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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주파수를 사용하는 추적안테나의 추적성능은 비행체 추적 및 위치 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전
기적·물리적으로 매우 큰 안테나의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우주응용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형 
접시형 추적안테나 시스템과 같이 신호원을 따라 안테나의 지향방향이 변하는 경우에는 안테나 지향방향에 따라 특
성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 추적안테나 시스템의 추적 성능지표인 지향정확도 및 추적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오차요인을 검토하고, 나로우주센터에서 원격측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1m 대형 접시형 추적안테나에 
대한 추적성능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저궤도위성(Low Earth Orbit)을 사용한 측정방법 및 그 결과를 기술한다.

Abstract  The tracking performance of the big tracking antenna system using Radio Frequency is very important 
for the tracking and position measuring for the flight vehicle, but the precise measuring of the tracking 
performance is not easy, especially for the big antenna system such as ground telemetry antenna or tracking 
radar in space application because it's characteristics could b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antenna direction. 
In this paper, the error factors impacting on the tracking performance (pointing accuracy and tracking accuracy) 
and the ranges of each factor are reviewed, and the simple and efficient method to measure the tracking 
performance is introduced which using low earth orbit as the signal source. Finally, the measurement results for 
the telemetry ground antenna in NARO Space Center are reviewed.

Key Words : Tracking antenna, Tracking performance, Pointing accuracy, Tracking accuracy.

Ⅰ. 서  론

안테나의 추 성능은 안테나를 구성하는 구성품의 정

확도와 각 구성품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렬하고 설치

하 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빔폭이 1도 이하 정도

의 기 ·물리 으로 큰 안테나의 경우 그 특성을 안테

나시험장에서 측정하는 것은 비 실 이거나 불가능하

다. 를 들어 2GHz 주 수를 사용하는 11m 개구면 안

테나의 특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원역장(Far field) 조

건에 맞는 송수신간 거리는 약 2km를 확보해야 하며, 주

변의 간섭신호원이 없어야 한다.[1],[2]

한 형 구조체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의 지향 방향

에 따라 각 부분이 받는 력, 태양열  바람 등의 차이

로 안테나 구조의 미세한 변형이 이루어져 안테나 방향

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안테나의 구동특성(각

속도)에 따라 형 안테나의 추 성능은 차이가 날 수 있

다. 따라서 고정된 신호원을 이용하여 안테나의 특정방

향에 하여 측정한 추 성능을 안테나 체의 특성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측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형 추  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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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차요인 오차정도 (milli-degree)

시스템

내부*) 

Pedestal verticality 10

Orthogonality 5

Encoder (17bits) 2.7

Acceleration lag ∼수

Wobble 5

자연 상*)
열팽창 10

력 10

바람 47 @ 64km/h

측정오차
신호원 치 오차 

( 성궤도정보)[7]

수∼40 

(고도 800km 성)

굴 [4,5,6] 수∼600

반사[3] ∼0 @ El > 0.42

표 1. 추적성능 영향요인 및 범위[1]∼[7]

Table1. Error Factors and It's ranges

나 시스템의 특성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측정하는 방법으

로 우주 원이나 성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궤도 인공 성을 사용할 경우 충분한 신호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를 확보하면서 안테나의 체 운

용범 에 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형 추  안테나의 추 성능을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  결과에 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기술한다. 2장에서는 추 안테나의 추 성능지표  성

능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운용

인 11m 시형안테나를 심으로 확인하고, 3장에서는 

신호원을 갖는 궤도 성을 추 하여 지향정확도

(Pointing Accuracy)  추 정확도(Tracking 

Accuracy) 등 추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결과를 기술

하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추적안테나 추적성능지표 및 주요 

요인

안테나 시스템의 추 성능은 안테나가 지향하고자 하

는 방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향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향

정확도와 RF 신호를 자동추  메커니즘으로 어느 정도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추 하는지를 나타내는 추 정확

도로 나 어진다.

