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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디지털 레이다에 적용 가능한 능동위상배열안테나

근접전계 수신 시험

Near-Field Receiving Measurement of Active Phased Array Antenna 
for Full Digital Radar Application

채희덕․이재민․김영완․김한생․진형석․박종국 

Heeduck Chae․Jae-Min Lee․Young-Wan Kim․HanSaeng Kim․Hyoung Seog Jin․Jongkuk Park 

요  약

소자 단위에서 디지털로 신호를 수신하는 완전 디지털 수신 능동위상배열안테나는 최종적인 수신 빔을 디지털 빔

형성 방법으로 합성하므로 일반적인 근접전계 시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완전 디지털 수신
능동위상배열안테나를 시험하기 위한 근접전계 수신 시험 구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빔 합성 과정과 잡음
합성 과정을 토대로 근접전계 수신 시험을 통해 수신 빔 패턴 뿐 아니라, 수신 성능을 대표하는 안테나의 이득 대비
시스템 잡음 온도의 비(G/T)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개발된 L-밴드 장거리레이다용 완전 디지털 수신 능동위
상배열안테나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 full digital receiving active phased array antenna generates final receiving beams by digital beam forming of received digital signals 
in element-level that makes difficult to use typical near-field measurement method. Thus in this paper, a modified near-field measurement 
method which is suitable for full digital receiving active phased array antenna is proposed. Also the measured results of receiving beam 
pattern and G/T using developed L-band full digital receiving active phased array antenna are shown for the verification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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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레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레이다에 사용되는 안테나

도 수동형 안테나에서 능동위상배열안테나로 발전하였

다[1],[2]. 능동위상배열안테나 또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으로 빔을 형성하던 단계에서 부배열 단위 또는 개별 소

자 단위에서 디지털로 빔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는 선배열 형태의 능동위상배
열안테나의 경우에는 개별 소자 단위에서 수신 신호를

I/Q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빔을 합성하는 완전 디지털
수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자 단위에
서 송신 신호를 발생시켜 송신 빔을 생성하고, 소자 단위
에서 수신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수신 빔을 형

성하는 완전 디지털 레이다(full digital radar)가 개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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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빔을 합성하는 능동위상배

열안테나는 RF 단에서 근접전계 시험 또는 원전계 시험
을 통해 안테나 빔 패턴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3]～[5]. 하
지만 디지털 수신 방식을 사용하는 능동위상배열안테나

는 디지털로 수신된 신호의 디지털적인 처리를 통해 안

테나빔 패턴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 RF 단에서 측정하
는 근접전계 시험 또는 원전계 시험 방식을 그대로 적용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레이다 성능 검증을 위해
능동위상배열안테나 수신 시험에서 레이다 방정식의 파

리미터인 안테나 이득 대비 시스템 잡음 온도의 비(G/T)
의 정확한 측정이 요구된다[5],[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완전 디지털 수신 방식을 사용

하는 능동위상배열안테나에서 근접전계 시험 시설을 이

용하여 수신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근접전계 시험 구성

과 순서를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 빔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맞게 근접전계 수신 시험을 통해 순
차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최종 빔패턴을 검증하는 과
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디지털 빔 형성과 잡음 합
성 과정을 살펴보고, 시험을 통해 G/T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 실제 개발된 완전 디지털 수신을 사용
하는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다. Ⅱ장에서는 완전 디지털 수신을 사용하는 능동위상배
열안테나의 개요와 디지털 빔 형성 과정에 대하여 논의

를 하고, Ⅲ장에서는 완전 디지털 수신을 사용하는 능동
위상배열안테나의 근접전계 수신 시험 구성과 순서, 그리
고 시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으로 마무
리하도록 한다.

