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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드론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를 활용하여 단 이다용 배열안테나의 빔패턴 측정내역에 

해서 기술하 다. 아직 국내에서는 크기가 큰 단 역용 안테나의 빔패턴을 측정하기 한 무반사실이 없

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된 단 이다의 안테나 빔패턴 특성을 시험하기 하여 드론에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  수신안테나를 장착하여 안테나 빔패턴 특성을 시험하 다. 안테나에 한 사  시뮬 이션 분석

결과와 측정된 결과를 비교하 을 때 빔폭 특성  부엽특성이 만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드론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를 활용한 안테나 빔패턴 측정기술을 통하여 안테나 크기가 큰 주 역 이다용 

배열안테나의 빔패턴 측정 기술을 활용할 정이다.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technique of the beam pattern measurement of array antenna for VHF band radar using 

drone and active beam pattern measuring device. There is no anechoic chamber for measuring the beam pattern of a 

large size antenna in the country. In this study, to test the antenna beam pattern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ed VHF 

band radar, the antenna beam pattern characteristics were tested by Drone mounting an Active Beam Pattern 

Measuring Device.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pre-simulation analysis with the measured results for the antenna, 

we could confirm that the beamwidth and side-lobe characteristics are satisfactory. Through the antenna beam pattern 

measurement technology using Drone and Active Beam Pattern Measuring Device, the beam pattern measurement 

technology of array antenna of low frequency band and large antenna for low band radar will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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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외에서는 RCS가 작은 목표물에 한 탐지를 목

으로 하는 이다 연구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1-2]. 본 논문은 상 으로 장이 긴 단

역의 이다의 안테나 빔패턴 측정에 한 성능평가

를 한 드론에 장착되는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의 설

계  본 장치를 활용한 안테나 빔패턴 측정에 한 

연구를 기술한다. 단 역의 안테나 크기가 큰 

이다의 빔패턴을 측정하기 해서는 원 계 특성을 

만족하기 하여 챔버의 크기도 상당히 커야 되기 때

문에 국내에는 측정 가능한 챔버가 없는 상황이다. 그

래서 이다를 개발하기 해서는 안테나의 빔패턴 

특성을 검증이 필수 이기 때문에 드론에 능동 빔패

턴 측정장치, 수신안테나를 장착하여 단 이다의 

안테나 특성을 측정하 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하여 안

테나 크기가 큰 주 역의 이다에 해서 드론

을 활용하여 안테나의 빔패턴 측정하기 기술을 활용

할 정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  

2.1 에서는 단  이다용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의 

개요에 해 소개하고, 2.2 에서는 측정 상인 단

이다의 안테나 빔특성의 시뮬 이션 결과를 기술

하며, 2.3 에서는 드론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를 

활용한 측정계획을 소개하 다. 2.4 에는 측정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 고 결론에서는 본 논문 

요약  향후 진행 방향에 해서 설명한다.

Ⅱ. 련 이론

2.1 단  이다용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의 개요

이다의 주된 목 은 표 의 반사신호를 수신하여 

해당 표 의 속도  거리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다의 주요 빔방사  수신 특성 역할을 하는 배

열안테나를 시험하기 해서 원 계 조건을 만족하는 

약 수백 미터의 안테나 측정 챔버가 필요하다. 국내 

실정상 단 역의 크기가 큰 챔버가 없는 상황이

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  

수신안테나를 드론에 장착하여 단 이다의 안테

나 빔패턴을 측정한다[3-4].

