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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DLS 완성형 체계를 한 항공기 내장형 안테나 설계

여수철
*
ㆍ강병욱

**
ㆍ최효기

**

Aircraft Embedded Antenna Design for JTDLS Complete System

Su-Cheol Yeo*ㆍByoung-Wook Kang**ㆍHyo-Gi Choi**

요 약

본 논문에서는 JTDLS 완성형 항공기에 장착하기 한 내장형 안테나 설계 방법에 해 연구하 다. 제안

된 안테나는 MIDS-LVT 운용 역을 충족하고, 확장성을 고려하여 역으로 설계하 다. 설계결과, 제안된 

안테나는 기존 블 이드 안테나와 기  성능은 유사하고, 역 특성임을 확인하 다. 항공기 장착성을 확

인하기 해 항공기 상/하부에 안테나를 장착하여 EM 분석한 결과, 상/하부 모두 양호한 복사특성을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기술은 JTDLS 완성형 항공기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method of designing a embedded antenna for mounting on the JTDLS complete 

aircraft. The proposed antenna satisfies the MIDS-LVT operation frequency band and is designed as a broadband in 

consideration of expandability. As a result of the desig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antenna has similar 

electrical performance to the existing blade antenna and has broadband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EM analysis, the 

antenna was mounted on the top and bottom parts of the aircraft to check the mount of the aircraft, and it was 

confirmed that both the top and bottom parts had good radiation characteristics. The technology acquired through this 

study is judged to be applicable to the JTDLS completed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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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술데이터링크는 감시, 지휘통제, 타격 체계 간 

술 작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술자료를 실시간  

근실시간 교환하기 해 사용되는 디지털화된 술네

트워크 통신체계로 NCW(Network Centric Warfare)

의 핵심 기반이다. 미국, 국  한국을 포함한 부

분의 국가에서는 Link-16, Link-11을 이용하여 합동 

 연합 작  임무 수행을 해 술데이터링크를 운

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지상군을 한 

VMF(Variable Message Format) 술데이터링크를 

운용하고 있다. 재 Link-11을 체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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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22의 성능개량이 진행 이며, 미국을 포함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간의 연합작  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한 Link-16 체계의 성능개량이 추진되고 있다. 한

민국은 2013년 JTDLS 기본형 개발을 완료하 으며, 

2020년 JTDLS 완성형 체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JTDLS는 체계종합, 공 /지상/해상 력으로 구성되

며, 각 력 간 근실시간 네트워크 연동을 통해 술

정보를 효율 으로 교환할 수 있다[1-4].

공 력은 술 작  수행 시 신속 정확한 타격을 

한 목 으로 사용되며, 항공기 성능 향상을 한 연

구개발로 내장형 안테나 설계에 한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항공기에 장착되는 안테나는 임무 목 에 

따라 범 한 주 수 역을 가지며, 그 종류 한 

매우 다양하다. 특히, C2(Command & Control) 력 

항공기는 감시, 정찰, 수색, 신호수집 등을 한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있으며, 기동 상태에서도 원활한 통

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존의 안테나 설계 방식은 항공기 성능과 무 하

게 항공기 외형 설계 후 안테나 성능이 최 인 치

에 외장형 안테나를 장착하 다. 외장형 안테나는 고

정을 한 구조  보강이 필요하며, 항공기 량 증

가, 공력 특성 하, RCS(Radar Cross Section) 증가, 

FOD(Foreign Object Damage)에 의한 손상, 유지비

용 증가 등의 문제 을 갖고 있다. 이러한 외장형 안

테나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1980년 부터 미국에

서는 스마트 스킨이라는 기술명으로 항공기 스킨에 

안테나를 내장하기 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내장형 

안테나 설계를 통해 안테나의 기  성능은 유지하

면서 스텔스 기능을 목하여 RCS 성능을 개선하고

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된 내장형 안테나 설

계기술은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F-22, F-35, X-47 항

공기에 용되었다[5-6].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부터 항공기 내장형 안

테나 설계기술 확보를 한 개념연구, 기 연구, 응용

연구를 수행하 으며, 최근 항공기에 용하기 한 

시험개발이 진행 이다. 다년간의 연구개발로 기술 

성숙도는 향상되었으나 높은 개발비, 감항인증을 한 

복잡한 인증 차 등으로 아직 국내 항공기에 용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7-8].

