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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동형 레이다는 기존의 능동형 레이다와 달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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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직접 송출하지 않고 주변 무선통신신호 및 표적

에서 방사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표적 위치를 탐지하

는 레이다로써, 송출 신호가 없기 때문에 장비의 전파 

은닉성이 보장되며,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한 자유와 

장비의 배치 및 유지 보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 근래

에는 고성능 신호처리속도 기술 및 하드웨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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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a method of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of array manifold of uniform circular array 
antenna applicable to multistatic Passive Coherent Location(PCL) system using FM broadcasting. In an environment 
of outdoor test where FM broadcast signals are scattered, array manifold measurement methods using network 
analyzer and multi-channel digital receiver are introduced. Also, the descriptions and solutions for the test limits of 
each measurement method and the considerations affecting the measurement accuracy are presented. In addition,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easured array manifold, the gain and phase difference were compared with the array 
manifold data obtained by EM simulation, and the effectiveness and accuracy of the measured array manifol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estimating the direction of arrival of the FM broadcast signal received from the 
multistatic PCL system.

Key Words : Multistatic PCL(멀티스태틱 PCL), Uniform Circular Array(원형 배열 안테나), Array Manifold(어레이 매

니폴드), DOA Estimation(도래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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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이러한 수동형 레이다 기술에 대한 연구/개
발이 크나큰 각광을 받고 있다.
  PCL(Passive Coherent Location) 시스템은 FM(Frequency 
Modulation) 라디오, DVB-T(Digital Video Broadcasting- 
Terrestrial) 등의 상용 방송 전파망에서 송출되는 전파

를 직접 수신한 신호와 해당 전파가 표적에 반사되어 

수신되는 신호 간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표적을 탐지

하고 항적을 감시하는 수동형 레이다이다.
  근래에는 저피탐 기체 및 군사용 무인기에 대한 대

공 방어를 위하여 DMB, DTV, LTE 등 다양한 통신신

호를 응용하여 탐지정확도 및 탐지거리 성능을 개량

한 PCL 시스템 기술이 활발히 연구/개발 중이며, 민

수 분야에서도 공항 내 비행기 입/출항 관리 및 폐쇄

시설 내 침입자 감시, 교통 혼잡 지역의 교통 정보 수

집 등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편, 다수 개의 송신국 송출 신호를 동시에 이용하

는 멀티스태틱(Multistatic) 구조의 PCL 시스템은 복수

의 바이스태틱(Bistatic) 조합을 통해 표적의 위치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방송 전파 환경 및 

임무 계획에 따른 탐지 영역에 따라 송신국들을 적응

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탐지 거리 및 위치 추정 정확도

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특정 방송의 순시적인 대역폭 

축소에 따른 탐지성능 민감도를 개선할 수 있다[1].
  멀티스태틱 PCL 시스템은 각기 다른 위치의 송신

원에 대해 직접 경로로 신호가 수신되는 기준신호와 

송신원에서 송출된 신호가 표적에 반사되어 수신되는 

표적반사신호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수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멀티스태틱 구조의 PCL 시스템에서는 다

수의 안테나 소자로 구성된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의 가중치 곱 연산을 통한 디지털 빔포밍 

기법으로 지정된 방향에 대해 지향 또는 억압을 통해 

수신이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2].
  일반적으로 PCL 시스템에 적합한 디지털 빔포밍 

기법은 입사 신호에 대한 배열 안테나의 응답 특성을 

표현하는 Steering 벡터의 모든 방향에 대한 집합인 

Array Manifold를 빔형성 가중치 생성을 위한 보정 데

이터로 이용한다. 따라서, Array Manifold는 수신이득, 
지향각 정확도 등의 배열 안테나 기반 디지털 빔포밍

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전 데이터이다[3].
  Array Manifold는 이상적인 Point Source를 가정하고 

