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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형 능동위상 배열안테나 빔 패턴 보상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Beam Pattern Compensation with Planar Active 
Phased Array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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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평면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에서 일부 모듈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빔 패턴 왜곡을 여러
가지 경우로 비교하여 검토하고, 기존에 연구된 빔 패턴 보상 방법을 실제 안테나에 적용하여 빔 패턴 왜곡 개선 가능성
을 분석하였다. 빔 패턴의 왜곡은 주로 부엽 수준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부엽 수준이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면 고장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크기/위상값을 재조정하여 부엽을 낮출 수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실제 제작
된 안테나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및 근접 전계 챔버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고장
모듈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작위로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배열을 포함하는 단위 모듈이 고장 날 경우로

나누어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고장 모듈이 발생할 경우 남아있는 정상 모듈의 크기/위상 조정을 통해서 부엽을 낮추기 위한 빔 패턴 보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about the beam pattern distortion caused by the failures of some antenna modules in the active array antenna 
and analyses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through applying the beam pattern compensation method previously studied. The beam 
pattern distortion which is mostly represented as an increase of the sidelobe level, can be suppressed through re-synthesizing each 
module's magnitude and phase. This method was applied to the prototype of active array antenna system, and the results of antenna 
pattern distortion and compensation were analyzed and measured in the Near Field Chamber. Array failures are generally divided into 
random TR module failures and TRU(TR Unit: combination of TR modules, Beam Computation module, Power supply module) fai-
lures. The results of beam pattern compensation were analyzed in each failure and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he beam 
pattern compensation results applied to the real active antenna array system showed the similar to the simulation results. Consequently, 
it was verified the beam pattern could be compensated with the magnitude and phase adjustment of other normal antenna modu-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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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는 각 TR 모듈의 크기/위상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빔 형성이나 빔 조향이 가능하고, 
일부 모듈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성능의 저하가 점진적

으로 발생(graceful degradation)하게 된다. 그러나 고장 모
듈의 개수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빔 패턴의 왜곡이 발

생하는데 주로 부엽 증가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원치 않
는 방향에서의 반사 신호 혹은 수신되는 클러터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열의 일부 TR 모듈의
고장 발생 시 부엽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빔 패턴 보상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제작된 능동위상 배열안테나
에 적용하여 빔 패턴을 측정하여 빔 패턴이 개선됨을 확

인하였다. 또한, 고장 발생 위치 및 개수에 따라서 빔 패
턴 왜곡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고장 분포가 랜덤하게 위

치한 경우와 단위 모듈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서 비교하였다. 

Ⅱ. 빔 패턴 재합성 과정

일부 모듈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빔 패턴의 변화는 부

엽 수준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낮추기 위하여
남아있는 TR 모듈의 가중치를 재합성하는 과정은 기존에
연구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TR 모듈의 크기/위상에 대한 계수( )에 대해

서 Array Factor(AF)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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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계수( )는 실수부( )와 허수부( )로 나타

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array factor를 파워

로 계산하면 다음 식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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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파워의 최대값은 주엽 레벨( )이며, 이
를 제외한 local maximum을 찾으면 부엽 레벨( )
이 나오므로, 주엽 레벨 대비 부엽 레벨()을 비용
함수로 설정하여 이를 최소화하도록 고장 모듈을 제외한

정상 모듈에서의 계수 u, v를 재합성하게 된다. 
  

  

 

(4)
  

이 함수는 비선형 함수이므로 Taylor 공식을 사용하여
변환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차함수의 경우 사용되
는 Taylor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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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차 변환된 함수에서의 최소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반복하여 수렴되는 값으로 최소값
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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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 (4)의 경우는 다변수 함수이므로 Taylor 공식을 적용
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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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다변수 함수의 경우도 식 (6)과 같이 최소값을 다
음과같이 구할 수있으며, 이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해
를 구할 수 있다[1].

   

        (8)  

Ⅲ.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적으로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에서는 각 TR 모듈
의 전원/제어/방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
개수씩 묶어서 단위 모듈을 구성한 후, 제어나 전원 혹은
RF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고장 발생의 경우를 개별적으
로 무작위로 발생하는 경우와 단위 모듈 별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빔 패턴의 변화 분석과 재합성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작된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를 사용

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였으므로, 빔 패턴 오차
보정을 위한 안테나 구조는 제작된 안테나의 구조를 그

대로 사용하였다. 
제작된 안테나는 마이크로스트립 원형 패치 안테나를

사용하였고, 2차원배열구조로서 16×16 구조( ll 63.0,47.0 == dydx
ll 63.0,47.0 == dydx , 삼각배열)이며, 세로로 16개의 TR 모듈을

하나의 단위 모듈로 구성하여 전체 16개의 단위 모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2]. 
고장 모듈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모듈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경우와 하나의 단위 모듈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고려하였다. 무작위로 발생되는 고장 모듈의 개
수는 전체 배열의 10 %, 즉 26개의 모듈에서 고장이 발생
하는 경우로 설정하고, 각 경우에서의 고장 발생 위치는

   

그림 1. 배열 구조   그림 2. 안테나 형상
Fig. 1. Array structure.        Fig. 2. Antenna shape.  