안테나 추 성능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안테나 

내부요인  외부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 안테나 

내부요인으로는 피드, 반사 , 모터, 기어 등 서보장치  

Encoder등의 각 구성품의 기, 기계  특성  정렬 상

태에 의해 향을 받는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태양열, 

력, 바람 등도 안테나 추 성능에 향을 주는 자연

인 요인이다. 이들이 안테나 각 부분에 미치는 향 정도

가 안테나의 지향방향에 따라 달라지며, 이 향의 차이

가 안테나의 구조에 미세한 변형을 주고 결과 으로 추

성능에 향을 다.
[1]

안테나 성능에 향을 주는 내·외부요인 이외에도 정

확한 성능측정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의 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사  굴 도 안테

나 추 성능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사용 안테나

의 빔패턴(패턴  반치각 특성)  주변 지형에 따라 다

르지만 일반 으로 고각에서는 Multipath  

scattering에 의하여 향을 받게 되고, 고각에서는 

굴 에 의해 향을 받는다. 굴 에 의한 향

은 안테나의 고각에 따라 다르며, 고각 0도일 때 약 0.6도, 

고각 5도일 때 0.17도, 고각 10도일 때 0.1도로 알려져 있

다.
[3],[4],[5]

한 측정에 기 이 되는 신호원 치( 성 궤도)정보

의 정확도도 측정오차의 요인이 된다. 로서 고도 

800km 이하의 궤도 성에 한 궤도정보는 수∼40 

milli-degree정도의 오차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가능한 오차를 이기 하여 3일 이내에 갱신

된 최신 성궤도 정보의 사용을 권장한다.
[7]

아래의 표는 제주추 소 11m 시형 안테나에 한 

성능오차요인  요인별 정도를 나타낸다.

*) 11m 시형안테나 기

Ⅲ. 추적성능 측정방법 및 결과

1. 추적성능 측정방법

지향정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신호원 방향(Do)을 안테

나에 명령하여 구동하면서 실제 안테나 지향 방향(Da)과

의 차이(Do-Da)를 측정함으로써 안테나가 지향하고자 하

는 방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향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

다. 안테나 체 구동범 에 한 특성을 측정하기 하

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상 추 안테나와 호환성

이 있는 신호원을 탑재한 궤도 성(Low Earth Orbit)

을 신호원으로 사용한다. 

지향정확도는 그림 1과 같이 추 안테나를 두 가지 구

동모드(자동추 모드, 로그램모드)로 운용하면서 측정

할 수 있으며, 각 방법은 일정한 오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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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지상 추 안테나를 궤도모드(신호원의 궤도정보

에 따라 안테나 방향을 지향)로 운용하면서 안테나 지향

방향(Da)과 RF 신호원 입력방향(Do=Drf) 차이를 측정한

다. 신호원 방향(Do)은 성궤도정보를 추 안테나 기

의 지향방향으로 변환한 것으로 국제기구(  NORAD 

TLE: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Two Line Element)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안테나가 지향한 방향, 즉 안테나의 

RF 축 지향방향과 안테나 시스템내의 각도기(Encoder)

에서 측정한 방향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안테나 

지향각도를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안테나 지향방향(RF 

축방향=Da)과 신호입사방향(Do=Drf)의 차이는 안테나의 

신호 자동추  메커니즘에서 측정하여 신호추 오차로 

기록할 수 있다.

비슷한 원리로, 신호원을 탑재한 궤도 성을 자동추

모드로(RF신호원의 방향을 추 ) 추 하면서 안테나 

각도(Da=Drf)를 기록하며, 후처리로 성궤도정보와 비교

하여 차이(Do-Da)를 분석한다.

지향정확도는 안테나 구성품(mechanical alignment & 

structure, 서보, 엔코더, 안테나 제어 장치)  체 안테

나 시스템의 기계  정렬 정확도와 기· 자  분해도

에 향을 받는다. 의 측정 방법은 신호원의 방향이 신

호입사방향과 동일(Do=Drf)하다는 가정을 제로 한다. 

따라서 굴   반사 등에 의하여 신호입사방향이 

신호원 방향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측정오차가 되므

로 굴   반사에 의한 각도변화는 보정되어야 한

다. 한 성궤도정보(Do)의 오차도 측정오차와 직

으로 련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각 2도 이상의 측정 자

료를 사용하 으며, 국제 측기구에서 사용하는 표

기기 의 굴  각도를 측정결과에 보정하 으며, 최

신의 성궤 정보를 사용하 다.