배열 안테나 구조를 단순화하여 수식을 통해 계산하

거나, EM(Electro Magnetic)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배열 

안테나 모델링 및 전파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

지만 계산 및 EM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Array Manifold
는 실 소자 간 비균등성 및 제작 공차, 상호 전파 간

섭, 그리고 주변 기구물 영향 등의 모의에 제한이 있

어 실제 배열 안테나의 Array Manifold와 비교해 상당

한 오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는 

멀티스태틱 PCL 시스템에서의 기준신호 및 표적반사

신호에 대한 안정적인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실 측정 

Array Manifold 확보가 필수적이다[4].
  본 논문은 FM 라디오 방송 신호를 이용하는 멀티스

태틱 PCL 시스템용 원형 배열 안테나 Array Manifold
의 측정 및 검증 방안을 다룬다. 디지털 빔포밍을 통

한 효과적인 신호 분리를 위해 원형 배열 안테나는 안

테나 소자 간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가지고 제작된다. 
또한, FM 방송 대역(88 MHz ~ 108 MHz)의 파장을 고

려 시, Array Manifold 측정에 적합한 원전계(Far-field) 
및 전파흡수 조건을 충족하는 무반향 실내 챔버를 활

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야외환경에서 FM 대역 

기반의 PCL 원형 배열 안테나 Array Manifold를 측정

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제작된 원형 배열 안테나의 소개 

및 다양한 Array Manifold 측정 방법에 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으로 측정한 Array Manifold를 

이용하여 실 환경에서 FM 방송 송신국의 직접경로신

호인 기준신호의 도래각(DOA, Direction of Arrival) 정

확도를 검증함으로써 제안하는 Array Manifold 측정 

방안의 유효성을 설명한다.

2. Array Manifold 측정 방법

2.1 배열 안테나 모델 및 Array Manifold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인접 안테나 소자 이

격거리가 균일한 원형 배열 안테나를 고려한다. 이때, 
Fig. 1상에서 θ, φ 방향에 대한 입사 신호의 Steering 
벡터는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5].

  
  




sin cos  (1)

  여기서, In과 φn, k는 각각 배열소자의 복소 급전, n
번째 소자의 방위각, 그리고 전파상수(k = 2π/λ)를 나

타낸다. 이때, Array Manifold는 모든 입사각에 대한 

식 (1)의 Steering 벡터들의 집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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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Geometry of UCA(Uniform Circular Array) 

antenna

Fig. 2. Configuration of UCA for multistatic PCL

  한편, Fig. 2는 FM 방송 기반의 멀티스태틱 PCL 시

스템을 위해 제작한 실제 원형 배열 안테나의 형상이

다. PCL 시스템에서 기준신호와 표적반사신호를 분리

하기 위한 디지털 빔포밍의 주요 성능지표인 주엽 대 

부엽비(Peak-to-Side Lobe Ratio), 주엽 빔폭(Main Lobe 
Beamwidth) 및 억압도(Null) 등[6]을 고려한 사전 M&S
와 수신대역, 기구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8개의 

다이폴 안테나 소자로 구성된 원형 배열 안테나를 제

작하였다.
  Fig. 2의 제작된 원형 배열 안테나는 별도의 마스트 

및 지지대에 장착되어 전개되며, 실 운용 시에는 배열 

안테나의 구조물, 안테나 소자 간 상호 전파 간섭, 설

치 환경 등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실제 Array Manifold 
특성은 식 (1)로 유도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7]. 
따라서 원형 배열 안테나의 유효한 Array Manifold를 

얻기 위해서는 제작된 원형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Array Manifold의 실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야외환경에서 FM 대역 원형 배열 안테나의 Array 
Manifold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면반사파에 대한 영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준 안테나와 원형 배열 안

테나 간의 원전계 조건을 EM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

전 분석해야 한다. 두 안테나 간의 거리 및 높이에 따

라 지면반사파의 영향으로 인해 크기 및 위상변화가 

달라지며 본 측정에서는 안테나의 설치 환경을 고려

하여 자유공간 원전계 조건과 가장 부합하는 거리 및 

높이를 선정하였다.