본 논문에서는 기 운용 인 MIDS-LVT 역의 

안테나 제원을 충족하는 항공기 내장형 안테나 설계 

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된 기술은 향

후 JTDLS 완성형 체계의 항공기를 한 내장형 안

테나 설계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Ⅱ. 안테나 설계  분석

2.1 스마트 스킨 기술 분류

스마트 스킨은 그림 1과 같이 기술 수 에 따라 

Level 0에서 Level 4까지 분류된다. Level 0은 항공기 

동체에 볼트가 체결되고, 단일 주 수 역의 외부 돌

출형 안테나가 용된 기술이다. 일반 으로 블 이드 

형상의 외장형 안테나로 F-16, F-18에 용되었다. 

이후의 공 력에는 항공기 성능 향상을 해 동체 

내부에 안테나를 장착한 Conformal/Integrated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Level 1 기술로 F-22에 용되었

다. Level 2 기술은 CLAS(Conformal Load-bearing 

Antenna skin Structure)라 정의되고 안테나의 기

 성능뿐만 아니라 기구  하 지지가 가능한 스마

트 스킨 구조를 개발하는 것으로 F-35에 용되었다. 

Level 3은 Load Bearing Electronics 기술로 자  

빔 제어가 가능한 안테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향성 

안테나의 자  빔 조향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민수

항공기의 성통신용 능동 상배열안테나 시스템에 

용되고 있다. Level 4 기술은 Completely 

Integrated Smart Vehicle 기술로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과 목되어 드론 과 같은 다수의 

스마트 항공기에 용되어 유기 으로 운용될 것으로 

상된다[9-10]. 

그림 1. 스마트 스킨 기술 분류
Fig. 1 Smart skin technolog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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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IDS-LVT용 외장형 안테나

MIDS-LVT 통신을 한 항공기 외장형 안테나는 

그림 2와 같이 Harris1) 사의 블 이드 안테나를 많이 

사용한다. 그림 3, 4는 최 값이 0으로 정규화된 수직, 

수평 복사패턴으로 수직패턴의 주빔은 상향 20도∼30

도를 지향하며, 수평방향으로 무지향성 특성을 갖는

다. MIDS-LVT 안테나 제원은 표 1과 같다.

그림 2. Harris 안테나 형상
Fig. 2 Harris antenna shape

그림 3. 수직 복사패턴 

Fig. 3 Vertical radiation pattern

그림 4. 수평 복사패턴 

Fig. 4 Horizontal radiation pattern

1) https://www.harris.com

Item Specifications

Shape Blade Antenna

Frequency L-band(960 ∼ 1,220 MHz)

VSWR < 1.5:1

Gain > 0dBi

Polarization Vertical 

표 1. MIDS-LVT 안테나 제원
Table 1. MIDS-LVT antenna specifications

2.3 JTDLS용 내장형 안테나

JTDLS 완성형 안테나는 MIDS-LVT 운용 역을 

포함하고, 주 수 효율성 향상을 해 역으로 설

계해야 한다. 한, 내장형 설계를 통해 항공기 운용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시뮬

이션 툴인 CST MWS를 활용하여 안테나 설계  

항공기 장착 EM 분석을 수행하 다. 제안된 JTDLS 

내장형 안테나 제원은 표 2와 같다. 제안된 안테나는 

기존 MIDS-LVT용 외장형 안테나 비 역 특성

을 가지며, 기  성능은 유사하고, 그림 5의 안테나 

형상으로 내부 구성에 한 상세내용은 보안상 생략

하 다. 항공기 내장형 안테나는 Cavity 구조로써 항

공기 내부에 장착 가능한 구조를 가지며, 항공기 외부 

스킨 OML(Out Mold Line)과 일치하도록 설계하 다.