Ⅱ. 완전 디지털 수신 능동위상배열안테나 개요

2-1 완전 디지털 수신 능동위상배열안테나 구성

L-밴드 장거리 레이다용으로 개발된 완전 디지털 수신
을 사용하는 능동위상배열안테나에는 그림 1과 같이 각
각 42개의 방사소자와 반도체 송수신장치가 선배열 형태
로 배열되어 있고, 신호발생장치와 수신/제어장치가 포함
되어 있다. 반도체 송수신장치는 고출력증폭기(SSPA: So-
lid State Power Amplifier)와 저잡음증폭기(LNA: Low Noi-

그림 1. 완전 디지털 수신을 사용하는 능동위상배열 안테

나의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active phased array antenna using 
full digital receiving.

 
se Amplifier)뿐 아니라, 완전 디지털 수신을 위해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와 DDC(Digital Down Con-
verter) 그리고 광변환기를 포함하고 있다. 
송신 시에는 신호발생장치에서 고주파 송신 신호가 발

생되고, 반도체 송수신장치에서 송신신호가 고출력으로
증폭된다. 그리고 방사소자를 통해 증폭된 송신 신호가
외부로 방사된다. 따라서 송신 빔의 형태는 각 배열의 변
위기와 SSPA에 의해 형성되는 가중치와 방사소자의 특
성에 의해 결정된다.
수신 시에는 방사소자에서 방위각 방향으로 합/차 패

턴을 형성하는 합/차 채널로 수신 신호가 수집되고, 반도
체 송수신장치에서 수신 신호가 저잡음 증폭되어 주파수

하향 변환된 후 ADC/DDC를 거쳐 각각의 기저대역 I/Q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광변환장치를 거쳐 광신호로 변
환된다. 수신/제어장치는 모든 채널에서 수신된 광신호를
모아서 다시 처리장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처리 장
치에서는 광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복원하고, 최종적으로
각 채널에서 수집된 디지털 신호를 합성한다. 따라서 수
신 빔의 형태는 디지털 신호 합성에 사용되는 가중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완전 디지털 수신을 사용하면 빔의 형

태와 개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지
털 수신을 통해 저부엽의 다중 빔이나 모노펄스 빔을 동

시에 형성할 수도 있고, 재밍이나 클러터 영향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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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방향에 빔의 널을 만드는 적응빔 형성도 가

능하다.

2-2 수신빔 형성

번째 방사소자의 방사패턴을  , 방사소자
출련단부터 디지털 신호로 변환될 때까지의 경로 이득을

이라 두면 번째 채널을 통해 입력되는 디지털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수신빔 형성을 위해 디지털 수신 신호가 합성되는 과

정은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2)
  

여기서  는 수신 경로 간 정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정 행렬로 수신 경로의 이득 변화를 보정하기 위

한 값 이 대각성분으로 채워진다.  은방사

소자 및 수신경로 간 경로 차이와 상호결합 및 주변 구조

물에 의한 패턴 왜곡 성분을 보상하여 각 수신 경로가 정

렬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정렬 행렬이다.  는

이상적인 경우, 원하는 형태의 빔을 만들기 위한 가중치
이다. 
보정행렬, 정렬행렬, 그리고 수신 가중치는 다음과 같

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 ′ 


 (3)
  
여기서  ′는 정렬과 보정을 포함하는 정규화된 가중치
로


 ′  을 만족하고,  ′는 정렬과 보정과정

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이득을 의미한다.
식 (3)을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4)
  
수신 경로간의 이득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가정하면 모

든 에 대하여 수신 경로의 이득은  ′≈
으로

근사할수있다. 합성된빔패턴에관련된항은


 ′
≈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합

성되는 수신 빔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5)
  
즉, 디지털 빔 형성을 통해 최종 합성된 수신 빔은 유

효한 빔 패턴(
 )과 아날로그 경로와 디지털 경로에서

발생한 유효한 수신 이득(
 )의 곱으로 표현할 수있다. 

