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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2세트의 크로스 아이 재머 안테나가 십자형으로 배치되어 모노펄스 레이다를 재밍하는 경우 

재머의 위상차와 진폭 비 및 레이다 조우각도에 따른 재밍 효과를 분석하였다. 크로스 아이 재머의 위상차와 진폭 

비는 재머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조우각도는 레이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조우각도 변화에 따른 

재머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수직 교차된 2세트의 크로스 아이 재머 안테나는 하드웨어 구성을 최소로 하면서 

재밍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판단되며, 조우각도를 0◦∼360◦ 변화시키면서 재밍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재머는 단일 재머와 비교하여 조우각도 45◦∼135◦와 225◦∼315◦에서 재밍 효과가 크게 향상되며, 항공기 및 

함정의 크로스 아이 재머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모노펄스 레이다, 재머, 크로스 아이, 재밍 오차, 안테나 배치

Abstract  In this paper, when two sets of cross-eye jammer antennas are installed vertically to jam 

a monopulse radar, the jamming effects according to the jammer's phase difference, amplitude ratio, 

and radar angle of engagement are analyzed. The phase difference and amplitude ratio of the 

cross-eye jammer can be adjusted in the jammer, but since the angle of engagement is relatively 

determined by the radar, it is very important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angle of engagement. The 

orthogonally deployed jammer antennas can be considered as a good way to increase the jamming 

effect while minimizing the hardware configuration, and the jamming effect is analyzed while 

changing the angle of inclination from 0◦ to 360◦. This jammer greatly improves the jamming effects 

at the angles of incidence 45◦∼135◦ and 225◦∼315◦, compared to a single jammer. And it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design of cross-eye jammers for military aircraft and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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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노펄스 레이다는 표적 반사 단일 펄스에서 표적

의 위치와 이동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대부분 재밍 기법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

한 전자보호(EP) 기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모노펄스 레이다를 방해하는 주요 재밍 방법으로는 

블링킹 재밍(blinking jamming), 크로스 폴 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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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polarization jamming), 크로스 아이 재밍

(cross-eye jamming) 등이 있으나 단일 플랫폼에 재

머를 탑재하여 재밍하는 방법으로 크로스아이 재밍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1-5].

크로스아이 재머는 수신기와 송신기의 구성에 따라서 

위상이 180◦ 상이한 2 채널로 분리된 송수신기를 사용하

는 재귀형(retrodirective) 크로스 아이 재머와 2 채널의 

송신기 위상차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위상 변경

(phase diversity) 크로스 아이 재머, 2 채널의 송신기 

진폭차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진폭 스윕(sweep) 크

로스 아이 재머 등이 있다[6-9]. 또한 여러 개의 재머로 

구성된 배열(array) 재머도 연구되고 있다[10].

본 논문에서는 수직으로 교차하는 2 배열 크로스 아

이 재머를 사용하여 모노펄스 레이다를 재밍하는 경우 

레이다를 향한 재머의 지향각도 (이하 조우각도)에 따

른 재밍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2장에서는 

모노펄스 레이다 수신 특성, 3장에서는 재귀형 크로스 

아이 재머, 4장에서는 수직교차 2 배열 재머의 재밍 효

과를 기술한다.

2. 모노펄스 레이다 수신 특성

모노펄스 레이다는 Fig. 1과 같이 다수의 수신 안테

나 피드에 수신된 전력의 합과 차를 이용하여 표적의 

위치와 방향을 측정한다. 또한 표적의 방향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안테나 각도를 조정하여 표적을 지향

하게 한다. 이 때 한 개의 펄스 반사 신호에 의해서 표

적의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므로 재머 입장에서는 재밍

이 매우 어려워서 중요한 위협으로 분류된다.  

Σ Δ

Strong Null Signal
From Jammer

Error Correction Signal
= Δ - Σ

Δ
Response

Σ
Response

Fig. 1. Tracking response of a monopulse radar[2,11]  

3. 재귀형 크로스아이 재머 

3.1 재귀형 크로스아이 재머 구성 

Fig. 2는 두개의 수신 안테나와 두개의 송신 안테나

로 구성된 두 채널로 재밍을 할 수 있는 재귀형 크로스

아이 재머의  구성도이다. 

안테나 #2에 수신된 신호는 20dB 이상으로 증폭된 

후 #1 안테나에서 재송신 된다. 마찬가지로 #1 안테나

로 수신된 신호는 증폭된 후 지#2 안테나로 재송신되

고 이 과정에 위상을 180° 편이 시킨다. 이처럼 두 채

널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 있어도 두 채널의 

위상차를 정확하게 180°로 하여 재밍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함이다. 레이다 신호가 안테나 #1에서 수신되어 

안테나 #2를 거쳐 레이다 수신기로 다시 돌아오는 경

로는 안테나 #2에서 수신되어 안테나 #1을 통해 송신

되어 레이다 수신기로 돌아오는 경로와 정확히 동일하

다. 이것은 #1, #2 안테나 기준선이 재머로부터 레이다

까지의 경로에 대해 수직이 아니어도 두 경로의 위상차

가 항상 180◦로 유지된다.

180o

Phase Shift

Antenna 
Pair #2

Antenna 
Pair #1

Fig. 2. Block diagram of a retrodirective cross-eye 

jammer[2]

3.2 재귀형 크로스아이 재머의 재밍 효과 

Fig. 3은 모노펄스 레이다와 크로스 아이 재머의 일반

적인 조우 상황이다. 모노펄스 레이다는 펄스변조 신호

를 많이 사용하며 크로스 아이 재머는 레이다 신호를 수

신하여 위상 및 진폭을 변형하여 재밍 신호로 사용한다. 