(a)

(b)

Fig. 3. EM simulation results of amplitude & phase 

characteristic according to distance & height 

between reference antenna and 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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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은 원형 배열 안테나의 크기 및 측정 주파수

에 대한 원전계 조건과 가장 부합하는 기준 안테나 - 
원형 배열 안테나 간의 거리 및 높이에 따른 크기/위
상변화에 대한 MoM(Method of Moments) 기법 기반의 

전자기장 해석(FEKO Simulation Tool) 결과이다. 전자

기 해석 결과, 약 20 m 거리, 6 m 높이 환경에서 가

장 자유공간 원전계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이득 

및 위상차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앞서 전

자기 해석을 통해 구한 자유공간 원전계와 유사한 측

정 조건하에서, 원형 배열 안테나의 신뢰성 있는 

Array Manifold 측정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

하는 방안과 다채널 디지털 수신기를 이용하는 방안

을 소개한다.

2.2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측정 방안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배열 안테나의 Array 
Manifold를 측정하기 위한 블록도는 Fig. 4와 같으며,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기준 안테나와 측정 안

테나 소자 간의 S-parameter를 순차적으로 측정한다.

  Fig. 4. Hardware block diagram of array manifold 

measurement using network analyzer

  야외 환경에서 FM 대역의 원형 배열 안테나 Array 
Manifold를 측정할 시에는 시험 장소의 인근 송신국들

에서 송출되는 다수의 FM 방송신호들이 측정 주파수

에 미치는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국내 FM 라디

오 방송은 88.1 MHz부터 107.9 MHz까지 0.2 MHz 간

격으로 중심주파수를 갖는 100개 채널이 할당되어 있

으며, 각 채널은 중심주파수에서 ±75 kHz의 채널 대

역폭을 가지며, 인접 채널과의 경계에는 ±25 kHz의 

Guard-band 대역폭을 규정[8]하여 FM 방송 간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Array Manifold 측정

간 인접 방송 채널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

정된 Guard-band(88.0 MHz, 88.2 MHz, ..., 107.8 MHz, 
108.0 MHz)를 측정 주파수 포인트로 설정하고, 분석 

대역폭을 최소화하여 인접 FM 방송 간섭에 의한 측

정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분석기는 2 ~ 4 port 분석에 적

합하기 때문에 8개의 안테나 소자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개별 소자 측정 시 Rotator를 1° 
~ 360°로 회전하며 소자의 방위각별 크기/위상 특성을 

측정할 때 원형 배열 안테나의 원심력에 의한 Rotator
의 회전 오차가 소자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어 소

자 간 위상차의 부정확성을 유발한다. 또한, 네트워

크 분석기는 안테나 소자 별로 측정하기 때문에 많

은 측정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모든 안테나 소

자의 측정을 완료하기까지 전파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네트워크 분석기는 자체 출력 신호

세기가 낮아 원전계 조건에서 안테나 소자의 S21을 

측정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야외 환경에서는 인

근 주파수에 산재한 FM 방송 채널에 간섭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증폭기를 활용

하여 기준 안테나의 신호를 증폭하면 인근 FM 방송

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분석기

의 보정 과정에서 증폭기 S-parameter 변동에 의한 추

가적인 오차가 포함될 수 있다[9]. 이러한 제한 사항으

로 야외 환경의 Array Manifold 측정 시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2.3 다채널 디지털 수신기를 이용한 측정 방안

  앞서 기술한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원형 배열 

안테나 Array Manifold 측정 방안의 대안으로 본 절에

서는 다채널 디지털 수신기를 이용한 Array Manifold 
측정 방안을 제안한다.
  Fig. 5는 다채널 디지털 수신기를 이용한 Array 
Manifold의 측정 블록도이며, Fig. 6은 Fig. 5의 측정 