수신 경로 간 이득 차이가 있더라도 유효한 빔 패턴과 수

신 이득은 실제 구분되어 측정 가능한 값은 아니지만, 개
념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2-3 잡음 형성 및 G/T

빔 패턴뿐 아니라 G/T는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수신
특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하지만 능동위상
배열안테나는 분산된 방사소자와 분산된 수신기 등을 사

용하기 때문에 수신 경로의 이득을 제외한 순수한 수신

빔 이득과 시스템 노이즈 온도를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잡음의 합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G/T를 산정하
기 위한 방법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잡음이 합성되는 과정은 수신 신호가 합성되는 과정과

동일하므로 식 (2)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6)

  
여기서 은 번째 수신 경로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로 입력되는 잡음 신호이다. 번째 방사 소자를 통해 입
력되는 잡음을  , 수신 경로 상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잡음을 이라 두면, 디지털로 수신되는 잡음

은 방사소자 출련단부터 디지털 신호로 변환될 때까

지의 경로 이득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여기서 
는추가적으로발생하는 잡음을 고려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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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채널의 시스템 입력 잡음으로 볼 수 있다.
식 (3)～(5)와 동일한 과정으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합성되는 잡음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8)
  
최종 출력 잡음은 입력단의 유효한 시스템 잡음

(
  )과 수신 이득(

 )의 곱으로 표현된다. 

식 (5)와 식 (8)을 이용하면 유효한 안테나의 이득과 시
스템 입력 잡음 출력의 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9)

  
디지털로 출력되는 신호  과 은 실제 측

정 가능한 값이므로 식 (9)를 이용하면 유효한 안테나의
빔 이득과 시스템 노이즈 전력의 비를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시스템 노이즈 전력과 시스템 노이즈 온도 사이의 관

계는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는 Boltzmann 상수, 는 시스템 잡음 대역폭이
다. 따라서 시스템 잡음 대역폭을 알면 식 (9)의 G/N 값으
로부터 식 (10)을 이용하여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수신
특성인 G/T를 구할 수 있다.

Ⅲ. 완전 디지털 수신 능동위상배열안테나 

근접전계 수신 시험

3-1 근접전계 시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앞의 장에서 소개한 L밴드 장거리 레이
다용 완전 디지털 수신 능동위상배열안테나를 가로 12 m 
세로 12 m 스캔이 가능한 근접전계 시험장에 설치하여
수신 시험을 수행하였다. 수신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근
접전계 시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근접전계 수신 시험 구성
Fig. 2. Near-field Rx measurement setup.
 
완전 디지털 수신을 사용하는 능동위상배열안테나는

안테나 자체가 계측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network analyzer와 같은 계측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프로브를 통해 방사하는 송신 신호는 신호발생장치
에서 생성되는 주장비의 신호를 사용하였다. 디지털로 수
신되는 근접전계 데이터는 광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저장

하였다. 주장비의 송신 신호를 근접전계 송신 신호로 사
용하는 이유는 근접전계 시험 과정에서 방사소자를 통해

수집되는 RF 수신 신호가 반도체 송수신장치 내에서 주
파수 하향 변환되어 I/Q의 DC 성분으로 변환될 때 RF 신
호와 하향 변환에 사용되는 LO 신호, 그리고 DDC 동기
신호간의 주파수와 위상 동기가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파수와 위상 동기가 맞지 않으면 근접전계 시험 시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수집되는 디지털 신호가 주파수 성분

의 차이와 위상 차이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근접전계 시험에서는 측정에 사용된 케이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시험에 사용된 케이블만을 서로

연결하여 산란계수를 측정한 후 근접전계 데이터에 보상

하는 보정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집되는
근접전계 데이터는 프로브 입력 신호 대비 안테나 출력

신호의 비가 되어 근접전계 데이터를 원전계 패턴으로

변환하면 안테나의 이득 패턴과 일치하는 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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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측정된 I/Q 신호와 전력 크기 사이
의 변환 계수를 이용하여 저장된 근접전계 I/Q 데이터를
전력 크기에 해당하는 단위로 변환하고, 프로브로 입력되
는 신호의 전력 크기를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측
정된 값을 근접전계 I/Q 데이터에 보상함으로써 최종적
으로 근접전계 데이터가 프로브 입력 신호 대비 디지털

