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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배열안테나를 이용한 단일 채  모노펄스 추  
시스템의 최 화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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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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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배열안테나는 빔 조향 각도에 따라 방사 특성이 변화한다. 모노펄스 추  시스템은 합  차신호의 방

사특성을 기반으로 추정 각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상배열안테나를 이용한 모노펄스 추  시스템의 

경우, 빔 조향 각도에 따라 모노펄스 비율 곡선이 변화하기 때문에 추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일 채  모노펄스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구성 변수의 변화를 통해 모노펄스 비율 곡선이 제어된다. 본 논

문에서는 빔 조향 각도에 모노펄스 시스템 구성 변수를 응형으로 제어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간소화된 수

식을 제시하 다. 제시된 수식은 빔 조향 각도뿐만 아니라 방사 특성에 향을 주는 상배열안테나 설계 변

수에 응하여 균일한 모노펄스 비율 곡선을 유도할 수 있다.

ABSTRACT

The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a phased array antenna is changed according to the beam steering angle. The monopulse tracking system 

calculates the prediction angle using the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antenna. Therefore, the monopulse ratio curve is changed according to the 

beam steering angle for the monopulse tracking system using a phase array antenna, and the tracking accuracy goes down. In the case of a 

single-channel monopulse system, the monopulse rate curve is controlled by the  configuration variables of the system. In this paper, a simplified 

formula was presented for adaptive control of monopulse system configuration variables on beam steering angle. The presented formula can 

induce a uniform monopulse ratio curve for the beam steering angle as well as the phased array antenna desig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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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유·무인기부터 수집된 상  이미지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무인기에 의해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받

기 한 데이터링크(Data Link) 구축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1]. 원활한 데이터링크 구축을 해서

는 정보 수집을 수행하는 이동체를 표 으로 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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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상배열안테나는 각 방사소자에 여기 되는 신호의 

상 가 을 통해 기 으로 빔을 형성  조향 할 

수 있다[2]. 따라서 기존의 기계 구동부를 갖는 추  

시스템과 비교해 기계  성과 계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빔 조향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 을 기반으

로 상배열안테나를 활용한 추  시스템 구축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3].

표 을 추 하기 한 추  방법으로 모노펄스

(Monopulse), 코니컬 스 (Conical Scan), 그리고 순

차 로빙(Sequential Lobing)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

어왔다[4]. 이  모노펄스 추 은 다  빔에 의해 수

신된 신호의 크기  상을 비교하여 표 의 치에 

한 추정 각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추 정확도가 

높고 추 을 한 추정 각도 산출 속도가 빠른 장

을 갖고 있다[5-6].

상배열안테나의 경우, 상 천이 가 을 통해 모

노펄스 추 을 한 다  빔을 형성할 수 있고, 모노

펄스 비교기(Monopulse Comparator)[7]없이 합  차

신호를 산출할 수 있다. 더불어 다  빔 생성을 한 

RF(Radio Frequency) 스 칭(Switching) 소자가 불

필요해 경로 손실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상배열안테나의 경우, 빔 조향 각도에 따

라 반치각 등의 방사 특성이 변화한다. 모노펄스 추  

방법은 다  빔을 합성하여 산출되는 합  차신호의 

방사 특성에 의한 모노펄스 비율 곡선(Monopulse 

Ratio Curve)을 기반으로 추정 각도를 산출한다. 따라

서 방사 특성의 변화는 모노펄스 비율 곡선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추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야기하

게 된다.

단일 채  모노펄스 시스템은 합  차신호 경로의 

이득 차이를 통해 모노펄스 비율 곡선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8]. 따라서 상배열안테나를 이용한 단일 채

 모노펄스 추  시스템의 경우, 빔 조향 각도에 따

른 방사 특성 변화량을 기반으로 응형으로 단일 채

 모노펄스 시스템의 각 경로 이득을 변화시키면 빔 

조향 각도와 무 한 균일한 모노펄스 비율 곡선을 유

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용하기 해서는 빔 조

향 각도에 따른 단일 채  모노펄스 시스템의 각 경

로 이득 차이를 모두 분석해야할 뿐만 아니라, 메모리

에 장해 두어야하기 때문에 추  시스템의 메모리 

부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불어, 안테나의 방

사 특성은 상배열안테나의 설계 요소(방사소자 간 

간격, 방사소자 배열 수 등)에 의해서도 향을 받기 

때문에 안테나 설계 변수까지 고려하면 시스템 구

을 한 많은 사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메모리를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해 

상배열안테나의 빔 조향 각도에 따른 단일 채  모노

펄스 시스템의 각 경로 이득 차이를 쉽게 산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수식을 제시하 다. 더불어, 제시된 수

식의 변수를 빔 조향 각도뿐만 아니라 안테나 설계 

변수인 방사소자 간 간격과 방사소자 배열 수까지 확

장하여 다양한 상배열안테나 구성에 해서도 균일

한 모노펄스 비율 곡선을 유도할 수 있게 하 다.

