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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측정 기술 김영완․채희덕․박종국․

나형기․전민현

LIG 넥스원

Ⅰ. 서  론

국내 레이다 기술의 발전과더불어 레이다용 안테

나는 기존 수동형에서 능동형 위상배열로 급속하게

교체되고 있다.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는 일반적인
수동형 안테나와 달리 분산형 송수신기를 사용함으

로써 안정성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는 복사 소자와

송수신기를 분리하여 별도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

에, 일반적인 수동형 안테나의 특성인 안테나 이득
대신 유효 등방성 복사 전력(EIRP: Effective Isotropic 
Radiated Power)나 G/N(ratio between antenna gain and 
system noise)을 통해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성능
을 규정짓는다.
일반적으로 안테나의 특성은, 크게 원거리 영역에

서 각도에 따른 전력을 측정하는 원거리 측정과 안

테나 근접 전계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와 위상을 측

정한 후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ation) 기법을
이용하여 원거리 복사 패턴을 구하는 근접 전계 시

험이 있다[1].
레이다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능동 위상 배열 안

테나는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의 크기 제약 및 시

험의특성상대부분근접전계시험을통해안테나의

특성을 검증한다.
일반적인수동안테나의근접전계시험과달리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측

정은 복사 소자와 송수신기를 결합하여 측정해야하

므로, 성능 검증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펄스 형태의

근접 전계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 장비가 필요하다.
당사에서는 수년전부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다의

개발이 많아지면서, 근접 전계 시험 시설을 이용한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측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많은 안테나를 측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성능

검증을 위한 근접 전계 시험의 개략적인 설명과 더

불어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완료한 레이다의 측정
사례를 통해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일반적인 송

수신 빔 특성 시험 방법,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 소
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근접 전계 시험 개요

근접 전계 시험장은 피측정 안테나 개구면의 인

접한 근접 전계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전자계의 크

기와 위상으로부터 안테나의 원거리 복사 특성을 계

산하는 측정 시설로써 위상 배열 안테나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장이다.
근접 전계 측정은 안테나 전방향의 패턴 특성을

얻을 수 있고, 근접 전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능동
위상 배열을 구성하는 전자 구성품의 연동 성능과

고장 여부 등의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커다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레이다에 사용되는
대형 안테나와 같이 원거리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여

러 측정항목의 복사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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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ar scanning      (b) Cylindrical scanning      (c) Spherical scanning

[그림 1] 측정면에 따른 근접 전계 시험 종류

근접 전계 측정 시설이 가장 적합하다.
근접 전계는 [그림 1]처럼 측정면의 형태에 따라

서 평면, 원통형 그리고 구면 측정 시설 등 크게 3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평면형 장치는 주로 고이득 펜
슬 빔(Pencil-Beam)을 갖는 안테나의 측정에 사용되
며, 원통형은 팬 빔(Fan-Beam)을 갖는 안테나에, 그
리고 구형은 넓은 범위 또는 전방향 빔 분포를 갖는

안테나의 측정에 사용된다[2].

2-2 수동 복사소자 근접 전계 시험 및 분석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성능 검증을 위한 근접 전

계 시험은 수동 복사 소자 패턴 시험과 능동 위상 배

열 측정 시험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능동 위상 배
열 측정 시험 선행 시험으로의 수동 복사 소자 패턴

시험은 위상배열 안테나의 배열 소자 단독 시험 후, 
송수신 빔 합성으로 능동 위상 배열 측정시험 결과

를 모사하여 안테나 단독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험 구성도는 [그림 2]와 같으며, 측정된
수동 복사 소자 패턴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특정 채

널의 고장 상황을 모사하여 성능 열화(Graceful-Deg- 
radation) 정도를 예측하여 볼 수도 있다.