Item Specifications

Shape Embedded Antenna

Frequency L-band(XXX ∼ X,XXX MHz)

VSWR < 2:1

Gain > 0dBi 

Polarization Vertical

표 2. JTDLS 안테나 제원
Table 2. JTDLS antenna specifications

 

그림 5. 제안된 내장형 안테나 형상
Fig. 5. Proposed embedded antenna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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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안테나 VSWR M&S 결과
Fig. 6. Antenna VSWR M&S results

그림 7. 0.96GHz 수직패턴 M&S 결과
Fig. 7. 0.96GHz vertical pattern M&S results

그림 8. 0.96GHz 수평패턴 M&S 결과
Fig. 8. 0.96GHz horizontal pattern M&S results

그림 9. 1.4GHz 수직패턴 M&S 결과
Fig. 9. 1.4GHz vertical pattern M&S results

그림 10. 1.4GHz 수평패턴 M&S 결과
Fig. 10. 1.4GHz horizontal pattern M&S results

그림 6은 안테나 VSWR M&S 결과로 MIDS-LVT 

운용 역을 포함한 918∼1,544MHz에서 2:1 이하의 특

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8에서는 0.96GHz의 복

사패턴 M&S 결과로 주빔은 상향 51도로 형성되며, 

수평방향으로 무지향성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9, 10에서는 1.4GHz의 복사패턴 M&S 결과로 

주빔은 상향 65도로 형성되며, 수평방향으로 무지향성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라운드 형상이 Cavity 구조

로 설계되어 주빔의 특성이 상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Cavity 높이  경사각 조 을 통해 

주빔의 방향 최 화 설계가 필요하다.

2.4 항공기 장착 EM 분석

항공기 장착 EM 분석은 시뮬 이션 복잡도, 해석

시간, 메모리 활용 최소화를 해 항공기 형상을 간략

화하고, 표면 재질은 PEC(Perfect Electric Conductor)

를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시간 최소화를 

해 2.3 에서 설계된 JTDLS용 내장형 안테나를 그

림 11의 항공기 상/하부에 소스원으로 인가하여 장착

환경을 고려한 EM 분석을 수행하 으며, 치는 표 

3과 같다[11]. EM 분석은 기 운용 인 MIDS-LVT 

안테나 치 선정하 으며, 타 안테나와의 간섭은 고

려하지 않았다. 실제 장착 시에는 타 안테나와의 간섭 

분석을 한 Co-site 시뮬 이션 수행이 필요하다. 

Item Antenna Type Position

Port 1 Embedded Top

Port 2 Embedded Bottom

표 3. 안테나 장착 치
Table 3. Antenna mou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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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항공기 형상  안테나 치
Fig. 11. Aircraft shape & antenna position

그림 12. 0.96GHz 항공기 장착 M&S 결과
Fig. 12. 0.96GHz aircraft mount M&S results

그림 13. 1.4GHz 항공기 장착 M&S 결과
Fig. 13. 1.4GHz aircraft mount M&S results

M&S 분석결과, 그림 12, 13과 같이 상/하부 안테

나 모두 수평방향으로 무지향성 특성을 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복사패턴의 일그러짐 없이 양호한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운용성을 고려하여 상/하부 1개씩 안

테나를 장착해야하며, 주 수  운용개념에 맞도록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JTDLS 완성형 항공기의 운용성 향

상을 해 내장형 안테나를 제안하 다. 제안된 안테

나는 기 운용 인 MIDS-LVT 운용 역을 충족하고, 

주 수 효율성을 해 역으로 설계하 다. 제안된 

내장형 안테나 시뮬 이션 결과, 918∼1,544 MHz에서 

VSWR 2:1 이하를 만족하고, 최  이득은 0dBi 이상

임을 확인하 다. 수직 복사패턴은 Cavity 구조로 주

빔이 상향 특성을 가지며, 수평 복사패턴은 무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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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임을 확인하 다. 항공기 장착 특성을 확인하기 

해 항공기 상/하부에 안테나를 1개씩 배치하고 EM 

분석한 결과,  주 수 역에서 상/하부 안테나 모

두 양호한 복사패턴임을 확인하 다. 한, JTDLS 완

성형 체계 공  단말의 원활한 운용을 해서는 타 

안테나와 간섭을 고려하여 상/하부에 안테나를 1개씩 

장착해야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항

공기 내장형 안테나 설계  장착 해석기술은 JTDLS 

완성형 항공기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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