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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배열 안테나를 활용한 다중 경로 효과에 의한 고각 정확도

열화 분석 및 열화 최소화를 위한 빔 패턴 최적화

An Analysis on the Degradation of Elevation Angle Accuracy Due to 
the Multi-Path Effect Using a Phased Array Antenna and the 

Beam Pattern Optimization to Minimize Its Degradation

김영완․이재민․채희덕․진형석․박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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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위상배열 안테나를 활용해 다중 경로 효과에 의한 공항정밀접근레이다의 고각 정확도 열화에 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항의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정밀접근레이다는 고정 환경인 활주로면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활주로면에 의한 다중 경로 효과에 따른 정밀접근레이다 고각 정확도 열화에 관하여, 배열 안테나
의 합/차 패턴 분석 및 이를 통한 모노펄스 기울기를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고각 정확도 열화
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노펄스용 차 패턴을 고각 정확도 개선에 적합한 형태로 최적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배열
안테나차패턴을적용한후지면반사영향성이고려된모노펄스기울기를계산하여고각정확도개선정도를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analysis about the elevation angle accuracy degradation of an APAR(Airport Precision Approach Radar) due to 
the multi-path effect using a phased array antenna was performed. An APAR installed around a runway of airport will be continuously 
affected in a runway surface of the fixed environment. In this paper, an analysis about the elevation angle accuracy degradation of 
APAR due to the multi-path effect of runway surface was conducted through a calculation of monopluse slope and sum/difference beam 
pattern analysis of array antenna. Also, a difference pattern for monopulse to minimize this degradation was optimized in an appropriate 
configuration to improve a elevation angle accuracy. Finally, a degree of improvement of elevation angle accuracy was confirmed by 
calculating a monopulse slope including the ground reflection after applying optimized difference patterns of array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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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레이다는 다양한 운용 조건에 따라 설치 환경의 영향

을 받으며 동작한다. 일반적으로 지상 고정형 레이다를
운용하는 경우에 저고도 표적은 지면 간섭에 의한 영향

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며, 특히 공항에 설치되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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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유도하는 공항정밀근접레이다는 공항 주위의 넓

은 활주로에 의한 영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면 반사
에의한 성능저하는다양한관점에서발생할수 있다. 특
히 공항정밀근접레이다의 고각 정확도 감소는 항공기의

이착륙 유도 과정에서의 오차를 유발해 항공 사고를 유

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고각 정확도의 감소
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처리 관점에서 저고도 표적에서

발생하는 다중 경로 전파 및 레이다 신호 발생 모델링에

대해 기술하고, 반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표적 고도를
추출하기위한 nelder-mead simplex multipath reduction(NM-
SMR)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1]. 또한 해상 환경에 설치
되는 레이다의 경우도 해면 반사에 의한 다중 경로 영향

을 받는다[2]. 해면 반사에 의한 다중 경로 현상은 선박에
고정된 레이다에서 해상레이다로의 직선경로 신호와 수

면에 의해 반사된 신호가 합쳐져서 발생하며, 이는 선박
과지상레이다의거리 및주파수, 해면상태등 다양한요
인에 의해 신호의 크기가 바뀌게 된다. 지면 반사의 경우
는 주기적으로 해면 상태가 변하는 해상 환경보다 고정

된 지면에 의해 지속적으로 레이다에 영향을 미치게 되

며, 반사되는 성분은 반사각 및 지면 반사계수에 의해 신
호의 크기와 위상이 바뀌므로 특정 구역에서 신호의 왜

곡이심해질수 있다. 이렇듯지면및 해수면에 의한다중
경로 효과에 의해 레이다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

한 측면에서 열화된 성능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고속 스캔 MTI 펄스 레이다의 경우, 지형 클러터
를 제거하기 위해 신호 처리 파라메터 값(MTI 필터 단수, 
CFAR의 K-factor 및 offset값)을 조정하며, 기상레이다의
경우 간단한 위상배열 안테나를 활용하여 급전 계수를

적응적으로 최적화하여 부엽을 최소화시킴으로써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형 클러터를 제거하기도 한다[3],[4]. 하지
만, 디지털 빔형성 기법과 달리 위상배열 안테나의 합/차
패턴이 급전기에 종속되어 고정되는 아날로그 빔형성 레