[그림 3, 4]는 현재 개발 중인 대형 능동 위상 선

배열레이다의안테나배열소자측정결과를합성하

여, 레이다의 송수신 빔 특성을 예측한 결과이다.
배열 소자는 방위각 방향으로 40개의 복사 소자

가 급전기를 통해 저부엽의 방위각 빔 패턴을 형성

하며, 고각 방향으로는 이러한 방위각 배열 소자를
42개 적층하여 송수신 펜슬 빔을 형성한다. 수동 복
사소자 패턴 시험을 통해서는 단독 배열 소자의 방

위각 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각 송수신 빔은
측정된 배열소자의 근접 전계 결과를 선형 중첨 합

성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근접 전계 시험 구성도(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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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는 측정된 각 배열소자의 방위각, 고각
빔 패턴과 이를 통해 합성한 송수신 빔 패턴을 나타

낸다.
한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다는 송신 빔 운용 시

에 빔 조향을 하거나, 송신 빔의 형태를 가변하기 위
해 위상 변위기를 통해 위상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때각 TRM에복사소자로부터반사되어돌아오는유
효 신호의 크기가 모듈별로 다르게 되며, 일부 모듈
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신호가 반사되게 된다. 이러
한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에서의 반사 신호를 수치

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 위상 배열의 반사 계수와 
다른 개념의 능동 반사 계수의 정의가 필요하다[3],[4].

(a) 방위각 측정결과

(b) 고각 측정결과

[그림 3] 배열소자 측정 결과

(a) 방위각 합성 결과

(b) 고각 합성 결과

[그림 4] 합성 빔 결과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N번째 반도체 송수신
기의 출력 이 N번째 안테나를 통해 자기 반사되

는 성분을 이라고 하고, 임의의 M번째 안테나

로부터 상호 결합되는 성분을 이라고 한다면, N

번째 포트로 넘어오는 총 반사 성분 은 다음과 같

이 식 (1)로 표현될 수 있다.

   

  (1)

최종적으로 N번째 포트에서의 능동 반사 계수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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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능동반사계수 개념


 






 (2)

 ·



(3)

동일한 반도체 송수신기의 출력을 가정하면, 능동
반사계수는 식 (4)에서와 같이 빔 모드별 위상 분포
(), 주파수(f) 및 빔 조향각()의 함수가 된다. 

식 (4)에서의 D는 배열소자간의 간격을 의미한다.


 




 exp


sin



(4)
( : 빔 모드 별 채널 위상 분포)

식 (4)에서보듯이능동반사계수는 시스템운용 중
에 계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실제 레이다 운용 중에
능동 반사 계수는 모든 복사 소자 출력 포트에서

 값을 측정한 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빔 모

드, 주파수, 조향각 조향에 따른 능동반사계수를 예
측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측정을 통해 예측한

능동반사계수 결과의 예를 나타내었다.

2-3 능동 위상 배열 근접 전계 시험

2-3-1 송신 빔 특성 시험

예로든능동위상배열은펜슬빔을사용하므로평

면형 근접 전계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근접
전계스캔면(프로브가움직이면서만드는평면)과안

(a) 안테나 중심각에서의 평균치

(b) 주파수/조향각 별 평균치

[그림 6] 능동반사계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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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의 개구면이 평행이 되도록 기계적인 정렬을 한

후, [그림 7]과 같이 안테나부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처리부에서 발생하는 제어 신호를 모사하여 능동 위

상 배열 안테나를 제어하고, 근접 전계 시험에 필요
한 연동 신호를 발생하도록 하여 근접 전계 시험 시

설과 연동 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근접 전
계 시험 시설을 이용한 송신 빔 측정을 위해 능동 위

상 배열 안테나의 파형 발생기 대신 PNA-X를 이용
하여 펄스 형태의 파장을 발생시켜 반동체 송수신

조립체를 구동시키고, 안테나로부터 송신된 신호에
의해 프로브에 수신된 신호가 PNA-X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프로브와 PNA-X 사이에
고출력 감쇄기를 추가하여 조절하였다. 한편, 근접
전계 제어 PC는 GPIB를 이용하여 PNA-X를 제어하
고, PNA-X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저장하며, 스캐너
컨트롤러와 LAN으로 연결하여 스캐너의 구동 제어
를 담당하도록 한다.
펄스 형태의 고출력 송신패턴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측정하고자 하는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와 근접

전계 시험 시설과의 타이밍 연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스캔 면에서 샘플링된 특정 위치에 프로브가

도달하면, Trig-A라는 기준 신호를 스캐너 컨트롤러
에서 생성시켜 이 신호를 기준으로 모든 장비가 동

기화되도록 구성하였다. Trig-A를 기준으로 생성되
는 나머지 트리거 및 RF 신호는 [그림 8]과 같다. 안

[그림 7] Active 근접 전계 시험 구성도(송신)