제시된 수식은 단일 채  모노펄스 시스템의 분석

과 함께 상배열안테나의 수식  이론을 기반으로 

유도하 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기술하 다.

Ⅱ. 추  시스템 모델

그림 1은 상배열안테나를 이용한 단일 채  모노

펄스 추  시스템의 간소화된 구조를 보여 다. 추  

시스템 구성 , 상배열안테나는 각 방사 소자에 장

착된 상 천이기에 의해 빔 조향과 함께 모노펄스 

추 을 한 합과 차신호를 출력 한다. 단일 채  모

노펄스 시스템은 합  차신호의 합성을 통해 표 의 

추정 각도를 산출한다. 

상배열안테나에 의한 합  차신호는 상 천이

기 동작에 따라 순차 으로 생성된다. 빔 조향과 함께 

합  차신호를 출력하기 한 상배열안테나의 

Array Factor(AF)는 식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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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추  시스템의 간소화된 구성도
Fig. 1 Simplified diagram of trac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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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방사소자 배열 수(원활한 차신호 생성

을 해서 짝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는  상수 

벡터(Vector), 그리고 은 번째 방사소자의 치 

벡터이다. 은 요구 빔 조향 각도()로 빔을 형성

하기 한 각 방사소자에 한 상 천이 조합으로 

식 (3)과 같다. 은 차신호 생성을 한 각 방사소

자에 한 상 천이 조합으로 식 (4)와 같다. 식 (3)

과 (4)의 경우, 방사소자가 축 상에 의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하 다. (이하 동일)

   sin  (3)

  ≦ ≦
 ≦ ≦

(4)

식 (1)과 (2)을 통해 상배열안테나에서 순차 으

로 출력된 합  차신호는 단일 채  모노펄스 시스

템의 입력 값이 되고, 그림 1과 같이 각 신호는 서로 

다른 경로를 경유하게 된다. 합  차신호는 공통 으

로 신호 증폭기를 경유한다. 증폭기에 따른 각 신호는 

식 (5-1), (5-2)와 같이 된다.

 ′      (5-1)

 ′      (5-2)

여기서   와 는 각 경로의 신호 증폭기에 따

른 이득(dB Scale)이다.

차신호는 증폭기 이외에 순차 으로 과 로 변화

하는 상 천이기를 경유한다. 이에 따라 식 (5-2)의 

차신호( ′ )는 순차 으로  ′와  ′가 된다.  이 
후, 각 신호는 결합기(Combiner)에 의해  ′ ′와 
 ′ ′로 순차 으로 결합된다. 이후 검출기

(Detector)에 의해 각 신호의 크기가 식 (6-1), 식

(6-2)와 같이 순차 으로 검출된다.

   log ′ ′    (6-1)

   log ′ ′   (6-2)

신호 처리부는 순차 으로 검출된 값의 차 연산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산출되는 값은 단일 채  모노펄

스 시스템의 추정 각도가 되고, 이는 식 (7)과 같다. 

   



log



 


 (7)

여기서 는 각 신호의 이득 차이(), 는 합 

 차신호의 비(), 그리고 는 신호 처리부에 의

해 가 되는 값으로 본 논문에서는 0.5로 설정하 다.

Ⅲ. 추  시스템 최 화

식 (7)을 표 과 상배열안테나의 주 빔 사이의 

오차 각도를 기반으로 산출하면 모노펄스 비율 곡선

이 된다. 



JKIECS, vol. 13, no. 04, 705-712, 2018

708

그림 2. 빔 조향 각도에 따른 모노펄스 비율 곡선
Fig. 2 MR curve according to beam steering angle

모노펄스 비율 곡선의 기울기가 1이 되면 산출 추

정 각도는 곧 오차 각도가 된다. 이와 같은 효율 인 

모노펄스 비율 곡선은 각 신호 경로의 이득 차이()

를 제어하여 유도할 수 있다. 최 의 는 식 (8)과 같

이 MMSE(Minimizing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

여 구할 수 있다. 

 
min

     ≦  (8)

여기서 는 상배열안테나의 주 빔과 표 의 오

차 각도이고, 는 합신호에 한 AF()를 기반

으로 산출된 1.5 dB 빔 폭이다. 일반 으로 모노펄스 

비율 곡선은 의 1.5 dB 빔 폭 이내에서 선형 특

성을 갖는다. 따라서 모노펄스 시스템의 추  각도 산

출 범 를 1.5 dB 범 로 한정하 다. 