이다의 경우 이러한 적응형을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힘들

며, 급전기를 통해 빔이 형성된 후, 신호처리 기법만으로
지면 반사에 의한 클러터를 완벽하게 제거하기에는 클러

터 영향성을 최소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호 처리 기법을 적용하기 전

급전기를 통한 배열안테나 빔 형성 단계에서 고각 정확

도 관점의 성능 열화 정도를 예측하여 성능 개선을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레이다에 적용할 배열 안테나 합/차패
턴을 이용한 모노펄스 기울기 시뮬레이션을 비교하고, 지
면 반사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
노펄스 기울기를 결정하는 안테나 합/차 패턴 중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모노펄스용 차 패턴의 성능 최적화를 수

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빔 패턴에 지면 반사 현
상을 적용한 후 모노펄스 기울기를 계산하여 비교함으로

써 신호 처리 이전 배열 안테나의 빔 패턴상에서의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급전기 제작을 통해 실제 최
적화된 패턴을 구현하였다. 

Ⅱ. 본  론

2-1 다중 경로 효과 개요

서론에서 언급한 다중 경로 효과가 고려된 전체 신호

는 실제 레이다와 표적간의 최단 경로로 수신되는 신호

이외에 지면에 의해 반사된 성분의 중첩으로 정해지게

된다. 다중 경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면
반사에 의해 신호의 크기 및 위상이 정량적으로 얼마만

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수식이 필요하다. 
그림 1은 표적에서 반사되어 레이다 안테나로 바로 수신
되는 직접 성분(direct component)과 그 표적 신호가 지면
에 반사되어 레이다 안테나에 수신되는 반사 성분(refl-
ected component)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무한한 넓이의 지면위에 고각(수직) 방

향으로 적층되어 배열을 구성하는 위상배열 안테나의 고

 

그림 1. 지면 반사 형상
Fig. 1. Ground reflection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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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향 빔패턴을 모사하여 지면 반사에 의한 빔패턴의

왜곡 현상을 모사하였다. 그림 1의 레이다 배열 안테나는, 
실제 원하는 방향 에서 들어오는 표적 신호의 직접 성

분과 지면 반사에 의해 증가된 경로 차이를 포함한 반사

성분이 중첩된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5]. 이미지 이론에
근거한 표적 신호의 직접 성분에 비해 증가한 반사 성분

의 경로(Added path length : ∆ ) 차이는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H는 지면으로부터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를 나타낸다.

∆  sin (1)
  
식 (1)에 규정한 경로차에 의한 위상 변화량 이외에 지

면 반사에 의한 안테나의 빔패턴 왜곡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면에 의한 복소 반사량을 수치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안테나는 수평편파를 가지
므로, 그림 2와 같은 형상으로 지면에 반사되며, 지면에
의한 반사계수는 일반적인 아스팔트 환경을 가정한 지면

의 유전율( ) 및 도전율()을 이용하면 식 (2)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6]. 

 
  sin     cos

  sin     cos

   

     
(2)

  
여기서 는 입사각/반사각의 크기를 나타내며, 일반적인
지면의 유전율 및 도전율 값은 각각 13, 0.005을 가정하였
다. 식 (2)를 통해 입사각에 따른 반사 계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값을 통해지면반사에의한 크기의 변화를계

그림 2. 지면 반사 계수
Fig. 2. Ground reflection coefficient.

 

배열갯수 128
배열간격 0.7

급전계수 Taylor 35 dB
주파수 X

표 1. 시뮬레이션 빔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beam parameter.

산하고, 그림 1에서 보여진 지연된 경로 만큼의 위상 변
화를 적용하면 지면 반사에 의한 성분이 예측될 수 있다. 
이때 반사계수는 완전 도체의 반사계수인 —1에 근접한
값을가지게되며, 결국반사성분에의한 수신 신호의왜
곡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반사 성분에 의한 패턴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지 이론을 통해 확인한 경로 증가분 및 지면의

유전율 및 도전율에 의한 반사계수를 적용한 반사 성분

에 의한 복소 패턴 변화를 식 (3)에 나타내었다. 시뮬레이
션은 표 1에서 나타낸파라미터를이용한 저부엽빔을가
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식 (3)의 는 지면 반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유공간의 복소 패턴이며,  ･  

 ･ 
 ∆

은 지면 반사에 의한 영향과 경로차가 반영

된 등가 복소 패턴을 나타낸다. 는 식 (2)에서 정의된
지면 반사 계수를 나타내며, 는 자유 공간 상의 전파

상수이다.