테나부 시험 장비는 Trig-A에 맞추어 (t1 + mD)초 뒤
에 Trig-B를 생성하여 PNA-X에 전달한다. Trig-B는
하나의 샘플 데이터를 측정하라는 명령으로 안테나

부 시험 장비에서 PNA-X로 전달된다. 또한, Trig-B
에맞추어안테나부시험장비는반도체송수신기내

의 변위기와 여러 스위치들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측정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Trig-B 발생 이후 일정
시간이지나면제어신호를능동위상배열안테나에 
전달한다. 안테나부 시험 장비는 PNA-X에 Pre-TxPW
라는 트리거를 전달하는데, 이 신호는 PNA-X가 펄
스 형태의 송신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준 신호

가 된다. 펄스 모드를 지원하는 PNA-X는 외부 트리
거 신호에 해당하는 Pre-TxPW가 들어오면 사전에

세팅된 펄스 모드 정보에 따라 펄스 형태의 RF 신호
즉, TxPW를 발생한다. 외부 트리거에 해당하는 Pre- 
TxPW가 PNA-X에 들어오면, PNA-X는 (t2'—t2) 뒤에
W1만큼의 펄스폭을 가지는 펄스 형태의 RF 신호를
PNA-X의 송신 포트로 발생시킨다. 한편, Strobe 신호
가 안테나부 시험 장비에서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에 전달되면 반도체 송수신기는 스트로브 신호에 맞

추어 정해진 펄스폭 동안 송신구 간을 개방한다. 이
구간에 맞추어 펄스 형태의 RF 신호가 전달되어 고
출력으로 증폭될 수 있도록 Strobe 신호의 펄스폭은
[그림 8]에서와 같이 TxPW의 펄스에비해 앞뒤에각

[그림 8]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근접 전계 시험 타
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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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Δ1과 Δ2만큼의 여유를 가지도록 하였다.
펄스 모드로 PNA-X가 동작할 경우에는 PNA-X가

IF bandwidth(IFBW)를 만족하는 샘플 데이터가 취득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펄스 개수의 TxPW가 만들어져
야 한다. 반도체 송수신 조립체의 안정성을 고려하
여 duty 5 %의 PRI(Pulse Repetition Interval)와 펄스폭
으로 측정하였다. 반도체 송수신 조립체의 duty를 고
려하지 않고 PRI를 줄이거나 펄스폭을 늘리게 되면, 
반도체 송수신 조립체의 동작 온도의 상승을 야기하

여 근접 전계 시험이 수행되는 동안 반도체 송수신

조립체의 RF 특성이 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신 빔 패턴은 모든 송신 채널에서 빔을 방사하

면 공간상에서 합성된다. 각 송신 채널이 동일한 빔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배열 이론을 이용하여

송신 빔 패턴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배열
구조와 안테나 구조물의 형상 및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 그리고 배열 소자 상호간의 간섭 효과로 인
하여 각 송신 채널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송신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능동 소자

및 수동 소자들이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널마다 송신 특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신 위상 정렬 시험을 수행

한다. 위상 보정 방법으로는 근접 전계를 통해 측정
된 배열 소자 패턴의 위상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송신 위상 정렬 전후의 각 채널의 위상 값은 [그림

9]와 같다.
송신 각채널의 위상 정렬값을 적용하고, 근접 전

계 실방사 연동 시험을 통해 측정된 빔 패턴은 [그림

10]과 같다.
송신 EIRP 시험은 안테나 이득과 송신 출력을 함

께 고려한 값으로, 근접 전계 시험으로 EIRP를 검증
하기 위해서는 근접 전계 시험에서 프로브 출력단의

전력값을 알아야 한다[5],[6]. 실제 시험에서는 프로브
출력과 PNA-X 수신단에 전송 선로를 추가하여 측정

(a) 위상 정렬 전

(b) 위상 정렬 후

[그림 9] 42개 송신 채널 빔 패턴 위상

한 후 디임 베딩(de-embedding)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측정된 값은 수동 복사소자 패턴 시험을 통해 측
정된 이득 값과 송수신 조립체 송신 출력을 곱한 값