  

그림 3. TR 모듈 26개 고장  그림 4. 단위 모듈 고장
Fig. 3. 26 TRM failures.      Fig. 4. TRU failure.

  

그림 5. 빔 패턴 시뮬레이션 결과(TR 모듈 26개 고장)
Fig. 5. Beam pattern simulation result(26 TRM failures). 
 
그림 3, 4에 나타내었다.
먼저 고장 모듈이 무작위로 26개 발생한 경우에서의

빔 패턴과 빔 패턴 재합성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시뮬레이션 상에서 정상배열의 경우, 주엽과 방위각/
고각 방향의 컷을 제외하고는 부엽 수준이 발생하지 않

지만, 26개 위치에서 모듈이 고장날 경우에는 최대 부엽
수준 —25.36 dB, 평균 부엽 수준 —35.62 dB까지 발생하
는데, 빔 패턴 재합성한 후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엽
수준이 —30 dB 이하이고, 평균 부엽 수준도 —39.08 dB
로 약 3 dB 이상 개선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빔 패턴에서 부엽 수준을 낮추는 것은 원치 않

는 방향으로부터의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심
영역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 영역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지상을 바라볼 경우에는 고각 방

향으로 아래 영역이 관심 영역이 될 수도 있으므로 빔 패

         

정상배열 고장 모듈 발생 빔 패턴 재합성

최대 부엽 —35.30 dB —25.36 dB —28.95 dB
평균 부엽 —50.83 dB —35.63 dB —39.08 dB

표 1. 부엽 수준 시뮬레이션 결과(TR 모듈 26개 고장)
Table 1. Sidelobe simulation result(26 TRM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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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빔 패턴 시뮬레이션 결과(TR 모듈 26개 고장)
        - 고각 20° 이하인 영역에서 빔 패턴 보상
Fig. 6. Beam pattern simulation result(26 TRM failures). 
       - Beam pattern compensation below elevation angle 20°. 

   

정상배열 고장 모듈 발생 빔 패턴 재합성

최대 부엽 —35.30 dB —25.36 dB —30.60 dB
평균 부엽 —49.85 dB —35.74 dB —43.33 dB

표 2. 부엽 수준 시뮬레이션 결과(TR 모듈 26개 고장)
      - 고각 20° 이하인 영역에서 빔 패턴 보상
Table 2. Sidelobe simulation result(26 TRM failures).
         - Beam pattern compensation below elevation an-

gle 20° 

턴 재합성을 관심 영역에서의 부엽 수준 제거의 목적으

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각 20° 이하인 영역에서의 부
엽을 낮추도록 빔 패턴 재합성을한다면 결과는그림 6에
서와 같이 평균 부엽 수준을 빔 패턴 오차 보정 이전과

비교하여 —35.74 dB에서 —43.33 dB로 약 7.6 dB 이상 낮
출 수 있다.
표 2에서의 결과는 관심 영역에서의 부엽을 나타낸 것

이므로 표 1에서의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하며, 표 1에
서의 평균 부엽 —39.08 dB보다 약 4 dB 더 개선되어
—43.33 dB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2번째 단위 모듈이 고장이 발생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였다. 단위모듈 즉세로로한줄이 고장날
경우에는 고각 방향으로의 빔 패턴은 크게 차이가 발생

하지 않지만, 방위각 방향으로 부엽 수준이 크게 증가하
게 된다. 이는 또한 단위 모듈의 위치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되며, 전체 16개의 모듈 중에서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Taylor 분포에 따라서 크기가 큰 영역이므로 부엽
수준이 더욱 크게 증가하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크기가
작은 영역이므로 전체 빔 패턴에는 큰 영향이 없게 된다. 
단위 모듈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빔 패턴 재합성은 전체
영역에서의 첨두 부엽 수준의 평균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림 7. 빔 패턴 시뮬레이션 결과(단위 모듈 고장)
Fig. 7. Beam pattern simulation result(TRU failure). 
 

정상배열 고장 모듈 발생 빔 패턴 재합성

최대 부엽 —35.30 dB —21.35 dB —22.34 dB
평균 부엽 —50.83 dB —38.51 dB —39.09 dB

표 3. 부엽 수준 시뮬레이션 결과(단위 모듈 고장)
Table 3. Sidelobe simulation result(TRU failures).