출력 신호의 비가 되도록 하였다.
근접전계 시험 시에는 반 파장보다 조금 작은 거리의

격자마다 근접전계 데이터를 측정하여야 원전계 변환을

통해 빔 패턴 확인이 가능하다
[7],[8]. 따라서 근접전계 시험

시설은 측정해야 하는 격자의 위치에 프로브가 도달하면

트리거를 발생시키고, 시험장비는 발생한 트리거 신호를
기준으로 수신 시험을 하기 위한 명령과 타이밍 신호를

발생시켜 트리거마다 근접전계 데이터가 광저장장치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3-2 근접전계 시험 순서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수신 시험 목적은 능동위상배

열안테나 디지털 수신을 통해 빔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렬 행렬 와 실시간 보정을 위한 보정 행렬

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값  를 추출하고, 능동
위상배열안테나의 수신 성능으로 가중치에 따른 최종 수

신 빔 패턴과 G/T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근접전계 시험 순서는 그림 3과 같이 순차적으로 정렬행
렬과 보정기준값을 추출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수
신 빔 패턴을 검증한 후, 시스템 잡음을 측정하여 G/T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신
경로 근접전계 데이터 측정 전/후에 보정 데이터를 측정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근접전계 시험은 수집된 근접전
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공간의 빔 패턴을 생성할 수 있

는 장점은 있지만, 근접전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전계 시험을 하
는 동안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유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능동위상배열안테나
의 상태는 보정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보정 신호를 점검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신 경로 근접전계 데이
터 측정 전/후에 보정 데이터를 측정하는 과정이 추가되

그림 3. 디지털 수신을 사용하는 능동위상배열안테나 수

신 시험 순서

Fig. 3. Rx measurement procedure of active phased array 
antenna using digital receiving.

 
었다. 또한, 이때 측정된 보정 데이터는 정렬 행렬을 추출
하는 시점의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상태를 대표하는 값

이므로 차후 운용 중 보정 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데

이터로 사용된다.

3-3 수신 빔 측정 결과

완전 디지털 수신을 사용하는 능동위상배열안테나는

각 수신 경로의 수신 신호가 디지털로 변환되어 저장되

므로 한 번의 근접전계 스캔을 통해 전 수신 경로의 빔

패턴을동시에측정할 수있다. 측정된수신경로의 빔패
턴은 그림 4(a)와 같다. 방사소자 간 상호결합과 구조물
영향, 그리고 경로 간 수신 이득 차이로 인해 각 경로의
수신 빔 패턴의 크기와 위상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정렬
행렬을 추출하여 적용한 결과는 그림 4(b)와 같다. 정렬
행렬을 통해 수신 패턴의 크기를 서로 동일하게 맞추고, 
위상 차이도 보상됨을 확일할 수 있다.
수신 경로 근접전계 데이터 측정 전/후에 측정된 보정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근접전계 시험이
수행되는 동안 전 수신 경로에서 발생한 크기와 위상 변

화가 각각 0.026 dB와 0.35도 이내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보정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하여 근접전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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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방사 소자의 (a) 정렬 전과 (b) 정렬 후의 고각

방향 패턴의 크기와 위상

Fig. 4. Vertical pattern magnitude and phase of radiating 
element. (a) before and (b) after alignment.

 

 

(a)                            (b)

그림 5. 근접전계 패턴 시험 전후에 측정된 보정신호의

(a) 크기와 (b) 위상의 차이
Fig. 5. Difference of calibration data before and after near- 

field pattern measurement. (a) magnitude, (b) phase.
 

험이 수행되는 동안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상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유효한 근접전계 데이터가 측정되었음을

검증하였다.
정렬행렬과가중치를근접전계데이터에 적용하고, 역

투영 기법[9]을 적용하여 개구면 상의 전류 분포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개구면 상에 방위각과 고각 방향
으로 저부엽의 빔을 형성하기 위한 테일러 크기 분포가

형성되고, 위상면이 동위상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확인할

(a) 크기
(a) Magnitude

(b) 위상
(b) Phase

그림 6. 디지털 빔 형성된 후 개구면으로 역투영한 근접
전계 데이터

Fig. 6. Near-field data back-projected on the aperture after 
digital beam forming.