블록도에 따라 구성한 원형 배열 안테나의 주요 측정 

셋업 실사이다. 참고로, Array Manifold의 측정 시에 

원형 배열 안테나 수신 신호에 대한 인접 FM 방송 

채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VHF 대역 증폭기를 

통해 시험 신호를 증폭하여 기준 안테나로 송신하였

다. Table 1은 시험에 적용된 VHF 대역 증폭기의 상

세 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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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lock diagram of array manifold measurement 

using multi-channel digital receiver

Fig. 6. Experimental setup according to measurement 

block diagram in Fig. 5

Table 1. Specifications of VHF-band amplifier

제 원 규 격

Model Model 5206 (OPHIR)

Frequency 9 kHz ~ 220 MHz

Gain 65 dB

  측정에 이용되는 다채널 디지털 수신기는 88 ~ 108 
MHz 대역 신호에 대해 RF 직접 변환 방식으로 신호

를 수신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따라서, RF 
Front-end 단에 혼합기(Mixer)를 사용하지 않아 다수의 

FM 방송 신호가 혼재된 환경에서 혼합기의 비선형 

동작에 의한 신호 간 혼변조(Inter-modulation)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Fig. 7. Signal processing flow of array manifold 

measurement in multi-channel digital receiver

Fig. 8. Near-channel interference of FM broadcasting

  Fig. 7은 디지털 변환된 신호에 대해 Array Manifold
를 추출하는 내부 신호처리 흐름도이다. 먼저, 원형 

배열 안테나를 통해 입력되는 8채널 RF 신호는 RF 
Front-end단을 거치며 대역 제한 및 저잡음 증폭되고 

ADC(Analog-to-Digital Converter)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광대역 필터(Wideband filter)는 FM 방송 대

역 외 신호를 억압하고 신호를 IF 대역으로 1차 하향

변환한다. 협대역 필터 뱅크(Narrowband filter bank)는 

IF 대역으로 하향변환된 입력신호를 설정된 주파수 채

널별로 나누어 기저대역 신호로 2차 하향변환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이때, 각 주파수 채널별로 인접 채널에 

강한 방송신호가 존재하면, Fig. 8과 같이 기저대역 스

펙트럼 내에 인접채널의 침해로 인해 위상 측정에 심

각한 오차가 발생한다. Fig. 9의 (a)와 (b)는 각각 안테

나 소자 #1과 #3에 대해 인접 채널에 대한 영향을 제

거하기 전과 후에 대한 신호 파형 및 소자 간 위상차



박준식 ․ 심홍석 ․ 안준일 ․ 송규하

170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4권 제2호(2021년 4월)

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9(a)의 신호 파형은 인접 방

송 채널의 영향으로 인해 수신된 Sine 파형이 잡음처

럼 변질되며 이로 인해 안테나 소자 #1과 #3간에 약 

±20° 가량의 위상 오차가 유발된다. 위와 같은 위상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측정방안 2의 신호처리 과정에

서는 협대역 필터 뱅크(Narrowband filter bank)를 거친 

신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수 kHz 이내로 초협대역 필

터링 및 수신 채널 내 가장 강한 신호 외의 신호 성분

을 제거하여 인접대역 방송신호의 영향을 제거한다.

(a)

(b)

 Fig. 9. Amplitude and phase before/after removing 

adjacent channel interference

  Fig. 9(b)는 인접 채널 간섭 제거(Near-channel 
interference rejection) 후의 신호파형 및 안테나 간 위

상차로, 인접채널에 대한 영향을 줄임으로써 약 ±1.5° 
내외의 위상오차로 안테나 간 위상차 측정이 가능함

을 보여준다. 크기 및 위상 측정(Amplitude & phase 
measurement)에서는 다채널 디지털 수신기의 RF 
Front-end 경로별 이득/위상차에 대한 보정 데이터를 

반영하여 수신데이터 간의 크기 및 위상차를 측정한

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데이터 간 주파수 및 방위각을 

보간하여 원형 배열 안테나에 대한 Array Manifold를 

최종 생성한다.