상기 효율 인 모노펄스 비율 곡선은 식 (8)의 

를 용하여 구  가능하다. 그러나 빔 조향 각도가 

변화하는 경우, 식 (1)과 (2)의 AF와 이에 따른 가 

변화하게 되어 식 (7)에 의한 추정 각도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단일 채  모노펄스 시스템에 식 (8)에 

의해 산출된 를 용하더라도 모노펄스 비율 곡선

의 기울기는 빔 조향 각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림 2는 요구 빔 조향 각도가 0°, 30°, 그리고 60°

인 경우, 상배열안테나의 합  차신호에 한 AF

와 모노펄스 비율 곡선을 보여 다. (여기서 상배열

안테나의 방사소자 간 간격()는 0.5이고 방사소자 

배열 수()는 32로 설정하 다.) 이때, 는 빔 조향 

각도가 0°인 경우를 기 으로 식 (8)을 이용하여 산출

된 3.9811 (12 dB)를 용하 다. 여기서, 이때, 는 

2.2798°이다. 빔 조향 각도에 따라 합  차신호에 

한 AF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모노펄스 비율 곡

선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빔 조향 

각도가 0°인 경우로 최 화된 에 의해 빔 조향 각

도가 0°인 경우, 모노펄스 비율 곡선의 기울기가 약 1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빔 조향 각도에 따라 균일한 모노펄스 비율 곡선을 

형성하기 해서는 식 (8)에 를 포함하여 최 화를 

해야 한다. 즉, 를 구하면 된다. 그러나 상

배열안테나의 방사 특성에 향을 주는 요소는 안테

나 설계 요소인 방사소자 배열 수와 방사소자 간 간

격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 인 상배열안테나를 이

용한 단일 채  모노펄스 시스템에 있어, 효율 이고 

균일한 모노펄스 비율 곡선을 유도하기 해서는 식 

(9)와 같이 방사특성에 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변

수로 포함하는 를 유도해야 한다.

  
min

   



  ≦ 
(9)

식 (9)에 의한 는 상배열안테나를 이용한 단

일 채  모노펄스 추  시스템을 구축하기  매우 

많은 사  분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변수에 따라 

응형으로 를 반 시키기 해서는 추  시스템

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해서는 상기 변수들

에 한 를 간소한 수식 형태로 유도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식 (9)를 간소하기 해 ‘서로 다른 

, , 그리고 에 의해 구성된 상배열안테나의 경

우에 합신호의 AF 기  1.5 dB 빔 폭이 유사하면 1.5 

dB 빔 폭 이내 방사특성은 유사하다’라는 원리를 이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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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8

1-1 12 0.8 0

1-2 18 0.6 27.25

1-3 38 0.5 59.59

3.25

2-1 16 0.7 0

2-2 20 0.6 21.02

2-3 26 0.5 30.39

2.6

3-1 20 0.7 0

3-2 32 0.5 28.94

3-3 44 0.5 49.98

표 1. 동일 를 한 상배열안테나

Table 1. Phased array antennas for equal 

그림 3. 다양한 상배열안테나 구성에 따른 AF
Fig. 3 AFs for various configuration of PAA

그림 3은 표 1과 같이 동일한 를 갖는 다양한 

상배열안테나에 해  ≦를 보여 다. 서로 

다른 상배열안테나의 구성 변수  빔 조향 각도를 

갖는 경우에도 가 동일하면 1.5 dB 빔 폭 이내의 

와 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9)

는 식 (10)으로 간소화가 가능하다. 

 
min

     



  ≦ 
(10)

Variable Variation Step

 ≦≦  2

 ≦ ≦  

 (Fixed) -

표 2. 상배열안테나의 조건
Table 2. Conditions for phased array antenna

그림 4. 에 따른 
Fig. 4   according to 

그림 4는 표 2의 상배열안테나 조건에 따른 

에 하여 식 (10)에 의해 산출된 를 보여

다. 표 2의 상배열안테나 구성 조건들에 따른 

는 0.1787°부터 22.9504°까지 변화하고 이에 응한 

는 -34.2dB부터 4.8dB까지 변화하게 된다.

