 류를 흘려주어 특정 방향으로 빔이 송신

되도록 동작을 수행한다. 주어진 고각, 방 각  주

수에 해 변 기에 설정되는 상값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2)

          

  여기서, 은 변 기에 설정될 상값, 은  

혼의 경로에 따른 상 보상값, 은 변 기의 

기 상 보상값, 은 넓은 빔 운용 시 추가되는 

상값이다. 은 실제로 복사소자가 복사하는 

의 상  상값으로, 주어진 고각 ( ), 방 각 ( )

과 상수가 주어지면 식 (2)에 의해 계산된다. 

이때, 과 은 각각 수평과 수직방향에 한 배열

소자의 상  치 좌표이다. 배열모듈 제어 PCB는 

내부의 micro-processor를 사용하여 의 식들을 계

산하고, 최종 계산된 4bit 상값에 해 코일에 흘려

주고자 하는 시정수 값을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 설정한다.

5. 빔조향 시스템 운용

  빔조향 시스템은 빔조향 모드와 고장 검 모드로 

동작한다. 빔조향 모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먼  

모의통제기에서 빔조향 명령을 빔조향장치에 송하

면 빔조향장치는 해당 명령에 한 데이터 패킷을 실

시간으로 발생시켜 운용 클럭에 맞게 각 배열모듈에 

송한다. 각 배열모듈의 제어 PCB는 모드 운용 타이

에 맞추어 소자의 상값을 일정시간 동안 계산하

고, 해당하는 시 정수 만큼 각 페라이트 변 기 코일

에 직류 류를 흘려 다. 이 게 설정된 상값은 래

칭 소자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와 같은 단계

로 체 변 기의 상값이 설정되면 1채  원형편  

공간 기에 의해 된 는 배열안테나의 변

기를 통과하여 원하는 특정 방향으로 송신된다. 빔조

향 모드는 단일 명령, 연속명령  시나리오에 의한 

명령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고장 검 모드는 빔조향

장치 내부의 FPGA, 메모리  통신 채  검을 수

행하며, 각 배열모듈의 제어 PCB  상계산 회로 

검을 수행한다. 특정 방향으로의 빔조향 명령에 

해 배열모듈의 상계산 결과와 장된 기 값을 비

교하여 상계산 회로를 검한다. 고장 검 모드의 

경우 모의통제기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이러한 온라인(on-line) 검 모드 외에

도 계측기를 이용하여 각 배열소자에 흐르는 류의 

시간폭을 측정하여 고장 유무를 별할 수 있다.

6. 측정  시험결과

  그림 5는 빔조향 모드 시 배열소자의 페라이트 변

기에 설정된 상값에 한 류제어 펄스 타이

을 나타내고 있다. 시나리오에 의한 명령 수행 시 임

의의 연속된 두 빔조향 명령에 해 계측기를 이용하

여 펄스 타이 을 측정하 으며, #1  #2의 순서로 

빔조향 명령이 수행되었다. 변 기는 코일이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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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겨 있다. 하나는 Reset 류를 흘려주기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Set 류를 흘려주기 한 것이

다. Reset과 Set 류는 서로 반 방향으로 흐른다.

[그림 5]  배열소자의 류제어 펄스 타이

  각 배열모듈의 변 기에 상이 설정되는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빔조향 명령(#2)이 송되면 

배열모듈의 각 변 기에 먼  Reset 류가 흐른다. 

이는 직 의 빔조향 명령(#1)이 수행되어 설정된 

상값을 Reset 시키기 한 것이다. 그 후에 재 빔

조향 명령(#2)이 수행되면 계산된 상값에 한 Set 

류를 흘려주어 변 기에 상값을 설정한다. Set 

류를 흘려주는 시간에 따라서 각 변 기에 설정되는 

상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빔조향 명령이 송되면 

각 배열모듈의 변 기에 감긴 코일에는 Reset/Set 순

서로 류가 흐른다. 배열모듈 제어 PCB는 매번 빔

조향 명령 수행 시 Reset(#2)과 Set(#1) 펄스 타이

을 비교하여 각 배열소자의 고장 유무를 수시로 검

한다.

[그림 6]  5회 연속 빔조향 명령 시 류제어 펄스 타

이

  그림 6은 5회 연속 빔조향 명령 시 배열소자 변

기의 코일에 인가되는 Reset/Set 펄스의 타이 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5와 같은 형태의 펄스 타이 이 

반복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빔조향 명령 시 배열모듈의 상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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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은 모의통제기에서 송되는 특정 방향으로

의 빔조향 명령에 해 빔조향 시스템이 계산한 상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통제기 GUI를 통해 8개의 

배열모듈 내의 각 소자별로 결과 시가 가능하며, 

4bit 상값을 16진수로 표기하 다. 좌측은 기 값이

고, 우측은 빔조향 시스템에 의해 계산된 수집값이다. 

양측의 상값 비교를 통해 배열모듈 내의 상 연산 

회로  각 배열소자의 고장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

며, 결과 으로 개발된 빔조향 시스템의 신뢰성을 가

늠할 수 있다.

   [그림 8]  상배열안테나 복사패턴[ 심주 수, 

kx=ky=0]

  그림 8은 심 주 수에서 안테나 정면으로 빔을 

조향했을 때 근 계 측정을 통해 계산된 2차원 복

사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복사패턴의 주빔의 빔폭은 

수평이 13.8°이고 수직이 5.9°이다. 이는 체 배열안

테나가 수평방향으로는 짧고 수직방향으로 긴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 인 부엽 는 

-20dB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와 10은 빔조향각에 따른 상배열안테나 성

능시험장치의 수평  수직 방향의 복사패턴을 나타

내고 있다. 평면근 계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

하 고, 양방향 최  40°까지 빔조향을 수행하 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빔조향각이 커지면 상배열안

테나의 지향성은 감소하고 빔폭은 넓어지는 경향을 

가진다. 수직, 수평 방향  빔조향각의 크기에 따라 

빔 정확도가 다르기는 하나 배열소자의 개수를 고려

해 볼 때 체로 빔조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빔조향각에 따른 복사패턴[ 심주 수, 수평]

[그림 10]  빔조향각에 따른 복사패턴[ 심주 수, 수직]

7.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심주 수를 기 으로 ±5%의 주

수 범 에서 방 각  고각 방향으로 ±45° 범 에 

해 빔조향 성능을 만족하는 X- 역 2차원 상배

열안테나 빔조향 시스템의 개발에 해 기술하 다. 

개발된 빔조향 시스템에서 연속 빔조향 명령을 수행

하여 배열모듈 내 각 배열소자에 흐르는 류제어 펄

스 타이 (Reset/Set)을 측정  비교하여 각 배열소

자 변 기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 고, 상배열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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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장치의 근 계 측정을 통해 빔조향 시스템

이 정상 으로 운용되는 것을 확인하 다.

  개발된 빔조향 시스템은 제어하는 배열소자 수가 

128개로 소규모이지만 동작원리  주요 기능은 수 

천개 이상의 배열소자를 갖는 일반 인 다기능 이더

의 배열안테나와 동일한 형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다기능 이더의 빔조향 시스템 개발에 

요한 기반기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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