R

θe
θr

θc

d0

Jam.
#2

Jam.
#1

Estimated
Target

R1

R2

Fig. 3. Operational drawing of monopulse radar and 

Cross-eye jamme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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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서 모노펄스 레이다의 송신 신호로 반송파 

주파수가 , 크기가 인  펄스변조 신호를 사용하면 

이는 식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1)

여기서, 펄스신호는 크기가 1이고 펄스폭이  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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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레이다 수신기에 수신되는 크로스아이 재머의 

2 채널 재밍신호는 식 (3),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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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각 채널의 재밍 신호의 크기, 

는 거리 에 의한 전파지연 시간, 은 레이다 신호 

chirp rate이다. 

모노펄스 수신기는 재밍신호가 표적 반사신호보

다 20dB 이상 큰 경우 재머에 도착한 두 개의 재밍 신

호를 신호처리하여 레이다의 추적 각도를 계산한다. 크

로스 아이 재밍에 의한 모노펄스 레이다의 추적 각도 

및 추적 각도 오차 , 추적 거리 오차는 참고문헌 [3]에서 

잘 설명되어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그 결과를 이용한다.

Fig. 3와 같이 두 개의 재밍 송신기의 거리를 L, 레이

다 추적방향과 재머 기준선의 직각방향과 이루는 조우

각도를  라 하면     가 되고, 추적 오차 각도

()는 식 (5)과 같이 주어지고 목표물 이동 경로 상에

서의 추적 오차 거리()는 식 (6)과 같이 주어진다.

 



cos



        (5)  

 

cos

cos



     (6)

여기서, 는 두 개 재밍원의 진폭비 이고 

는 위상차  이다.

Fig. 4는 식 (6)에서   , L=10m, a=0.95 인 

경우 조우각도를 변경하면서 거리오차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조우각도   일 때 최대 오차가 약 

200m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조우각도가 45◦∼

135◦와 225◦∼315◦에서는 거리오차 절대값이 최대 오

차의 70% 이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Miss distance of monopulse radar vs. engagement 

angle of a jammer  

4. 수직교차 2 배열 재머의 재밍 효과 

Fig. 5는 Fig. 3에서 설명한 크로스아이 재머에 수직

으로 교차하는 크로스아이 재머를 추가한 2 배열 재머

의 운용도이다. 3장에서 1-2번 재귀형 재머 만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조우각도 45◦∼135◦와 225◦∼315◦에

서 거리오차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재밍효과가 미약하

므로 #1, #2 재머 세트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위치에 

#3, #4번 재머 세트를 추가로 배치하여 조우각도가 45
◦∼135◦와 225◦∼315◦인 경우에는 #3, #4 재머로 재

밍하여 전체적으로 재밍 효과를 높인다. 참고문헌 

[13-15]에서 세부적인 재밍신호의 종류와 자체보호

(self-protection) 재밍 등의 재밍 방법에 대해서 기술

하고 있다.

Monopulse
radar

Radar Signal

#1

#2

#3
#4

Cross-eye Jammer 
antenna sets

Fig. 5. Operational drawing of monopulse radar and 

orthogonally deployed jammer antenna set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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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Fig. 5의 2-배열 재머 운용에서  

  , L=10m, a=0.95 인 경우 조우각도 를 변

경하면서 거리오차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 90◦일 때 최대 오차가 약 200m,   , 

270◦ 일 때 반대방향으로 최대 오차가 약 200m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0◦∼360◦ 전방향에서 거리오

차 절대값이 130m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Fig. 3의 재머 운용에서 L=10m, a=0.95 

인 경우 조우각도 와 위상차 를 변경하면서 거리오

차를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일 

때 최대오차가   일 때 반대방향으로 최대오차

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가 178◦∼182◦

를 벗어나면 거리오차가 급격하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 Miss distance of monopulse radar w.r.t.  

engagement angle of two jammers  

Fig. 8은   인 경우에 Fig. 5의 직각교차 배열 

재머의 거리오차를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 90◦일 때 최대 오차가,   , 270◦ 일 

때 반대방향으로 최대 오차가 약 200m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ig. 7과 같이 가 178◦∼182◦를 벗어나

면 거리오차가 급격하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9는   인 경우에 직각교차 배열 재머의 거

리오차를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 

90◦일 때 최대 오차가,   , 270◦ 일 때 반대방

향으로 최대 오차가 약 15m 발생되어   인 경

우의 7.5%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 178◦∼

182◦를 벗어나도 거리오차가 서서히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Miss distance of monopulse radar       

(1 cross-eye jammer, a=0.95) 

Fig. 8. Miss distance of monopulse radar 

(orthogonally deployed jammer antenna 

sets, a=0.95)  

Fig. 9. Miss distance of monopulse radar 

(orthogonally deployed jammer antenna 

sets, a=0.5)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귀형 크로스 아이 재머 2세트를 십

자형으로 교차하는 배열 재머로 구성하여 모노펄스 레

이다의 추적 각도 오차 및 거리 오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열 재머가  위상차가 180o, 진폭비가 1

일 때 조우각도가 0o, 90o 에서 최대 거리 오차가 약 

200m 발생되고, 180o, 270o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최

대 거리 오차가 약 200m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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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우각이 0◦∼360◦ 전 범위에서 거리오차의 절대

값이 135m 이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는 적의 모노펄스 레이다와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수 배열 재머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구조가 크고 운용

이 복잡하므로 효과적인 재머 안테나의 개수와 운용 방

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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