3. 측정 Array Manifold 유효성 검증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기 및 다채널 디지털 수

신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Array Manifold를 EM 시뮬레

이션으로 얻은 Array Manifold와 이득 및 소자 간 위

상차로 비교 분석하여 측정 Array Manifold의 유효성

을 검증한다. 또한, 송신국에서 송출되는 실 FM 방송 

수신신호에 대해 각각의 Array Manifold를 이용하여 

도래각을 추정하고 실제 3-D 공간상의 방위각과 비교

함으로써 제안한 방안으로 측정된 Array Manifold의 

유효성 및 측정 정확성에 대해 도래각 추정 오차 및 

공간 스펙트럼 첨두값을 비교하며 검증한다[10].

Fig. 10. Beam patterns of antenna element #1

  Fig. 10은 EM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Array Manifold 
(EM),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Array 
Manifold(MEAS1), 그리고 다채널 디지털 수신기를 이

용하여 측정한 Array Manifold(MEAS2)에 대해 중심주

파수 98 MHz에서 안테나 소자 #1의 빔 패턴을 도시한 

그림이다. 원형 배열 안테나의 안테나 소자 #1은 정동



FM 방송 기반 멀티스태틱 PCL 시스템 원형 배열 안테나 보정을 위한 Array Manifold 측정 및 검증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4권 제2호(2021년 4월) / 171

쪽 방향(0°)에 위치하며, 각 소자는 반시계방향, 45° 
간격으로 배치된다. 빔 패턴 도시 결과, 세 방식 모두 

비슷한 형태의 빔 패턴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테나 소자 #1과 반대 방향에 위치하여 중앙 마스트

에 가려지는 180° 부근(안테나 소자 #5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이득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등

간격의 원형 배열 안테나에서 마스트에 가려져 낮은 

이득을 얻는 구간에서는 많은 위상 오차를 유발하기 

때문에 추후 신호처리 시 가중치를 두어 해당 안테나 

소자에 대한 영향성을 줄이는 방법이 요구된다.
  Fig. 11은 각 안테나 소자별로 안테나 소자 #1과의 

위상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측정된 원형 배열 안테나

는 8개 배열 소자가 등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안

테나 소자 #1을 기준으로 안테나 소자 #2 - 안테나 

소자 #8, 안테나 소자 #3 - 안테나 소자 #7, 안테나 

소자 #4 - 안테나 소자 #6 쌍으로 180° 방위각을 기준

으로 좌우 대칭의 위상차 특성을 가진다.
  위상차 데이터 분석에서도 세 방식이 방위각에 대

해 유사한 위상차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스트 및 안테나 암 등 배열 안테나의 구조물과 소

자들 간의 전파 재방사 등과 같은 영향에 의해 측정 

데이터 간에도 위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앞서 기술된 것처럼 중앙 마스트에 가려져 

적은 이득으로 수신되는 방위각, 예를 들면 안테나 소

자 #5에서는 180° 방위각 부근에서 데이터 간의 위상 

차이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2. PCL system and transmitting stations location 

when receiving outdoor FM broadcast signal

Fig. 11. Measured phase difference of each antenna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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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는 실 FM 방송 신호에 대해 Array Manifold 
기반으로 도래각 추정 시, 원형 배열 안테나를 장착한 

멀티스태틱 PCL 시스템과 주변 수신 대상 송신국의 

배치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수신 대상 송신국의 제

원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원형 배열 안테나는 각 

FM 방송 송신국들에 대해 가시선(Line-of-Sigh)이 확보

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수신기와 FM 방송 송신국

의 좌표는 위경도 좌표를 기준으로 WGS84 기반의 

2-D UTM 좌표[11]로 변환하였다.
  Fig. 13은 Table 2의 송신국별 수신신호에 대해 아

래 식 (2)의 다중신호분류(MUSIC, 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측정된 Array 