 ･･∆     

  : 지면반사계수,    : 전파 상수
(3)

  
최종적으로 식 (3)의 은 두 성분을 중첩한 지면

반사에 의해 수신된 왜곡된 빔 패턴을 나타내게 된다. 
그림 3은 앞에서 설명한 직접 성분 및 반사 성분을 지

면 반사를 고려하여 개념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3의
빔패턴은 표 1의 파라미터를 배열합성 이론에 근거한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빔패턴이다. 즉, 공항정밀
근접 레이다에 적용할 배열 안테나의 빔패턴을 시뮬레이

션한 패턴이다. 그림 3(a)는 그림 1의 직접 성분을 나타
내며, 3(b)는 반사 성분을 나타낸다. (b)는 (a)의 성분 중
지면( =0) 아래 패턴( )을 이미지 이론을 적용하

여 반전시킨 성분으로 식 (2)를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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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irect/reflected component 시뮬레이션
Fig. 3. Direct/reflected component simulation.

 
면의 반사계수( )와 지연된 경로차이 만큼의 위상 지연

( ∆)이 합쳐져 지면 반사에 의한 성분을 모사할 수
있다. 

2-2 다중 경로 효과에 따른 패턴 왜곡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는 식 (3)을 이용한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해 레이다 안테나의 고각 빔조향에 따른 패턴 왜곡 정

도를 살펴보았다. 식 (3)의 반사 성분이 합쳐진 패턴은 그
림 4와 같이 본래 패턴에서 왜곡을 발생시키게 된다. 부
엽 상승뿐 아니라, 주빔 영역에서 반사 성분의 중첩에 의
해 패턴이 왜곡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고각 정확도를 결
정하는 모노펄스 기울기의 오차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빔 조향각이 작아질수록 다시 말해 지면에 빔이 가까울

수록 반사된 신호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패턴의 왜곡 현
상이 커짐을 그림 5의 조향된 빔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합 패턴과 함께 모노펄스 기울기를 결정하

는 모노펄스용 차 패턴에 대한 왜곡 현상을 시뮬레이션

을 통해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배열 안테나의 차 패턴은
magic-T나 ring-hybrid와 같은 모노펄스 비교기를 통하여
구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차 패턴은 배열 중심에서의 위
상 반전으로 인한 진폭의 불연속(discontinuity) 때문에, 빔

그림 4. 지면 반사에 의한 고각(theta angle) 방향 합 패턴
영향 비교(시뮬레이션)  

Fig. 4. Effect comparision of the elevation sum pattern due 
to the ground reflection(simulation).

 

그림 5. 고각(theta angle) 빔 조향각에 따른 패턴 왜곡 분
석(시뮬레이션) 

Fig. 5. Distortion analysis of pattern due to the elevation 
beam steering angle(simulation).

 

폭이 넓고 부엽 수준이 높은 빔이 형성된다. 이러한 경우, 
그림 6에서 보는것처럼 합패턴이 비교적왜곡되지 않는
조향각에서도 지면 반사에 의해 고각 차 패턴의 널 위치

및 상하 첨두치의 균형이 크게 왜곡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7에서는 앞서 시뮬레이션을통해확인한 합/차 패

턴의 왜곡에 의한 모노펄스 기울기의 열화 정도를 나타

내었다. 모노펄스 기울기는 레이다에서 각도 정확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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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면 반사에 의한 기존 패턴 영향성(시뮬레이션)
Fig. 6. Original pattern effect due to the ground reflection 

(simulation).
 

그림 7. 지면 반사에 의한 모노펄스 기울기 영향성(시뮬
레이션)

Fig. 7. Mono-pulse effect due to the ground reflection(si-
mulation).