 
수 있다. 
디지털로 합성된 최종 빔패턴은 그림 7과 같다. 시험에

사용된 능동위상배열안테나는 방위각 방향으로는 방사

소자에 구성된 아날로그 급전기에 의해 빔이 형성되고, 
고각 방향으로 디지털 빔 합성에 의해 빔이 형성된다. 아
날로그 급전기에 의해 형성된 방위각 빔패턴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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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위각
(a) Azimuth 

(b) 고각
(b) Elevation 

그림 7. 디지털 빔 합성된 모노펄스 빔패턴
Fig. 7. Monopulse beam pattern after digital beam forming.
 

빔 합성으로 생성된 고각 빔패턴을 비교해 보면 디지털

로 합성된 합/차 빔패턴이 이상적인 형태로 모두 —35 dB
의 부엽을 가지면서 주 패턴과 부엽 패턴에서 훨씬 우수

한특성을 가지는 것을확인할수있다. 측정된 수신빔의
이득은 안테나 이득과 수신 경로 이득을 포함하여 81.62 
dB이다.

3-4 잡음 측정 결과 및 G/T (G/N) 

잡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브로 입력되는 고

주파 신호를 종단부하를 이용하여 차단하여 송신 신호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능동위상배열안테나는 근접전계 데
이터 측정 때와 동일한 조건을 만든다. 이후 트리거 신호
를 일정 시간동안 인가하여 잡음 신호가 디지털로 변환

되어 광저장장치로 저장되도록 한다. 측정된 잡음 신호를

(a) 채널별
(a) Each channel

(b) 디지털 빔 합성 후
(b) After digital beam forming

그림 8. 잡음 신호 전력
Fig. 8. Power of nois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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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N 예측 결과와 실제 측정 결과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G/N estimation and experi-

mental results.

구분 항목 값

측정값

수신빔 이득 81.62 dB
잡음 출력 —61.27 dBm

G/N(측정값) 142.89 dBi/dBm

예측값

안테나 빔패턴 이득(예측값) 36.32 dBi
케이블 손실(측정값)

(방사소자—반도체송수신장치)
평균 0.78 dB

반도체 송수신장치 잡음지수

(측정값)
평균 2.87 dB

시스템 잡음 대역폭(예측값) 2.5 MHz
주변 잡음 온도(측정값) 291 °K

G/N(예측값) 142.65 dBi/dBm

전력 단위로 환산한 결과는 그림 8(a)와 같다. 그리고 각
수신 경로의 잡음 신호를 수신 빔 형성과정과 동일하게

합성한 잡음 출력은 그림 8(b)와 같다. 최종 합성된 잡음
의 평균 전력량은 —61.27 dBm이다. 최종 잡을 출력과 수
신 빔 이득을 식 (9)에 대입하면 G/N 측정값은 142.89 
dBi/dBm이다. 시스템 잡음 대역폭 2.5 MHz을 식 (10)에
대입하여 환산한 G/T 값은 8.27 dB/K이다. 방사 소자 측
정을 통해 예측한 안테나의 이득, 측정된 방사소자와 반
도체송수신장치 사이의 케이블 손실, 반도체송수신장치
 의 잡음 지수, 그리고 시스템 잡음 대역폭을 고려하여
예측한 G/N 값과 측정된 G/N 값의 비교는 표 1과 같다. 
예측한 G/N 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에는 약 0.24 dB의 차

이밖에 나지 않는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G/T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잡음 대역폭을 별도로

측정한 후 측정된 G/N에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없애고 근접전계 시험을 통한 측정

값으로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시스템 규격을 설정하고

자 한다면 시스템 잡음 온도를 사용한 G/T 대신 시스템
노이즈 전력 크기를 사용한 G/N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근접전계 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완전

디지털 수신을 사용하는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수신 시

험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고, 실제 개발된 완전 디지털
수신을 사용하는 L 밴드 장거리용 능동위상배열안테나를
이용한 수신 시험 수행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스템
파라미터와 관련된 수신 특성 G/T를 연관된 파라미터인
G/N 측정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제 측정값
과 예측값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레이다의
발전 추세로 볼 때 완전 디지털 수신을 사용하는 능동위

상배열안테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본 논문에서 제
시한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수신 시험 방법이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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