Manifold 별로 도래각을 추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a(φ)
와 Un는 각각 추정 신호 주파수의 φ 방향에 대한 

Table 2. Specifications of FM broadcasting transmitting 

stations

제 원 TX 1 TX 2 TX 3 TX 4

Frequency (MHz) 98.5 97.5 101.5 90.5

Distance (km) 13.2 21.4 29.9 17.8

Azimuth Angle (°) 227 317 52.8 312

TX Power (kW) 5 5 3 1

Fig. 13. MUSIC-based DOA estimation results for the reference signal of each transmitt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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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ring vector 및 수신 신호 공분산 행렬에 대한 잡

음 부공간을 나타낸다.







 (2)

  도래각 추정은 1° 방위각 간격으로 공간 스펙트럼

을 추정하였으며, 잡음 성분에 대한 직교성을 찾기 위

해 사용된 Steering vector a(φ)는 각각의 Array manifold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Fig. 13 내 수직 방향 점선은 

도래각 추정 결과에 대한 오차를 비교하기 위해 각 

송신국과 수신기 간의 방위각을 표시하였다. 실 야외 

환경의 수신신호에 대한 도래각 추정은 각 송신국들

의 주파수, 신호세기, 송신안테나의 고각 지향 방향, 
해당 시간에 방송한 FM 라디오 음원(음성, 음악, 묵음 

등)에 따른 채널 환경 변화 및 주변 반사 클러터 환

경(큰 산, 고층 건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오차를 

포함하지만, 각 Array Manifold에 대한 방향 탐지 오차 

및 공간 스펙트럼 첨두값을 근거로 하여 제작된 안테

나의 보정 성능 우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실 야외 환경의 수신신호에 대해 도래각 추정 결과, 
네 송신소 모두에서 지도 좌표로 계산된 방위각 대비 

3° 이내의 추정 오차를 가지며, 신호세기가 가장 강하

고, 거리가 가까운 TX1에서 가장 낮은 방향 탐지 추

정 오차를 가졌다. 또한, 다채널 디지털 수신기를 이

용한 측정(MEAS2)으로 얻은 Array Manifold를 활용한 

도래각 추정 결과가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측정 

Array Manifold(MEAS1)의 도래각 추정 결과에 비해 

약 1 ~ 4 dB 높은 공간 스펙트럼 첨두값을 가지며, 
도래각 추정 오차각 역시 더 적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다채널 디지털 수신기를 이용한 측정으로 얻은 

Array Manifold가 다른 측정방식과 비교해 실 야외환

경 수신신호에 대해 잡음 부공간과의 직교성이 더 우

수함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멀티스태틱 PCL 시

스템의 야외 운용에도 높은 정확도의 보정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M 방송 기반 멀티스태틱 PCL 시스

템에서의 원형 배열 안테나 보정을 위한 Array 
Manifold 측정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FM 방송

이 산재한 야외 환경에서 네트워크 분석기 및 다채널 

디지털 수신기를 이용한 Array Manifold 측정 방안을 

소개하고 각 방안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측정

에 앞서, 기준 안테나 및 원형 배열 안테나의 거리 및 

높이에 대해 전자기장 해석과 측정 환경 주변의 FM 
방송 신호에 대한 간섭 영향을 분석 및 제거함으로써 

측정 Array Manifold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을 향상시

켰다. 끝으로, 측정된 Array Manifold 데이터의 유효성

을 검증하기 위해 원형 배열 안테나를 장착한 멀티스

태틱 PCL 시스템에서 대상 송신국의 실제 FM 방송 

수신 신호를 바탕으로 Array Manifold를 이용하여 도

래각을 추정함으로써 각 측정 Array Manifold의 실효

성 및 측정 정확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실 운용 환경

에 적합한 원형 배열 안테나의 Array Manifold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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