 

이기 위해 안테나 각도별 합/차 패턴의 비율로 표현되는
값으로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면 반사를 고려한
모노펄스 기울기는 빔폭 내 각도별로 이상적인 값과 차

이가 발생하며, 각도별 차이만큼 고각 정확도에서의 오차
를 발생시켜 성능을 열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2-3 다중 경로 효과에 의한 패턴 왜곡 개선 시뮬레

이션 및 제작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각 정확도의 성능 열화를 빔

설계 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노펄스용 차

패턴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합 패턴은 저부엽을 형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테일러 급전계수를 유지하며, 동시에
차 패턴도 저부엽을 형성할 수 있는 베일리스 분포에 최

대한 유사하게 급전계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진행하였다[7]. 최적화된 차패턴 급전계수의 결과는 그림
8과 같으며, 전체 128개 배열소자는 8개의 모노펄스 비교
기를 통해 합/차 신호로 분기되어 합 패턴의 경우 균등
결합기로 기존 테일러 분포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차
패턴의 경우 비균등 결합기의 결합비를 조절하여 베일리

스 분포와 유사한 급전계수를 추출하여 저부엽을 형성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급전모듈에서 동시에 저부엽
의 합/차 패턴을 구성하였으며, 제한된 공간상에서 최소
한의 모노펄스 비교기 및 결합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차

패턴의 부엽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8에서추출한 급전계수를적용한차 패턴 결과를

그림 9에서 나타내었다. 처음 시뮬레이션 한 차 패턴과
비교하여 —25 dB 이하의 부엽을 형성하며, 빔폭도 상대
적으로 좁아진 패턴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합/차 패
턴이 동시에 저부엽 특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동일한 조
향각에서 지면 반사에 의한 모노펄스 기울기의 왜곡을

그림 8. 최적화된 차패턴 급전 계수(시뮬레이션)
Fig. 8. Feeding coefficient of the optimized difference pa-

ttern(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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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적화된 차패턴 비교(—15°～15°)(시뮬레이션)
Fig. 9. Optimized difference pattern comparision(—15°～

15°)(simulation).
 

그림 10. 지면 반사에 의한 최적화된 합/차 패턴의 영향

성 분석(시뮬레이션)
Fig. 10. Effect analysis of the optimized sum/difference due 

to the ground reflection(simulation).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0과 11에서 최적화된 차 패

턴을 적용한 지면 반사 영향성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6, 7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모노펄스용 차 패턴의
주빔및 부엽에서의 왜곡, 즉반사성분에 의한 간섭영향
성이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각 정확도를 결
정하는 모노펄스 기울기에 대한 빔폭 내 각도별 오차가

그림 11. 최적화된 차 패턴 적용 후 모노펄스 기울기(시
뮬레이션)

Fig. 11. Mono-pulse slope after applying the optimized di-
fference pattern(simulation).

 

그림 12. 차패턴 측정 결과
Fig. 12. Measurement result of the difference pattern.

 
현저히 감소하여, 기존 방안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여준
다. 비록 지면 근처의모든빔 조향각 별모노펄스기울기
에서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존 방안
대비 상대적으로 현저히 작은 조향각까지 고각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능 개선으로 정밀접근레이
다를 통한 항공기 이착륙 유도 시 정확도 및 안정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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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합패턴 측정 결과
Fig. 13. Measurement result of the sum pattern.

 

그림 14. 급전 모듈 제작 형상

Fig. 14. Feeding module fabrication configuration.
 

그림 13은 본 논문에서 고각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최
적화를 수행한 모노펄스용 차 패턴의 실제 구현된 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 14는 최적화된 차패턴을 구현하기 위
한 급전 모듈의 제작형상을 보여준다. 128개의 배열소자
는 반도체 송수신기를 거쳐 16개의 균일 결합기를 통해
급전 모듈로 신호가 인가되고, 급전 모듈내에 8개의 모노
펄스 비교기 및 비균등 결합기를 구현하여 급전모듈에서

합, 차 2개의 신호가 나오게 된다. 시뮬레이션에서 확인
한 것처럼 측정 결과 저부엽의 차 패턴을 형성할 수 있음

을 제작을 통해 확인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경로 효과에 의한 공항정밀접근레

이다의 고각 정확도 성능 열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배열
안테나 합/차 빔 패턴의 모노펄스 기울기를 계산하여 고
각 정확도의 성능 열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성
능 열화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모노펄스용 차 패턴의 최

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된 차패턴의 성능 개선은 시뮬
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방안과 비교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제작을 통해 최적화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모노펄스용 차 패턴은 지면 반사에 의

한 성능 열화를 안테나 빔 형성 단계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넓은 활주로에서 운용되는 공항정밀접

근레이다의 고각 정확도 성능 열화 개선에 효과가 있었

다. 이러한 성능 개선으로 정밀접근레이다의 항공기 이착
륙 유도 시 정확도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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