그림 1.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를 활용한 단 이다 
빔패턴 측정개념

Fig. 1 Concept of measurement of antenna beam 
pattern of VHF radar using drone with active beam 

pattern measuring device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는 그림 2와 같이 드론  수

신안테나, RF모듈, 디지털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단

이다와 외부 연동을 하여 GPS를 사용하여 동

기를 한다. 한 표 신호 발생모듈은 2개 표 의 

RCS, 거리, 속도를 모사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2.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의 구조  형상
Fig. 2 Figure and configuration of active beam pattern 

measuring device

2.2 단  이다의 안테나 패턴 분석결과

단 이다의 배열안테나는 그림 3과 같이 7x12

배열로 구성된다. 즉 선배열 안테나조립체 1개에 7개

의 복사소자, 송수신모듈로 구성되고, 선배열 안테나

조립체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84개의 복사소자가 배

열되어 있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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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 역 배열안테나 형상
Fig. 3 Figure of array antenna of VHF band

배열안테나를 CST 툴을 사용하여 빔패턴 시뮬

이션 분석을 진행하 다. 안테나 빔패턴은 그림 4와 

같이 이득, 빔폭, 부엽 의 특성을 볼 수 있다[7-8]. 

그림 4. 단 이다 배열안테나의 빔패턴 
특성(3D)

Fig. 4 Beam pattern characteristic(3D) of array 
antenna of VHF band 

안테나 패턴에 해서 3D 안테나 패턴을 2D로 변

환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단 이다 배열안테나의 빔패턴 특성(2D)
Fig. 5 Beam pattern characteristic(2D) of array antenna 

of VHF band 

단 이다의 안테나 시뮬 이션 분석결과 반

력빔폭은 8.1도, 부엽 는 주엽 비 비 13.2dBc로 

분석이 된다. 이러한 분석 특성을 바탕으로 2.4 에서 

단 이다 제작 후 드론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기술하 다.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의 수신기 이득의 

동 역 특성을 고려하여 +/-45도에 해서 빔패턴

특성을 측정한다.

2.3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를 활용한 단 이

다 안테나 빔패턴 측정계획

드론에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  수신안테나를 장

착하여 단 이다의 송신 안테나 특성을 측정하

다.

그림 6. 드론을 활용한 단 이다 배열안테나의 
빔패턴 특성 시험구성도

Fig. 6 Test configuration of measuring beam pattern 
characteristic of VHF band radar using drone 

그림 6과 같이 드론을 단 이다와 원 계 조건

을 만족하는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궤 을 이동시

킨다[9-10]. 동시에 단 이다는 Boresight 방향으

로 빔을 방사한다. 드론이 특성 속도로 궤 을 이동하

면서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는 

1 마다 측정된 수신 력을 장하게 된다. 최종 으

로 궤 을 모든 궤 을 이동한 드론은 지상으로 할강

하여,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카드를 PC에 장착하여 안

테나 수신 빔패턴을 확인한다.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 

내부에는 GPS 모듈이 장착되어 있어서 드론의 고도, 

/경도, 장시간 등이 이다 수신 력과 함께 장

되어 정확한 이다와 수신 장 장치간의 거리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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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4 안테나 빔패턴 시험결과  분석결과의 비교

앞 에서 소개한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  드론을 

사용하여 단 이다의 안테나 패턴을 시험하 다. 

2.2 에 언 한 것 같이 능동 빔패턴 측정장치의 수신

기 동 역을 고려하여 안테나 심으로 –45도에서 

+45도까지 측정하 다. 안테나 빔패턴 측정결과는 그

림 7과 같으며, 부엽 는 9.5dBc로 측정이 되었으

며, 빔폭은 8도로 측정이 되었다. 

 그림 7. 안테나 빔패턴 측정결과
Fig. 7 Test result of beam pattern of antenna

빔폭은 시뮬 이션 분석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측정

이 되었으나, 부엽 는 측정결과가 분석결과에 비하

여 약 3dB 정도 올라오는 상이 확인된다. 단 안

테나가 다른 높은 주 수 역의 안테나에 비하여 상

으로 빔폭이 커서, 지  건물 반사로 인하여 

부엽 가 분석결과 보다 상승한 것으로 상된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RCS가 작은 목표물에 한 탐지를 목

으로 하는 단 역 이다의 안테나 빔패턴에 

한 성능입증을 하여 드론에 능동 빔패턴 측정장

치를 장착하여 빔패턴 분석결과 비 측정결과를 비

교하 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하여 안테나 크기가 큰 

주 역의 이다에 해서 드론을 활용하여 안테

나의 빔패턴 측정하기 기술을 활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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