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배열소자와
반도체 송수신 조립체를 연결할 경우에 각각의 송신

채널의특성이약간씩달라질수도있으나, 반도체송
수신 조립체의 경우에는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ALC(Auto Level Control)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송신 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2-3-2 수신 빔 특성 시험

당사에서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능동 위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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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차원 원전계 송신 빔 패턴

(b) 고각 원전계 송신 빔 패턴

(c) 방위각 원전계 송신 빔 패턴

[그림 10] 송신 빔 측정 결과

배열 안테나는 수신시에 디지털 빔 형성 기법을 사

용하여 다중 빔을 형성한다. 수신 시험은 각 채널의
능동소자와 AD 변환기 특성을 포함한배열 소자 패
턴을측정한 후 위상 보정및 배열 이론으로 빔을 합

성하여 수신 빔을 검증한다.
수신의 경우도 송신과 마찬가지로 배열 간의 오

차 및 상호 결합 효과에 의해 각 배열소자 패턴이 왜

곡되므로, 배열 소자의 원 신호를 최대한 복원한 상
태에서 빔을 합성하여 검증하였다[7].

[그림 11]에서처럼 N개의 배열 소자에 입사하는
평면파는 상호 결합 특성을 나타내는 행렬 C에 의해
Xn으로 왜곡되지만, 상호 결합을 보정하는 보정 행
렬B에 의해 원래의 이상적인 평면파에 가깝게 복원
된다. 초저부엽의 수신 빔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배열소자 상호 결합에 의한 왜곡 보정이 필수

적이다.
보정 매트릭스 적용 전후의 패턴은 [그림 12]와

같다. 각 채널은 보정 매트릭스에 의해 최대한 원 신

[그림 11] 수신 보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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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널 보정 전 배열소자 빔 패턴

(b) 채널 보정 후 배열소자 빔 패턴

[그림 12] 수신 배열소자 측정 결과

호로 복원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 빔 패턴 합
성 결과에서 이러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수신 채널에 입사되는 신호와 잡음을 정의하는

개념으로는 G/N을 사용하였다. [그림 14]는 능동 위

상 배열 안테나의 수신 경로 구성도를 보여주는 그

림이다.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는 수신 안테나만의
안테나 이득인 을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

에, 안테나와 수신기 이득이 포함된 신호인 

과 잡음 지수 로깅을 한 후 두 값의 비율로 G/N 값
을 검증한다.
수식적으로는 [그림 14]의 각 채널의 신호와 잡음

지수를 정량화한 식 (5)를 정의할 수 있고

[그림 13] 보정 적용에 따른 수신 빔 패턴 측정 결과

[그림 14] 능동 위상 배열 레이다 수신 경로 구성도




 

 

(5)
: antenna temperature

: effective noise temperature

k: Boltzmann's constant
B: noise bandwidth

    (6)
: noise figure

식 (5)번에서 를 (standard temperature)로 가

정하고 식 (6)을 적용하면 식 (5)는 식 (7)로 정의된
다. 이는 각 채널의 수신기 및 안테나 이득이 고려된
신호와 수신기에서 발생한 출력 잡음 지수비로 나타

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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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system temperature

실제 근접 전계 수신 시험 시에는 AD 변환기를
거쳐 신호와 잡음을 측정하며, 잡음 지수 측정 시는
프로브에 신호를 인가하지 않고, 외부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기 내부에서 발생한 잡음을 측정한다. 
개발 완료되거나 개발 중인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의 G/N 측정은 수학적으로 계산한 값과 유사한 값을
확인 검증하였다.

Ⅲ.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근접 전계 시험을 통해 능동 위

상 배열 레이다의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 및 절차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최초 수동 복사 소자 근접 전계
시험을 통해 능동반사계수 및 송수신 빔 패턴을 예

측하였고, 송수신기가 포함된 상태의 실방사 상태의
능동 위상 배열 측정 시험을 통해 최종 빔 특성을 검

증하였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다에 사용되는 안테
나와 같이 원거리 또는 단축 거리 측정 시설로는 측

정하기 어려운 여러 측정 항목들의 복사 특성을 근

접 전계 시험 결과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측정의 정
확도 면에서도 검증을 완료하였다. 검증된 방법은
향후에 개발될 다양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다 사업

에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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