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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다의 부엽 차단 기능에 한 
설계  구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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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sign and Implement of The Function of the Sidelobe Blanking of 
VHF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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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 역 는 X 역 이다 보다 빔폭이 상 으로 큰 주  역을 사용하는 단  이다

의 SLB/BLB 설계  구 에 한 연구이다. 단  역의 안테나는 빔폭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부엽

에서 반사된 표  신호를 처리하지 않으면 주엽 신호에서 들어온 것으로 인식하여 이다의 탐지 오경보율

이 증가한다. 부엽 차단 방법은 배열 안테나의 앙쪽 복사소자를 사용하여 배열안테나 면부의 부엽 신호

를 차단하고, 뒤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BLB 수신안테나 조립체를 통해 차단시킨다. 이다 구 을 완료하

여 모의 신호 발생장치를 활용한 시스템 단 의 부엽 신호 차단에 한 시험을 통하여 SLB/BLB 신호가 제

거되는 것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안테나 크기  빔폭이 큰 주  역 이

다용 배열안테나의 부엽 차단 기술 구 에 활용할 정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SLB(Sidelobe Blanking)/BLB(Blacklobe Blanking) design of the VHF band radar using the 

low-frequency band having a relatively larger beam width than the S-band or X-band radar. The antenna of the VHF 

band has a relatively large beam width, so it is reflected from the side lobe. If the reflected target signal is not 

processed into sidelobe, the false alarm rate of the radar increases by recognizing it from the main lobe signal. This 

method of SLB blocking is the elimination of the side lobe signal in the front of the array antenna using the central 

radiating element of the array antenna, and the blocking of side lobe signal from the antenna rear through BLB 

receiver block. After completed the radar implementation, The function of blocking of side lobe signals was confirmed 

through the system unit test by Simulated signal generator.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us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ide-lobe blocking technology of the array antenna for low-frequency band radar with large antenna size and 

beam widt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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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외에서는 RCS가 작은 목표물에 한 탐지를 목

으로 하는 이다 연구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상 으로 장이 긴 단  역용 

이다의 SLB/BLB 설계  구 에 한 연구를 기

술한다. 단  역의 이다용 배열안테나는  상

으로 높은 주 수 역을 사용하는 S 역  X

역 이다 보다 주엽  부엽의 빔폭이 크다. 따라서 

안테나 부엽에서 반사된 표  신호를 처리하지 않으

면 주엽 신호에서 들어온 것으로 인식하여 이다의 

탐지 오경보율이 증가하게 된다[1-4].

배열안테나의 앙쪽 복사 소자를 사용하여 배열안

테나 면부의 부엽 신호를 차단하고, 뒤쪽에서 들어

오는 신호는 BLB 수신안테나 조립체를 통해 차단시

키게 하게끔 설계하 으며 시뮬 이션을 통하여 본 

기능을 입증하 다. 이다 구 을 완료하여 시스템 

단 의 부엽 신호 차단 시험을 통하여 SLB/BLB 신

호 제거를 시험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  2.1 은 

단  이다용 배열안테나에 해서 소개하고, 2.2

에서는 단  이다용 SLB, BLB 설계  시뮬

이션 련 내용에 해 언 하 고, 2.3. 에서는 이

다 구 을 완료하여 시스템 단 의 부엽 신호 차단 

시험을 통하여 SLB/BLB 신호 제거에 한 시험 내

역을 기술하 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 요약  향후 

진행 방향에 해서 설명한다.

Ⅱ. 련 이론

2.1 단  이다용 배열안테나 개요

단  이다의 배열안테나는 그림 1과 같이 

7x12 배열로 구성된다. 즉 선배열 안테나조립체 1개

에 7개의 복사 소자,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고, 선배열 

안테나조립체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84개의 복사 소

자가 배열되어 있다. 

그림 1. 단  역 배열안테나 형상
Fig. 1 The figure of array antenna of VHF band

배열안테나를 CST 툴을 사용하여 빔패턴 시뮬

이션 분석을 진행하 다. 안테나 빔패턴은 그림 2와 

같이 이득, 빔폭, 부엽 의 특성을 볼 수 있다

[5-6]. 

그림 2. 단  이다 배열안테나의 빔패턴 
특성 (3D)

Fig. 2 The beam pattern characteristic (3D) of 
array antenna of VHF band 

안테나 패턴에 해서 3D 안테나 패턴을 2D로 변

환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단  이다 배열안테나의 빔패턴 특성(2D)
Fig. 3 The beam pattern characteristic(2D) of array 

antenna of VHF band 



단  이다의 부엽 차단 기능에 한 설계  구 에 한 연구

639

2.2 단  이다용 SLB, BLB 설계  시뮬

이션 분석

앞 에서 단  이다용 배열안테나의 앙 복

사 소자를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이 SLB 빔패턴을 시

뮬 이션 하 다. 그림 5와 같이 안테나 빔조향을 하

을 때 면부의 SLB 블록으로 부엽 신호를 모두 

차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7-8]. 