추 정확도는 안테나가 신호원 방향을 감지하고 계속

하여 신호입사방향으로 안테나 지향방향을 조 하는 자

동추 모드 상태에서 안테나 자동추  메커니즘(안테나 

피드)에 의해 측정된 안테나 주빔 방향(RF 축)과 신호 입

사방향의 차이(Tracking error)를 말하다. 우주센터의 추

안테나는 신호를 자동추 하기 한 메커니즘으로 

Monopulse방식을 사용하며, 이 방식으로 측정된 안테나

의 RF 축과 신호입사각의 차이를 추 정확도로 기록한

다. 추 정확도는 안테나 자동추  제어방식  구동성

능, 안테나 패턴  추 기울기 등에 의해 주로 향을 

받는다.

1.
그림 4. 추적성능 측정개념 a)궤도모드b)자동추적모드
Fig 1. Concept of tracking performance 
        measure
    a) Ephemeris mode b)Auto-tracking mode

2. 우주센터 원격측정 안테나 시스템 구성

나로우주센터 제주추 소에는 원격측정용 지상수신

안테나 2 가 운용되고 있다. 각 안테나는 동일한 특성으

로 11m 형 라볼라 형태이며, 반치각(HPBW: Half 

Power Beam Width)이 약 ±0.42deg, 이득이 약 45dBi로

서 원형편 로 RF 신호를 추 ·수신한다. 신호의 자동추

은 모노펄스(Monopulse) 추 방식을 용한 피드와 

안테나제어장치(ACU)를 이용한다.

안테나 운용 련 정보인 안테나 운용각도(방 각, 고

각: Az., El), 추 오차, 운용모드, 궤도정보각도(Do) 등이 

10Hz로 실시간으로 안테나 제어 장치에 기록되어 추후 

분석에 사용된다.

3. 추적성능 측정결과

그림2와 그림3은 궤도 성(아리랑2호와 IRS-P6)을 

이용하여 측정한 제주추 소 원격측정안테나(SCF)의 추

성능 이다. 추 성능 측정 에 인터넷을 통하여 가

용 성을 확인하고 측정에 사용할 성의 최신 궤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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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Do)를 안테나에 입력하고, 성 신호에 한 추 오차

를 측정하기 하여 안테나의 편 를 성신호의 편 와 

동일하게 맞추어 측정하 다.

지향정확도 측정은 안테나를 자동추 모드로 운용하

면서 성을 추 한 안테나 각도(Da=Drf)와 성궤도정

보(Do)의 차이를 기록하 으며, 성궤도정보와 신호입

사방향(안테나 지향방향)을 비교하기 에 신호입사방향

은 안테나 고각에 따른 굴 에 한 각도오차를 보

정하 다. 보정에 사용한 값은 국제 측기 에서 사용

하는 값을 사용하 다. 

그림 2는 아리랑2호 성을 사용한 측정결과이다. 안

테나는 방 각 15 ∼ 195도, 고각 0 ∼ 81도 범 를 구동

하 으며, 안테나 고각 2도 이상에서 자동추 모드로 

성을 추 하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이 안테나 

직상공 (고각 81도)으로 통과하는 약 400 쯤에는 방

각 방향으로 순간 각속도가 약 5도/  정도로 매우 빨라

짐에 따라서 안테나가 성을 정상 추 하더라도 지향정

확도  추 정확도의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SCF 안테나 추적성능 결과 (ARIRANG2 위성)
Fig. 2. Tracking performance measured with 

ARIRANG2 satellite.

그림 3은 IRS-P6 성을 사용한 측정결과이다. 지상 

안테나는 방 각 17 ∼ 350도, 고각 0 ∼ 약 72도 범 에

서 구동되었으며, 안테나 고각 2도 이상에서 자동추 모

드로 성을 추 하 다. 성이 최 고각을 지나가는 

약 400 쯤에 안테나의 최  각속도는 약 2도/ 이었다.