빔 계수를 조정하게 되므로 방위각 방향으로 증가된 부

엽 수준을 낮추면서 동시에 고각 방향으로는 원래의 빔

패턴보다 부엽 수준이 증가하게 되어서 전체적인 평균

부엽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된다. 

Ⅳ. 측정 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빔 패턴 재합성한 값은 실제 제작

된 안테나의 빔 조향기 내에 메모리에 빔 형성 데이터로

입력한 후 근접 전계 챔버에서 안테나 패턴을 측정하였

으며, 앞에서 시뮬레이션한 조건과 같이 부엽 레벨 35 dB
을 만족하는 Taylor 분포를 사용하였고, 측정된 시나리오
는 다음과 같다.

 - 고장이 없을 경우
 - 26개 무작위로 고장 발생
 - 12번째 단위 모듈 고장

빔 조향기는 각 단위 모듈 내에 존재하며, 주파수/빔
조향각/빔 형성번호 등의 제어 명령을 입력받아서 각 TR 
모듈에 해당하는 크기/위상값을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빔형성데이터는각 TR 모듈에서의크기/위상값을 16 
bit로 메모리 내에 포함하고 있으며, 빔 조향기 내에서 정
렬값을 포함한 위상계산 후 최종적으로 각각 5 bit/6 bit 
quantization하여 각 TR 모듈을 제어한다[2]. 측정은 정상적
인 경우와 고장 모듈 발생 시 그리고 빔 패턴 재합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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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가지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앞의 시뮬레이션 결과
에서 언급한 26개의 고장 모듈이 발생한 경우와 단위 모
듈 12번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측정하였으며, 고
장 모듈에 해당되는 TR 모듈은 스위치를 Termination 모
드로 전환하여 수신되는 신호가 없도록 하였고, 단위 모
듈 고장 발생 모사는 해당되는 단위 모듈의 전원을 차단

한 후에 측정하였다. 빔 패턴 재합성한 결과는 제작된 안
테나의 빔 조향기에 저장된 빔 형성 데이터를 수정하여

안테나 패턴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앞의 시뮬레이
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부엽 수준이 증가

하였지만 경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 대비
측정된 패턴의 부엽 수준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모든 배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으나, 실제
제작된 안테나에서는 각 TR 모듈에서의 복사소자 간 차
이 및 상호 간섭에 의해서 약간씩 개별 빔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며[3], 또한각 TR 모듈의 크기/위상을 동일하게 맞
추더라도 위상변위기와 감쇄기가 제한된 비트로 제어되

그림 8. 빔 패턴 측정 결과(TR 모듈 26개 고장)
Fig. 8. Beampattern measurement result(26 TRM failures). 

 

정상배열 고장 모듈 발생 빔 패턴 재합성

최대 부엽 —29.04 dB —21.39 dB —25.29 dB
평균 부엽 —40.91 dB —34.24 dB —36.93 dB

표 4. 부엽 수준 측정 결과(TR 모듈 26개 고장)
Table 4. Sidelobe measurement result(26 TRM failures).

그림 9. 빔 패턴 측정 결과(단위 모듈 고장)
Fig. 9. Beampattern measurement result(TRU failure). 

정상배열 고장 모듈 발생 빔 패턴 재합성

최대 부엽 —29.04 dB —20.33 dB —22.41 dB
평균 부엽 —40.91 dB —36.79 dB —36.55 dB

표 5. 부엽 수준 측정 결과(단위 모듈 고장)
Table 5. Sidelobe measurement result(TRU failures).

므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4]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에서 TR 모듈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
인 TR 모듈의 가중치를 새로 계산하여 빔 패턴 보상하는
방법을 실제 제작된 안테나에 적용 후 측정한 결과를 분

석하였다.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TR 모듈에서 무작위
로 발생하는 경우와 단위 모듈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TR 모듈에서 무작위로 고장이 발
생할 경우는 고장으로 인한 개별 모듈의 영향이 서로 독

립적이고 빔 패턴 재합성을 통해서 그 영향을 상쇄시킬

수가있으므로, 최대 부엽 수준및평균 부엽수준을낮출
수가있고, 또한 빔패턴재합성시 관심영역을설정하여
수행하면 평균 부엽 수준을 더욱 낮출 수가 있다. 그러나
단위 모듈 단위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단위 모

듈의 개수가 제한적인 데 비해 고장 모듈의 비율이 크게

되므로 원하는 빔 패턴을 위한 자유도가 낮아져서 전체

영역에서 부엽 수준을 낮추기는 어렵지만, 방위각 방향으
로 증가된 에너지를 고각 방향으로 분산시키게 된다. 이
러한 결과는 실제 제작된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를 사용

하여 패턴을 측정함으로써 유사한 경향을 검증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측정을 통해서 고장 발생 시 빔 패턴 보상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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