 

그림 4. 배열안테나 SLB 시뮬 이션
Fig. 4 The simulation data of SLB of array antenna

따라서 배열안테나 뒷부분에 그림 5와 같은 복사 

소자 2개  수신 증폭부 2개가 장착된 BLB 수신안

테나 조립체를 사용하여 배열안테나  방향의 부엽 

반사 신호를 차단시키게끔 구성하 다[9]. 

그림 5. BLB 수신안테나 조립체 형상
Fig. 5 The figure of BLB receiver assembly 

일반 으로 부엽 신호를 차단시키기 하여 SLB와 

BLB 수신안테나 조립체를 사용하여 배열안테나 빔조

향시 부엽 신호 보다 SLB, BLB 패턴을 약 5dB 이상 

높게 설계가 되어야 부엽에 의한 반사 신호를 신호 

처리부에서 차단이 가능하다. 련 사항을 확인하기 

하여 배열안테나를 빔조향 시키고, SLB  BLB의 

빔특성을 시뮬 이션을 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주엽 신호에 한 안테나 빔조향  SLB, 
BLB 안테나 패턴

Fig. 6 The antenna pattern of SLB, BLB and 
beam-steering of main antenna 

그림 6 에서와 같이 SLB, BLB를 통하여 부엽 신

호가 최  7.5dB 이상으로 5dB 이상보다 높게 분석이 

되어 하게 설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신호 처리기에서 주엽의 신호 벨과 부엽  

후엽의 신호를 비교하여 신호 크기가 큰 신호 벨을 

처리하게 된다[10-11].

2.3. 시스템 단 의 부엽 신호 차단 시험

앞 에서 설계한 SLB 차단 유무를 확인하기 하여 

시험 장비 는 모의 신호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시스

템 단 의 부엽 신호 차단능력을 시험하 다. 부엽 신

호  부엽 신호에 각각 1개의 표 을 인가시키어 신

호 처리기의 부엽 신호 제거 기능을 off 하면 그림 7과 

같이 볼 수 있다. 즉, 주엽  부엽에서 각각 1개의 표

 탐지(CD Info 2)됨을 확인하고, 신호 처리기의 부엽 

신호 제거 기능을 on 하면 그림 8과 같이 주엽에서 1

개(CD Info 1)의 신호가 탐지됨을 확인하 다.

그림 7. 신호 처리기의 SLB 기능을 미 용한 
탐지내역

Fig. 7 The detection description of SLB’s OFF of 
digital signal process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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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신호 처리기의 SLB 기능을 용한 탐지내역
Fig. 8 The detection description of SLB’s ON of digital 

signal process block

최종 으로 그림 9와 같이 비콘 타워에 모의 신호 

발생장치를 치시키고 단  이다의 빔을 운용 

모드로 용하여 표  탐지 특성을 확인하 다. 

그림 9. 단  이다와 모의 신호 발생장치 
연동개념

Fig. 9 The interconnection concept of VHF Radar and 
Simulated signal generator

모의 신호 발생장치의 혼안테나는 빔폭이 크기 때

문에 단  이다의 안테나에 주엽 신호 뿐만아니

라 부엽에도 표 의 반사 신호가 인가된다.[12]. 해당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모의 신호 발생장치의 신호 

벨을 목표물이 원거리 탐지 신호 벨에 비해서 상

으로 크게 설정하 다. 그림 10에서 이다 시

기에서 빔 그리드를 운용 모드로 탐색하 을 때 모의 

신호 발생장치가 치한 비콘 타워 방향에서만 신호

가 탐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단  이다의 신호탐지 롯 
Fig. 10 The plot of reflected signal detection of VHF 

Radar

부엽 차단 기능이 정상 으로 구 이 안되었다면 

이다 오경보율이 증가되도록 표시가 되지만, 해당 

기능 구 이 정상 으로 설계  구 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RCS 가 작은 목표물에 한 탐지를 목

으로 하는 단  역용 이다의 부엽 차단 구성

품 설계  시스템 단 의 검증에 해 기술하 다. 

단  역은 고주  역보다는 상 으로 기 

감쇠에 의한  손실  회  손실 등이 작은 장

이 있다. 하지만 주  역인 단  역의 이다

는 빔폭이 상 으로 커서 지형지물 등에 해서 반

사되는 신호가 많기 때문에 부엽 차단 기능 구   

최 화가 요하다. 

부엽 차단 기능에 한 검증을 하여 신호 처리부 

단독으로 시험을 확인하 고 모의 신호 발생장치를 

활용하여 시스템 단 의 시험을 진행하여 검증하 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안테

나 크기가 크며 빔폭이 상 으로 큰 주  역 

이다용 배열안테나의 부엽 차단 기술 용에 활용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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