그림 6. SCF 안테나 추적성능 결과 (IRS-P6 위성)
Fig. 3. Tracking performance measured with 

IRS-P6 satellite

두 개의 성을 이용하여 지향정확도를 측정하는 동

안 지상 추 안테나는 성을 정상 으로 자동추 하

으며, 측정에서 안테나의 지향정확도(Do-Da) 오차는 방

각(Az)과 고각(El)에서 각각 0.13도 이내이고, 추 정

확도는 방 각(Ch2 Err. Az)  고각(Ch2 Err. El)에서 

각각 0.056도와 0.028도 이내로 확인되었다. 오차의 최

값은 각각 성이 최 고각을 지나가는 시 에 발생하

으며, 성의 최  고각이 81도인 그림2의 측정결과가 최

 고각이 71도인 그림3의 측정결과에 비하여 지향오차

와 추 오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구좌표계를 

사용하는 추 시스템의 특성으로 고각이 높아질수록 방

각의 분해능이 떨어지며, 안테나의 구동 각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추 오차가 증가하는 것이다.

아래 표들은 안테나 2 의 추 성능 측정결과로서, 앞

의 그림 2와 3과 같이 성을 이용하여 2010년 3월 15일

과 16일, 2일 동안 동시에 측정한 결과이다. 표 2와 3은 

각 안테나의 지향정확도 측정결과이고 표 4와 5는 추

정확도 측정결과이며, 단 는 milli degree이다. 6번의 

성추  에 3월16일의 ARIRANG2 성의 최고 고각이 

81도로 가장 높았으며, 3월16일의 IRS-P6 성의 최 고

각이 약 10도로 가장 낮았다. 두 개의 추 안테나에서 각

각의 성추  결과에 따른 추 성능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체 인 평균치는 약 120 milli-degree 이내의 

지향정확도와 50 milli-degree 이내의 추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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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F
Max

EL

Do-Da(Az) Do-Da(El) 

평균 최 평균 최

ARIRANG2 315 29.6 -17 65 -60 120

ENVISAT 32.2 42 126 -58 115

IRS-P6 72.1 -10 79 -54 116

ARIRANG2 316 81.4 -12 131 -47 105

ENVISAT 50.9 -32 110 -55 101

IRS-P6 10.9 -48 77 -66 104

평균 -12.8 98.0 -56.7 110.2

표 2. SCF 안테나 지향정확도 측정결과
Table 2. SCF Antenna Pointing Accuracy  

PCF
Do-Da(Az) Do-Da(El)

평균 최 평균 최

ARIRANG2 315 -95 191 -38 122

ENVISAT -38 130 -31 130

IRS-P6 12 67 -24 128

ARIRANG2 316 -9.4 119 -14 158

ENVISAT 23 66 -39 105

IRS-P6 75 106 -82 120

평균 -5.40 113.17 -38.00 127.17

표 3. PCF 안테나 지향정확도 측정결과
Table 3. PCF Antenna Pointing Accuracy

SCF
Ch error (Az) Ch Error (El)

평균 최 평균 최

ARIRANG2 315 0.04 25 0.21 28

ENVISAT -0.08 104 0.2 39

IRS-P6 0.95 25 -0.1 26

ARIRANG2 316 0.0013 44 0.18 56

ENVISAT -0.03 15 0.1 16

IRS-P6 0.88 71 -0.2 31

평균 0.29 47.33 0.07 32.67

표 4. SCF 안테나 추적정확도 측정결과
Table 4. SCF Antenna Tracking Accuracy

PCF
Ch error (Az) Ch Error (El)

평균 최 평균 최

ARIRANG2 315 0.2 66 1.13 77

ENVISAT -0.3 28 0.02 25

IRS-P6 0.043 24 0.15 36

ARIRANG2 316 0.026 44 0.24 56

ENVISAT 0.001 9 0.1 14

IRS-P6 -0.015 43 -0.17 44

평균 -0.01 35.67 0.25 42.00

표 5. PCF 안테나 추적정확도 측정결과
Table 5. PCF Antenna Tracking Accuracy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형 추 안테나의 추 성능지표에 

한 정의  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고, 추 안테나의 

다양한 구동범 에 한 추 성능을 간단하게 검증하는 

궤도 성 추 방법을 소개하 다. 궤도 성 추 방

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나로우주센터 11m 시형 원격측

정용 추 안테나시스템의 지향정확도  추 정확도는 

각각 최  약 0.2도와 약 0.05도 이내로서 설계기 을 만

족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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