단일 채  모노펄스 시스템의 구성 변수를 상배

열안테나의 빔 조향 각도  구성 요소 변수에 따라 

응형으로 제어하기 한 를 더욱 간소화하

기 해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를 기반으로 PSO 알고

리즘[9]을 이용하여 식 (10)을 식 (11)과 같은 근사 

수식으로 유도하 다.


   log

  (11)

식 (11)에 의한 
 는 그림 4의 ‘o’ 로 표기 

되어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사 수식의 

정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는 상배열안테나의 수식  이론을 

통해 쉽게 유도할 수 있다. 수식 (1)은 1.5 dB 빔 폭 

이하의 조건에서 식 (1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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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sin 

 (12)

식 (12)을 이용하여, , , 그리고 에 따른 상

배열안테나의 는 식 (13)과 같이 유도된다.

 

arcsin

sin 

 


arcsin


sin 

 


 (13)

결과 으로 식 (11)과 식 (13)을 활용하면, 다양한 

, , 그리고 에 응하여 기울기가 1로 균일한 모

노펄스 비율 곡선을 유도할 수 있다.

Ⅳ. 모의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유도한 식 (11)을 모의실

험을 통해 검증하 다. 모의시험을 한 상배열안테

나의 구성요소인 방사소자 배열 수()와 빔 조향 각

도()는 ≦≦ 과 ≦  ≦ 의 범  

내에서 무작 로 500개의 조합으로 선택하 다. 

각 경우에 해, 빔 조향 각도에 따라 균일한 모노

펄스 비율 곡선이 산출되는지 확인하기 해 선택된 

조합의 
   값과 

     값을 평균 제

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 여기서 방사소자 간 간격()는 

무작 로 선택된 조합을 기 으로 가시 역(Visible 

Region)[10] 내 하나의 그 이  로 (Grating Lobe)

만 포함시키기 한 식 (14)의 조건을 용하 다. 이

때, 최  빔 조향 각도()는 60°로 설정하 다.

 sin


(14)

각 모의실험을 한 조합에 해, 
 와


   를 비교하기 한 의 범 는   

인 경우의 로 설정하 다. 상기 조건을 기반으로 

빔 조향 각도에 따라 균일한 모노펄스 비율 곡선의 

유도 여부를 확인하기 한 RMSD는 식 (15)와 같다.

그림 5. 상배열안테나 구성조건에 따른 RMSD
Fig. 5 RMSD with various conditions of PAA

 








 ′   (15)

여기서 
 ′는 선택된 상배열안테나의 구성 조건

(, )에 해 가 0인 경우의 값이다.

그림 5는 500개의 무작  선택 조합(, )과 이에 

따른 식 (15)의 결과를 보여 다. 500개의 조합에 따

른 모의실험 분석 결과, 최  RMSD는 약 0.071로 

이 16이고, 가 54.6°인 경우이다. 최소 RMSD는 약 

0으로 이 160이고, 가 0.02°인 경우이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

시한 간소화된 수식은 다양한 상 배열 구성 조건 

하에서 빔 조향 각도에 따라 균일한 모노펄스 비율 

곡선을 유도할 수 있다.

Ⅴ. 결  론

상배열안테나는 빔 조향 각도에 따라 방사 특성

이 변화한다. 모노펄스 추  시스템은 합  차신호의 

방사특성을 기반으로 추정 각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상배열안테나를 이용한 모노펄스 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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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경우, 빔 조향 각도에 따라 모노펄스 비율 곡선

이 변화하기 때문에 추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일 채  모노펄스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구성 변수의 변화를 통해 모노펄스 비율 곡선이 제어

된다. 그러나 모노펄스 비율 곡선에 향 주는 요소가 

매우 많아, 모든 경우에 해 응형으로 균일한 모펄

스 비율 곡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산  분석 필요  시스템 메모리의 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빔 조향 각도에 모노펄

스 시스템 구성 변수를 응형으로 제어하는데 참조

할 수 있는 간소화된 수식을 제시하 다. 그리고 다양

한 경우에 한 모의실험을 통해 제시된 수식의 성능

을 검증하 다. 제시된 수식은 빔 조향 각도뿐만 아니

라 방사 특성에 향을 주는 상배열안테나 설계 변

수에 응하여 균일한 모노펄스 비율 곡선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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